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Äºo�����_��&³@/Ãº�<Æ_�%i���\�"fþj�í�Ðß¼>�/BN��³ô�Çì�r�Ér»ÉÖ÷(

���Òqts�r���. ���Òqta�"f��H 1946�̧�\� Äºo����� þj�í_� ��H@/&h� @/�<Æ��� ²DGwn� "f

Ö�¦@/�<Æ�§ë�Ho�õ�@/�<ÆÃº�<Æõ�\�¦�½Ó[O���¦�í@/ÅÒe���§Ãº\�¦ ú́ ��"f 15�̧�çß�Ãº

�<Æ_��§¹¢¤, ���½̈, >�3lx_�×�æd��s�÷&>��%i���. ¢̧°ú �ÉrK�\� �̧���ÃºÓüt�<Æ�r\�¦

�½Ówn��39"f �̧Zþt±ú�_� ��@/ô�Ç ��éß�ZO���� @/ô�ÇÃº�<Æ�r_� l�d�¦�̀¦ ²ú£�� Z�~��¤��.

���Òqta�"f��H Äºo�����\� %�6£§Ü¼�Ð �̂>�&h���� Ãº�<Æ�̀¦ �̧{9����H ô�Ç¼#�, �í�½Ó

l� Ãº�<Æ>�_� µ1ÏóøÍ�̀¦ ²DIy���H X< t��̧&h���� ½̈z�́�̀¦ �%i���. ¢̧, �<Æ���Ð"f �¦���

&h����K�$3��<Æ(pÆQ)�̀¦���/BN�%i�Ü¼ 9,Õªµ1Ú_�#��Qì�r��\��̧U�·�Ér�'ad���̀¦��

&����. %�6£§\���H Ãº�<Æõ�_� ��_� �̧��H õ�3lq�̀¦ �̧ú́ �� y©�_��r��� z�·s� �%i�

��.

s� ����Ér Õþ���_� \P��Érs���H ���Òqt_� 60#� �̧� ��� ]j���Ð"f �<ÆÂÒü< $3���õ�&ñ


6�̧�çß���ØÔgË>�̀¦~ÃÎ��¤�¦,Û¼5px_��_�ëß��̧�\� �̧�§�Ð"fÛ¼5px_���̀¦����s� �̧$4���.

Û¼5px_��_� µ1ÏÀDKu�\�¦ ���� #��Q ��t� {9��̀¦ ����Ðm�, 2016�̧� @/ô�ÇÃº�<Æ�r �½Ówn�

70ÅÒ�̧��̀¦ ú́��� 70�̧��� ¼#�ðøÍ_� ×�æÕþ��̀¦ ú́ ��"f 2015-17 2�̧�çß� {9����H 1lxîß� Û¼

5px_��\� @/�#� 7á§ �8 ·ú�>� ÷&%3���.

Õªo��#�Û¼5px_��_�òøÍÒqt 120ÅÒ�̧�s�÷&��H 2019�̧�s�����0>t���H �̧Zþt±ú�Û¼

5px_��_� /BN&h��̀¦ ��r� ô�Ç��� V,�o� ·ú�o��¦ [jçß�_� �̧K�\�¦ µ1ß)�×¼�9�� ���x����H

Òqty���̀¦ �>� ÷&%3���. Õªo��#� Û¼5px_��\� �'aº���)a l�2�¤[þt�̀¦ �̧���:r ��s	כ s�

�±p_"t�Ðt�s���. ú́§�Ér /åJ�Ér Òqt1lxy���̀¦ Ä»t��l� 0A�#� µ1Ï³ð�)a "é¶+þA_� PDF\�¦

4�¤���#� z�́%3���.

]j1ÂÒ��H 1959�̧�_� Û¼5px_��_� �r°ú� M: ]j��[þts� ��³&ñ
ô�Ç 2Î}�ç\�"f

1lx«Ñ�§Ãº%i�~�� �Î 5:כ ���Òqt_� r��̧ “2	”õ� Û¼5px_��_� s�§4� >h¹כü< m

.}�+=
�_� �����ú́��̀¦ z�́%3���. Û¼5px_���Ér 1930�̧�@/ÂÒ'� Äºo�����_�

Ä»{9�ô�Ç @/³ð&h� Ãº�<Æ���Ð"f �<ÆÕüt"é¶ �½Ówn� î�r1lx_� ô�Ç ×�æd�����Óüts�%3���. Ãº�<Æ>�

\���H ú̧� ·ú��9t�t� ·ú§�Ér l�2�¤[þt�̀¦ µ1ÏÏãJ�#� #�l�\� d����H��. :£¤y� 2014�̧�\�

áU© �§Ãº�� @/ô�Ç���²DG�<ÆÕüt"é¶\�"f_� Ãº�<Æ>� �r"é¶[þt_� �Ö̧1lx_� %i���\�¦ &ñ


o�����"f, Û¼5px_��a�"f "f�� f�����\� ÈÒ�¦���� ��t�}�� �7Hë�Hs� e��6£§�̀¦ µ1ß)�ÍÇx

��. s�:£¤l�½+Éëß�ô�Ç��z�́�̀¦s�Õþ�_�]j1ÂÒ\�"fçß�éß�y��Ð�¦ô�Ç��. ]j1ÂÒ=å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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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Ï� �§Ãº_� �r�©�õ� 1960�̧� 10�Z4 24{9� ¬¹q� ]j}��d��\�"f_� �<ÆÒqt@/³ð ÆÒ¥Æ�

��\�¦ z�́%3���.

]j2ÂÒ��H \P��Érs��� ��H Û¼5px_��\� @/ô�Ç ÆÒ�̧ë�Hõ�, �r�¦{��Ü¼�Ð ���'�ÂÓ l���

�� ���\�¦ µ1Ï³ðô�Ç ���@/í�HÜ¼�Ð z�́%3���. "é¶�¦\�¦ ¹1Ô�̀¦ Ãº \O���H ��õ	כ ×�æ4�¤�)a �	כ

�Ér3lq	�\���\P����H�.��Ü¼�ÐÕª'¬I	כ ]j2ÂÒ_� 1����ÉrÛ¼5px_��s�"f������K����

ú́�\���H�,s� 9	כ "f��{©�r�������ô�Ççß�'��Óüt�̧\O�~��@/ô�ÇÃº�<Æ�r��H 10ÅÒl�\�¦ ú́�

��@/ô�ÇÃº�<Æ�r�r�Ð 7�Ý¶ (1970. 12)\�'Í	ÆÒ�̧ë�H�̀¦d��>��)a��. s���s	כ 2���s�

 9, {©�r�\� \P��Érs���H 8úxÁºs���%i���. Õª +'\� 3���, 4���, 5����̀¦ /ú���. 6��� “þj

î�rd��~ÃÌ��ü<Äºo�Ãº�<Æ>�”��H Z�Érs����½Óçß�ô�Ç “@/ô�ÇÃº�<Æ�r¾»Û¼YU'�”_� 56 ñ

(1997. 11)\� z�́§4�Ü¼ 9, ��_� q�5pwô�Ç /åJs� 7���, 9���, 10���Ü¼�Ð y��y�� @/ô�Ç���²DG

�<ÆÕüt"é¶, "fÖ�¦@/�<Æ�§ @/�<Æ"é¶ 1lx�½Ó�r�Ð, @/ô�ÇÃº�<Æ�r 70�̧���\� µ1Ï³ð÷&%3���.

]j3ÂÒ��HÄºo�����Ãº�<Æ>�_�%i���\�¦��ê�r��«Ñ[þt�̀¦ �̧�Ér�.���s	כ @/ÂÒì�r

\P��Érs��� ��H �,���s	כ >h×�æ\���H 70�̧��� ¼#�ðøÍ0A_� �©�e��0A"é¶�r\�"f ���$í
ô�Ç �	כ

�̧ e����. s� ]j3ÂÒ��H 1946�̧� Û¼5px_��_� �<Æ�r �½Ó[O�\�"f q�2�©÷&��H /åJ[þt�Ð s�ÀÒ

#Q4R e��Ü¼ 9 ·ú¡Ü¼�Ð Êê@/\�>� ×�æ¹כô�Ç ��«Ñ�� |̈c �.���s	כ

1��� “@/ô�ÇÃº�<Æ�r_� 35�̧�”�Ér@/ô�ÇÃº�<Æ�r�½Ówn� 35ÅÒ�̧�l�¥Æ�y©����Ü¼�Ð 1981�̧�

10�Z4 10{9�%ò
z��@/�<Æ�§\�"f>hþj�)a���YV8úx�r\�"fµ1Ï³ð�)a�Ü¼�Ð,@/ô�ÇÃº�<Æ�r	כ

_� %i���\�¦ ��ê�r þj�í_� ë�H��³s���.

"fÖ�¦@/�<Æ�§\�"f��H 20ÅÒ�̧�ÂÒ'� r�����#� B� 10�̧����� Õª %i���\�¦ çß�'��K�

�̧�¦ e����HX<, %�6£§Ü¼�Ð 30�̧��� (1976�̧� çß�'��)\� \P��Érs��� Ãº�<Æõ�_� %i���\�¦

/ú��¦,��r� 1996�̧�\� 2��� “"fÖ�¦@/�<Æ�§ 50 �̧���,Ãº�<Æõ�”\�¦/ú���. "fÖ�¦@/�<Æ�§

_� �íl� ë�H��³�Ér F�g4�¤ f��Êê_� �D¥êøÍõ� 6.25 ���Ôqt ���Êê_� ���F�ü< ��«Ñ_� �èY>��Ð

�̧Zþt±ú�_� #��Q çß�'��Óüt_� l�2�¤s� �©�{©�y� ÂÒ&ñ
SX����.

2015�̧�\� “@/ô�ÇÃº�<Æ�r 70�̧���”_�¼#�ðøÍ0A"é¶�©��̀¦ ú́ Ü¼���"fÄºo�Ãº�<Æ>�_�

�íl�%i���\�¦µ1ßy��9ô�Ç�,�s	כ 3��� “@/ô�ÇÃºÓüt�<Æ�r��H#Qn��Ðy�¤��H��? –@/ô�ÇÃº

�<Æ�r_� ���"é¶�̀¦ ¹1Ô��"f”ü< 4��� “�̧���ÃºÓüt�<Æ�r_� r����õ� =åQ”s���.

5��� “@/ô�ÇÃº�<Æ�r 70ÅÒ�̧� l�¥Æ���”��H 70ÅÒ�̧� l�¥Æ�d��\�"fþj"é¶�Ð ���e���r�©�

Ü¼�Ð"f ¢̧ 70�̧��� ¼#�ðøÍ0A"é¶�©�Ü¼�Ð"f ���[O�ô�Ç �,s� 9	כ 6��� “@/ô�ÇÃº�<Æ�rü< �<Ê

a� 60�̧�”�Ér 70�̧���\� z�́�2; �r�¦ë�H\� ���çß�  »	·¡��� �.���s	כ

7���õ� 8����Ér “@/ô�ÇÃº�<Æ�r_� 70�̧�”�̀¦y��y��@/ô�Ç���²DG�<ÆÕüt"é¶:�x���õ�"fÖ�¦@/

�<Æ�§Ãºo�õ��<ÆÂÒ_�Mathematics Newsletter\�µ1Ï³ðô�Ç����Ü¼�Ð,¿ºl��'a�è5Åq	כ

\�>� Ãº�<Æ�r_� �Ö̧1lx�̀¦ y�����r�v��9��H 3lq&h�s�%3���. Õª ?/6 x�Ér @/1lx�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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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QÜ¼�Ð 9��� Seventy Year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H %ò
#Q �©�6 x

��\�¦ 0Aô�Ç �,Ü¼�Ð	כ 70�̧��� ¼#�ðøÍ0A_� �©�e��0A"é¶�r\�"f ���$í
ô�Ç �,s� 9	כ 70�̧���

\� z�́�9 e����H ��õ	כ °ú ��.

]j4ÂÒ��H �è0A �����̧{9� >h��³õ� �'aº���#� Û¼5px_��s� �̧K�\�¦ ~ÃÎ�¦ e����H ��

z�́�̀¦ K�"î
��9��H /åJ ¿º ¼#�õ� �'aº�� l��'a\� &ñ
&ñ
�̀¦ ̈½¹כ���H \P��Érs�_� ¼#�t�\�¦

d����H��. ô�Ç &ñ
u�|9�éß�s� �����[þt_� Õª2£©�)a '��1lx�̀¦ �'a>��̧ \O���H ô�Ç �<Æ��_� �Ý¶

0A_���ÒÜ¼�Ð[�to��¦�Å�#Qçß��B)ô�Ç��|	�s�Äºo�_���³&ñ
��\�������e����. Õª

��Ér	כ @/ô�Ç���²DG %i����©� ¿º ���P: >h��³��� 1954�̧�_� �è0A �����̧{9� >h��³õ� {©�r�

_� Û¼5px_��õ� �'aº���)a ��|	�s���. õ���_� Ãºú́§�Ér Õª2£©�)a l�2�¤ s�ü@\�, �̧Zþt±ú�

_� R/Û ��s�àÔ\��̧	� 1954�̧�\� {9�#Qèß� ��|	�\� �'a�#� ��f±	�)a l�2�¤s� ������

e����. ��gË>?/, 2019�̧�\�ô�Ç²DG�<Æ×�æ�©����½̈"é¶�Ér���7á¤ë�H�o@/Ñþ�õ������\�"fÛ¼5px

_��s� Õª2£©�)a _�<�Ê�̀¦ ~ÃÎ�Ér ��z�́�̀¦ "î
l��%i���.

ÂÒ2�¤\���H q�n��̧ ”@/ô�ÇÃº�<Æ�r_� 70�̧�”õ� ”@/ô�ÇÃº�<Æ�r 70ÅÒ�̧� l�¥Æ�d��”

¿º¼#��̀¦ �̀¦�9Z�~��¤��. s�[þt�ÉrÃº�<Æ�r 70ÅÒ�̧��̀¦l��#�ëß�[þt#Q����Ü¼�ÐÃº�<Æ	כ

�r_� %i���\�¦ ����H X< �̧¹¡§s� |̈c �.���s	כ

#�l� �̧�Ér /åJ[þt ×�æ\���H |9��9� {©�r�_� l�2�¤s��� �̧Zþt±ú�õ� ���çß�_� �ÃÌ�̧��

e���̀¦ Ãº e��6£§�̀¦ µ1ß)�¿º 9, s���� &h�\� �'a�#� 1lq�� #��Qì�r_� �ª�K�\�¦ ½̈���H

��s���.

=åQÜ¼�Ð s� ���Ü¼��ô�Ç �èÕþ����� Û¼5px_��_� ²DG��ü< ���7á¤_� �<Æë�H �½Ó²ú��̀¦ 0A

ô�Ç /BN��³_� {9�ÂÒ\�¦ µ1ßy��¦ [jçß�_� �̧K�\�¦ Ô�¦d��r�v���H X< �̧¹¡§s� ÷&l�\�¦ ����

 9, K�"î
½+É ×�¦ �̧ØÔr��¦ �<Æ�� �:r���_� ��[jëß��̀¦ |
�t���¦ "f������ Û¼5px_��a�

¾º\�¦ z�}9��� ¿º�9Äº��, Û¼5px_��s� �-Õª�Qs� 6 x"fK�ÅÒr�l�\�¦ �����.

2019�̧� 11�Z4 28{9� Ö÷(£È òøÍÒqt 120ÅÒ�̧�\� ·ú¡"f

\P��Érs� ����� �̀¦a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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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ÉÙ 2Î}�çø� Ü«L±Þ�+ %K�«¹�

Û¼5px_��\��'aô�Çë�H��³Ü¼�Ð"f���©�×�æ¹כô�Ç��Ér	כ 1959�̧�_�Û¼5px_��_��r°ú�M:

]j��[þts� ��³&ñ
ô�Ç 2Î}�çs���. ��l�\���H Û¼5px_��_� �>r%ò
õ� y©����"é¶ �§Ãº

_�#QØÔ������y©�&ñ
[O����Òqts�t�Ü¼���/åJ�̀¦ �̂�$í
¹¡¤���Òqts�æ¼���»¡¤�_�Ó�o����

���s�z�́�9e����. Õª��6£§\�1lx«Ñ�§Ãº%i�~���Î5:כ���Òqt_�r��̧ “2	”õ�

Û¼5px_��_� s�§4� >h¹כü< m.}�+=
�_� �����ú́�s� z�́�9 e����. Õª 2Î

}�ç\���H Û¼5px_��a�"f µ1Ï³ð���� /åJ[þtõ� �7Hë�H[þts� @/ÂÒì�r z�́�9 e���¦, Õª +'

\� ]j��[þt_� �7Hë�Hs� z�́�9 e����.

s� Õþ�_� ]j1ÂÒ\���H 5:כ ���Òqt_� r��̧ “2	”õ� Û¼5px_��_� s�§4� >h¹כü<

m.}�+=
�_� �����ú́��̀¦ z�́#Q 2Î}�ç_� ì�r0Al�\�¦ ���²ú���9 ô�Ç

��. {©�r�ëß� K��̧ #��Q ��t� #�|	�s� �Å��Å�u� 3lw�#� s� l�¥Æ�|9�s� Û¼5px_��\� @/

ô�Ç ��_� �̧��H l�2�¤�̀¦ }©���ô�Ç �Ü¼�Ð	כ Òqty��÷&%3���.

Û¼5px_���Ér 1930�̧�@/ÂÒ'� Äºo�����_� Ä»{9�ô�Ç @/³ð&h� Ãº�<Æ���Ð"f �<ÆÕüt"é¶

�½Ówn�î�r1lx_�ô�Ç×�æd�����Óüts�%3���. Ãº�<Æ>�\���H ú̧� ·ú��9t�t�·ú§�Érl�2�¤[þt�̀¦µ1Ï

ÏãJ�#� #�l�\� d����H��. :£¤y� 2014�̧�\� áU© �§Ãº�� @/ô�Ç���²DG�<ÆÕüt"é¶\�"f

_� Ãº�<Æ>� �r"é¶[þt_� �Ö̧1lx_� %i���\�¦ &ñ
o�����"f, Û¼5px_��a�"f "f�� f�����\� ÈÒ

�¦���� ��t�}�� �7Hë�H “���p�ì�r x9� ¼#�p�ì�r~½Ó&ñ
d��_� Grassmann@/Ãº�Ð"f_� E.

Cartan_�p�ì�r+þAd�����½̈”��"f��f��Êê\� “�<ÆÕüt"é¶�r�Ð”]j3|9�\�z�́�9e��6£§�̀¦

µ1ß)�ÍÇx��. s� :£¤l�½+Éëß�ô�Ç ��z�́�̀¦ s� Õþ�_� ]j1ÂÒ\�"f çß�éß�y� �Ð�¦ô�Ç��.

]j1ÂÒ_� =åQ\� Û¼5px_�� "f�� {©�r�_� "fÖ�¦ë�Ho�@/ Ãº�<Æõ� �<ÆÒqt�r�©�s�%3�~��

�̂����� �§Ãº_� �r�©�õ� 1960�̧� 10�Z4 24{9�_� Û¼5px_��_� ¬¹q� ]j}��d��\�"f_� Õª

_� �<ÆÒqt@/³ð ÆÒ¥Æ���\�¦ z�́%3���. s� /åJ_� Òqt1lxy���̀¦ ÅÒl� 0A�#� Õª�� µ1Ï³ðô�Ç

Mathematics Newsletter ("fÖ�¦@/�<Æ�§ Ãºo�õ��<ÆÂÒ çß�'��)_� 4�¤���:r�̀¦ #�l�\�

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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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 M�gs�����H Ãº_�¨Î H��¦²ú£��

ô�Ç��{�� ü@U�́�Ðëß� /'t�·ú§�¦ �̧Zþt��t�

Ãº�Ð+� K�r���H±ú¢s� �ï��r���

Óüt|	��- ��Q, ?/���� ��Qm

QXs� �<Êa�Z�}�¦ @ôMs� ����¦

l�ØÔ��� Y>��U@[þt Äº�QØÔW1 K�%�!3�

d��Ü¼��� ;E_�Áú¥ g1Px��¦ \P�B�ë�B)�

s�Ò¹ Ë̈x9�&h�\� e��_�Iþ #Q*��o�

ÕªM:\� ��r�ïß�[þt#Q ¢̧.��̀¦ l�o�[j

1959�̧��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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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Î}�ç£�· 6�¢�>"�

»É Ö÷( £È_��_� ï.�̀¦ ú́�s��#� ��% �Ús� ²
_� ï.}�

+=
�\�¦ ì5��¦, Õª ��_� �oÜ¼�Ð 2ÎÍ�ç�̀¦ \P�#Q £Èa� ×¼

o�>� ÷&m� ��% �Ú_� æÿü< l�?£§ �8 K���wn= �� \O��̀vm���.

£È_��_� t���çß� T�a A�s� $]�Q4_� �gõ� y� ]0\� e��#Q

�ru���m�ô�ÇQ�_�U�́�̀¦µ1áÜ¼�����Òqty��½+ÉM:,s¦̀�	כ �̧Õª��ô�Ç2ÎÍ�_�

�@��H ëß�7á¤Û¼�Qî�r ��s	כ ��m��� ��8���̧ £È_��_� ï��̀¦ ú́�s��#� s� �

@�� ���̧>� ÷&%3�����H ��Ér	כ ��3lw âa�� e����H ��s	כ ��u�́�� ½+Ëm���.

Áº2£© ï�_� }�¹	ç�Ér Ò]\�"f�̧ �!��¦, ²DG?/\�"f�̧ pðy Y>�

Y>�s� 9!�)a �� e��Ü¼��, Õª��s	כ ×�6 A	%QË÷_� Qy\� Q�H�d�̀¦ �̂¦

Ãº e��%3�t�ëß�, Õª�Q�� ï!%QË÷ ty� �Q4_� Qy\� ��#� s��Qô�Ç ¹

	�_� 9!�Ér /��%i�~�� �.���9�m}	כ

Õª���X< »Éý%_� ï��̀¦ ú́�s��#� s�]j $] �=_� �Qy 2ÎÍ�

çs� 9!÷&%3�����H +��Ér s� +�ëß�Ü¼�Ð�̧ Ö÷( £È_� dyü< ��Ö�¦�Q

Qy� Aò�̀¦ Õª@/�Ð ú́��#� ÅÒ��H ����s	כ b��#Q �8¹¡¤ âa�� ß¼���¦ ��m�½+É

Ãº \O���H �.���9�m}	כ

£Èa�"f��H �� eï\�"f ¡Qy ÖþöÀ_� 0�� ��$Á	P: ì�rÜ¼�Ð

I�#Q��r�#Q #Q�2; O�ÂÒ'� z�����Ér EÒ\�¦ ��t�#Q 
ls��� {9�(��#Q&��~�� �	כ

{9�m���.

t��FK ���õß� £È_��_� t�èß� ±ú��̀¦ [�ts�&� �Ð|	�@/, {9�f��s� =���a½Q

ì ({13U) tu%Ü¼�Ð �=�r�%3��¦, £È_���Ér �Q\� t2ô�Ç �� e��#Q _

�9Q%Ü¼�Ð '¥ CÏ��
�Qì �Q�\� �Qs� ÷&#Q ��l�\�¦ �=�

r��¦, ¢̧ ��r�pQ_�U�́�̀¦µ1á��»=�]×Q�Q%\�"f#��Q'¥AQ%

�̀¦ Óüto�u�r��¦ ñ ô�Ç 0/Ü¼�Ð ÷_� d�̀¦ Áú¢Ü¼r�%3�~�� �,s� 9	כ pðy\�

��H $]=�_� �Q4_� £È�� ÷&$4�~�� �,���9�m}	כ

£Èa�"f��H ��Q,\�¦ ��u�r��� /BI �]�r�#Q yÇ ]0\� 3lu�̀¦ ~��t�

$4�Ü¼m� כ =���ó=Qìü< =��¹��Qì_� õ�\�¦ t�?/r�%3��¦, p

ðõ��8Ô�¦#Q=��¹��Qìì� ¢̧��H"fÖ�¦×Qì	Î%×QQ�_�0

��̀¦ ú́ �� �Ðr����� Êd��H éß�t� 	Î%×Q õ��Ð >�r����"f �̧�Ðt� ØO

ü< yÇ�̀¦ l�ØÔ��HX< aj�̧ ?�Ð \O�Ü¼��� �.���9�m}	כ

0A\�"f ×>s����� £È_��_� t�èß� ±ú��̀¦ �Ð�� �:r ��ü< °ú s� Äº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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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aS���Ùþ¡~��Äºo�����_��Q4\�¦�g�$4��¦�8

¹¡¤s��� ��õ¦m̀�כ¦ ½�#� ú́§�Ér �Q y�yü< ï!%Q_� y�y ]

0\� jËµæ¼$4��̀¦ ÷�r ��m��� Õª QO���� %�\� e��#Q"f�̧ �½_� O��̀¦ ��z�

r�#Q �W�̀¦ �̧ØÔz�́ 2.�Ð ØO\� ØO\�¦ ��[þv�#� �̧Zþt\� s�ØÔ��� ��9�m}	כ

��. ¢̧ �� Qì !ño�Ð"f�̧ Qy���� Aò�̀¦ Ý�<Ês� \O�s� Îhü< �

�õ� `�Ü¼�Ð+� ×QÐK�̀¦ �#� Qì �±\� vø�<Ês� ��3lw (��~�� ��Ér	כ Ø

��� ñÉ���H +�{9�m���.

s�ü<°ú s�=���ô�Ç£È_��_�ic�Ér$]�Qõ¦_��g�Ér�¹,�

Q4\�¦ �̧Zþt_� Ä~\���t� �̀¦o�>� �%i�~�� �.���9�m}	כ ��r� ú́����� �Q\�"f

¶ú��¦ �Q�̀¦ v�Äº��H ì�rs�z��m���.

£È_� Qm¹	s�%3�~�� ðÔ0 Fourier Ü�_� .ûÿñ x9� ðA Study of

Bernoullian Seriesñ��H Õª ØO_� Á��� #Qb�G�� ���H �¦̀�	כ ø�y� �����·p íß�

Ý×%i�Ü¼ 9,���Ð"f ð��Q�Qñ, ðe�pÆ$rQñ, ð�6�2Mpÿõ�

¹ñ ¢̧��H å��Ð"f ðAdvanced Calculus by Woodñ, ð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by Kellñ 1px�Ér £È_��_� ØO%�õ� yÇy�\� �ô�Ç ¤â_� �o

_� 0¶�̀¦ �Ð#� ÅÒ��� a%~�Ér ��� |̈c ×�¦ ·ú�m���.

��r� [�ts�&� �Ð�̀v|	�@/, ÂÒ×¼�QÄº��� �u�Ð"f !�Ü¼�Ð ��r� 9, �æ

ô�Ç Aòõ� `�ô�Ç � Ü¼�Ð"f Qy���� �̧_þv�̀¦ 	�o�r��¦ ²DI�Ér  aü< Ø«

ô�Ç �Ò�Ð"f ä��r� 9, !���¦�̧ MOô�Ç �Ê�Ð+� Q�\� ��r���H £

È_��_�ó.��ú́��ÐPÍô�Çs�ý�\�¦���Ðs�ã¼��Hy8{9��,s� 9	כ ¢̧ô�Ç��

% �Ús� �ö��̀v��H x�s� ��u�́ Ãº \O��̀¦ �.���9�m}	כ

�̧Zþt\� s�ØÔ�Q"f�̧ �QÒ_� µB\�¦ �~�d��\� ÄÇ������ �m� w�

Ê_� Í>õ� ¤�\�¦ ��r� ô�Ç��� þTu� ·ú§�̀¦ Ãº \O���H ��{9�m���,

£È_��_�x��̀¦þT��̀võ��ö��̀v��H��%(=��ó,=���,"f

Ö�¦ 	Î× �Q% �=% dQ%)�Ér �Q_� �� ��s�r� 9, s� ����_� �Ð

C�s�r��¦ Äºo�[þt_� Û¼5pxs���� »Éý%_� ï.s� ����0> M®o����H 0¶�̀¦ 1ps

�¦ ï!y� �̧s�>� ÷&m� æ¹ô�Ç ïË ·ú¡\�"f ú́�ô�Ç ��_� 
��� ì5÷&%3��¦

²
\� �ô�Ç {_� �s� |̈ct��̧ �̧ØÔ��H 2ÎÍ�ç�̀¦ \P�>� ÷&%3�~�� �.���9�m}	כ

Õªo��#� £È_��_� ØO=/õ� ¢̧ �Þ\� Ö¼z�r��¦ �,���� ¦B\�¦ �ç

�#�s�Õþ�\�V,��¦,��r��8�#�U@Y>���|ÃÐ_�2	¹	�̀¦Te�#�ï.}

�ç�̀¦ s�]j ?/ Z�~l��Ð �)a �.���9�m}	כ

s� }�ç_� �q�Ér  *� ß¼>� ���Ð �6�#� \P��Ér �.���9�m}	כ Õª



6 ]j1ÂÒ 2Î}�çõ� Õªµ1Ú_� ë�H��³

{����H£Èa�"f�Qy�Ð"fõ¦y�Ð"f�Þ\�Ö¼z����/åJ[þt�̀¦\P�%3�Ü¼ 9,

{,���H £È_��_� Qm¹	 x9� W¹	�̀¦ V,��¦, {����H £È_��_� Úá Õª

o��¦ U@[þt_� 2	 ¹	[þt�̀¦ \P�#Q Z�~�Ér �.���9�m}	כ

:£¤y� {��_� ×�6_� ¹	s� £È_��_� U@[þts� �4 ¬y_� Q$ò

�\�vBÙþ¡~����_��_Òqty��½+ÉM:£È¦̀�	כ�s�����H	כ ņu�Érdy��Õª\O�����(��

%3�����H �¦̀�	כ Dh���Û¼�Qs� Ö¼z���H ��{9�m���.

s� �@_� �qÜ¼�Ð �Ð��"f�̧ s� Õþ��Ér éß�t� 2ÎÍ�¹	ç_� âaëß��̀¦

t�m��¦ e����H ��s	כ ��m��� �4_� ØO��Ð"f ¢̧��H � ý����� æ·e����H 	

���Ð"f_� ß¼��êøÍ âa�� e���̀¦ �¦̀�	כ b��#Q ��t� ·ú§��H ��{9�m���.

�̧Zþt±ú� s�ü< °ú �Ér #��Q âa\�¦ ±ú¢>� ô�Ç ��Ér	כ �̧�Ðt� Ö£È_��_� Q�_�

dy���¦ �Ð���, ��%�̀¦ �Q\� ��u���� £È_��\�>� þI_� µ1ß6£§s� q�u�

l�\�¦ �C� 9 £È_��_� ØÎ�� U�́s� U�́s� ¾ºo�z�́ M:��t� Q4ü< ��%_�

êá�� ÷&#Q ÅÒr�l�\�¦ ����� ���� ��t� ·ú§��H ��{9�m���.

1959�̧� 11�Z4 28{9�

Ö÷(£È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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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Å (P��â Uc"��+ »É

ë�H"î
�)a ���7á¤s��� ²DG����H @/³ð&h���� �<Æ��[þt_� �̧e����� ��
�X<p� ¢̧��H �<ÆÕüt

"é¶ ¢̧��Hõ��<Æ"é¶�̀¦ �̧f���#��<Æë�H���½̈_�Ùþ�d���̀¦s�ÀÒ>�ô�Ç��. 1lxaË>�Ér 1930�̧�

@/ÂÒ'� Ãº ú́§�Ér Ãº�<Æ �§¹¢¤�� ×�æ\�"f�̧ �̧��� Ãº�<Æ>�_� @/³ð&h� ���Óüt�Ð"f {©�r�

_� �<ÆÕüt"é¶ î�r1lx\� 1lx�ÃÐ�#� M®o��.

1930�̧�@/\�q�2�©�)a×�æ�©���
�X<p�ü< �̧����<ÆÕüt"é¶î�r1lx\�1lx�ÃÐ�#��:rs�[þt

�Ér 1945�̧� 8�Z4 15{9� F�g4�¤ s�:£s±ú���� 16{9�\� ð�̧����<ÆÕüt"é¶ [O�wn� ï�rq�0A"é¶�rñ\�¦

�̧f��ô�Ç��. 1lxaË>�Ér #�l�\�"f "fl�²DG(�̧f��õ�) 0A"é¶s� ÷& 9 ¢̧ ï�rq�0A"é¶�r �©�

e��0A"é¶Ü¼�Ð �Ö̧1lx�>� �)a��.

1lxaË>�Ér 1945�̧� 10�Z4 16{9�\��â
$í
F�gíß����ë�H�<Æ�§�§�©�Ü¼�Ð2[e��� 9,Õªs�

1puK���� 1946�̧� 8�Z4 25{9�\� �̧����<ÆÕüt"é¶�Ér ð�<ÆÕütñs�����H ]j ñ�Ð K�~½Ól�¥Æ��7H

ë�H|9�(]j1|9�)�̀¦ çß�'���%i��� [5]. #�l�\� 1lxaË>_� 0Aü< °ú �Ér l�2�¤s� ��ü< e����.

(��s��Qm��>��̧ s����l�2�¤�Ér 6.25���Ôqtµ1Ïµ1ÏÊê·¡¤ô�Çç�H&h�§î
�_�"fÖ�¦r�e��

r� ������0A"é¶�r_� ð&ñ
{©� ���réß��̂ 1px2�¤ô=ñ\� 1px2�¤ô�Ç ð�̧����<ÆÕüt"é¶ñ_� l�2�¤\�

��ü< e����. �ÃÐ�̧ [2], [3].)

1946�̧� 10�Z4\� ²DGwn�"fÖ�¦@/�<Æ�§�� >h�§�<Ê\� ����, 1lxaË>�Ér ë�Ho�õ�@/�<Æ s�

�<ÆÂÒ Ãº�<Æõ�_� �í@/ ÅÒe���§Ãº�� ÷& 9, ��_� °ú �Ér M:\� ð�̧���ÃºÓüt�<Æ�rñ\�¦ �½Ó

wn��#� �r�©�(¢̧��H s����©�)\� {©�����)a�� (%i�r� ð1px2�¤ô=ñ\� ��ü< e����.) 1lxaË>

�Ér 1948�̧� 9�Z4\�s�I�½©~ÃÌ��_�+'\�¦s�#Që�Ho�õ�@/�<Æ�<Æ�©�Ü¼�Ð 1�̧�#�4�¤Áº

�%i���.

6.25 ���Ôqt ×�æ @/½̈ü< ÂÒíß�Ü¼�Ð x�èß�ô�Ç õ��<Æ��[þt�Ér ð���r�õ��<Æ���½̈�èñ\�¦

�½Ówn��#� 1951�̧� 8�Z4 15{9�\� �7Hë�H|9� $í
���_� ð���r�õ��<Æñ �½Óçß� ñ\�¦ çß�'���%i�

��HX<, 1lxaË>�Ér �����õ��<Æ ���½̈Õþ�e��0A"é¶, �½Ówn�0A"é¶, �����õ��<Æ ���½̈0A"é¶Ü¼�Ð s�

2£§s� �̀¦�� e����. s� Õþ�_� ¼#�|9� Êêl�\�, �̀s�t� Ãº_� ]jô�ÇÜ¼�Ð Y>� ì�r_� "é¶�¦

\�¦ ÂÒ1pqs� ��6£§  ñ\� >�F��>� �)a �¦̀�	כ Ä»y��Ü¼�Ð Òqty��ô�Ç����H \V�Ð ð���Ôqtõ�

í�H&ñ
õ��<Æñ(þjî�rd��)s� ��ü<e����. s� /åJ_� '��~½Ó�Ér ¬¹������.

���Êê 1954�̧�\� @/ô�Ç���²DG �<ÆÕüt"é¶s� &ñ
d��Ü¼�Ð >h"é¶Ùþ¡�̀¦ M: 1lxaË>�Ér �����\�¦

:�x�t� ·ú§�Ér :£¤Z>��r"é¶(¢̧��H ÆÒ��;�r"é¶)s� ÷&%3���. Õª Êê_� l�2�¤�Ér ��6£§ [1]�Ð

p�ê�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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½ÇÔ�§ %K�«¹�

[1] l�Äº�½Ó, ð�<ÆÕüt"é¶\�"f Ãº�<Æ>�_� �Ö̧1lxñ, �<ÆÕüt"é¶:�x��� 272 ñ (2016. 3. 1) 6–9.

[2] �̂�6 x[O�, ðz��·¡¤ �<ÆÕüt"é¶õ� õ��<Æ"é¶_� µ1Ï²ú�ñ, t�d��íß�\O���, 2005.

[3] "fÖ�¦r� e��r� ������0A"é¶�r, ð&ñ
{©� ���réß��̂ 1px2�¤ô=ñ, 1950. 9. (4�¤���:r:

ô�Ç²DG îß��Ð �§¹¢¤a�?�r, 1999.)

[4] ð���r�õ��<Æñ, �½Óçß� ñ, ���r�õ��<Æ���½̈�è, 1951.

[5] ð�<ÆÕüt–K�~½Ó l�¥Æ� �7Hë�H|9�ñ, ]j1|9�, "fÖ�¦���ë�H�� Ø�¦óøÍ²DG, 1946.

Áþ��ä·xjSUc"� ÊÁÁþ�N��+ �̀Ë�â 

á U ©

1. 7�ø5�ç�>�±�Áþ��ä·xjSø� ÊÁÁþ� &P���

Ãº�<Æ����H @/ô�Ç���²DG�<ÆÕüt"é¶\�"f �����õ��<ÆÂÒ ]j1ì�rõ�\� 5Åq���H �r"é¶s���.

s�/åJ\�"f��Hs�ü<°ú �Ér�'a&h�\�"fÃº�<Æì�r��ü<�<ÆÕüt"é¶\��'aº���)a#��Q��t���

�½Ó\� @/�#� ¶ú�(R�Ðl��Ð ô�Ç��.

6.251lxêøÍ_�#Q�9¹¡§5Åq\�"f�̧�<ÆÕüt"é¶õ�\VÕüt"é¶_�[O�wn�s�]j&ñ
÷&#Q 1952�̧�

8�Z47{9� ZO�îß� ]j284 ñ�Ð “ë�H�o�Ð ñZO�”s� /BN�í÷&#Q 80"î
_� �r"é¶Ü¼�Ð �<ÆÕüt"é¶

s� ½̈$í
�>� ÷&%3���. s� ZO�\� ���� ë�H�o��� 1px2�¤s� r����÷&%3�Ü¼ 9 +'\�¦ s�#Q

�<ÆÕüt"é¶ �r"é¶ ������� r����÷&%3���. s�ü< °ú �Ér ]X�	�\� ���� �<Æ>� y�� ì�r��_� $�

"î
����� ×�æ\�"f ���ë�Hõ��<ÆÂÒ\� 25"î
, �����õ��<ÆÂÒ\� 25"î
 �̧¿º 50"î
_� �r"é¶s�

���Ø�¦÷&#Q 1954�̧� 7�Z4 17{9��̀¦ l��#� %i���&h���� @/ô�Ç���²DG�<ÆÕüt"é¶s� >h"é¶÷&%3�

��.

s�M:_� �����õ��<ÆÂÒ ]j1ì�rõ� &ñ
"é¶ 9"î
_� �r"é¶�Ér ÎQ ì�r��(Óüto��<Æ, �o�<Æ,

ÒqtÓüt�<Æ, Ãº�<Æ, ��;ë�H�<Æ, t�|9��<Æ, F�gÓüt�<Æ, %ò
�ª��<Æ, l��©��<Æ)\�"f ���Ø�¦÷&%3���.

�r �©� : ~ÃÌô=F�

�r "é¶ : þj½©z��, þjî�rd��(Ãº�<Æ), ~ÃÌI�½©, &ñ
I��&³, �̂� ñf��, y©�%ò
���, �<Hu�Áº,

~ÃÌ1lxU�́

1960�̧� 2�Z4 3{9�&ñ
ÂÒ��HZO�Ò�¦]j546 ñ�Ð&ñ
"é¶ 100"î
_�ë�H�o�Ð ñZO��̀¦>h&ñ


/BN�í�%i���. s� ZO�\� ���� 1960�̧� 6�Z4 28{9� ]j3@/ �<ÆÕüt"é¶ �r"é¶ 94"î
�̀¦ ���Ø�¦

�%i���HX< Ãº�<Æ>�_� þjî�rd�� �r"é¶�Ér 8�Z4 3{9� "f���%i���. s�M:ÂÒ'� 6�̧�çß� Ãº

�<Æ ì�r�� �r"é¶�Ér ���"é¶s�%3���.



Q$Å î�r1lx\�"f_� »É 9

1966�̧� 4�Z4 23{9� ���[j@/_� �©�l�"é¶ �r"é¶s� ���Ø�¦÷&%3�Ü¼�� ÕªK� 11�Z4\� Ô�¦

_�_� ���¦�Ð "f���%i���. Õª s�1puK� 7�Z4 3{9�\� ~ÃÌ&ñ
l� �r"é¶s� ���Ø�¦÷&%3���.

(×�æ|ÄÌ)

3. Áþ��ä·xjS Ðaµ%K����

@/ô�Ç���²DG�<ÆÕüt"é¶_� /BNd�� �<ÆÕütl��'at� �<ÆÕüt"é¶�7Hë�H|9�(Journal of the Na-

tional Academy of Sciences)s� �½Óçß�÷&l�\� ·ú¡"f 1955�̧� �<ÆÕüt"é¶�r�Ð(Bulletin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½Óçß�÷&%3���. s� �r�Ð_� ]j3|9�(1960.

9)\� Ãº�<Æ ì�r��\�"f��H %�6£§Ü¼�Ð þjî�rd�� �r"é¶_�

“���p�ì�r x9� ¼#�p�ì�r~½Ó&ñ
d��_� Grassmann@/Ãº�Ð"f_� E. Cartan_� p�ì�r+þA

d�� ���½̈”

����H �7Hë�Hs� >�F�÷&%3���. (s�� Òqt|Ä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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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윤식 교수님

롤 모델이신 고 최윤식 교수님을 회상하며

글 | 金夏鎭 (서울대학교 수학과 58학번)

김하진 (58)

본인은 지난 2004년 8월

에 아주 학교에서 정년퇴임

하고 그 해 9월부터 시작하

여 2015년 2월에 한림 학

교에서 퇴임함으로써 1965

년 3월에 시작한 50년의 교

단에서 정규로 가르치는 생

활을 마감했다. 2016년 봄에 

그 간 손때가 묻은 장서를 최

종 정리하고 그 중 귀중본을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 기

증하였다. 홀가분한 생각보

다는 큰 연구업적을 낼 것으

로 알고 미친 듯이 원서를 사 모은 분에 넘치게 욕심을 부린 자신이 

부끄럽고 바보스러웠다.

지난 50년 세월에 교단에 서면 나는 최윤식교수님(1899–1960)을 

점점 더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나는 1958년 4월에 서울

학교 수학과(당시는 문리과 학 수학과)에 입학하여 1962년 2월 26

일에 졸업했다. 초  주임교수이셨던 최윤식교수님의 강의로는 1학

년의 ‘미적분학’과 2학년의 ‘함수론’을 수강했다. 교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교단에 오르셔서 목례를 나눈 후 왼손에 강의록을 오른손엔 

분필을 들고 칠판 좌측 상단에서 시작하여 우측 하단까지 속필로 꽉 

채우시는 판서를 반복하셨고 강의 중 논리적 연속 점에서는 특유의 

음성으로 “That’s right!”를 연발하셨다. 이 강의 모습에 익숙해져 

자신도 모르게 교수님 강의방식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강의실에 늦게 도착하는 일이 없고 중간에 쉬지 않고 또한 말이 빠

르고 판서로 칠판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 가득 판서하고 그 것을 힐

끗 쳐다 보며 만족해하는 것과 열심히 지우는 것도 교수님 그 로이

다. 이 방식을 50년간 계속했다. 생각해보면 교수님은 나의 영원한 

사부(師父)이시고 교수로서의 롤 모델이시다. 

지난해 봄에 서재를 정리할 때 1959년 11월 28일 교수님 회갑을 

맞아 봉정해 드린 ‘東林 崔允植 博士 頌壽記念集’(이 기념집은 한

수학회에 기증함)을 조심스럽게 넘기다 그 책갈피에 꽂혀 있는 낡은 

원고를 발견하였다. 1959년에는 나는 2학년이었으며 수학과 학생회 

부회장으로서 송수기념행사에 심부름을 열심히 하였고, 1960년에는 

회장으로서 4․19의 역경에 부 끼고, 10월 24일 망우리에서 거행된 

교수님 묘비제막에 학생 표로 추념사를 하였다. 이 추념사의 원고

를 감히 우리 수학과에 남기고 싶은 생각으로 이 글을 쓰고, 말미에 

그 원고를 정리하여 첨부한다. 교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워서 기억하

고 회상할 수 있는 우리 동문은 46학번에서 60학번까지다. 이 분들 

중 고인이 되신 동문이 살아계신 동문보다 훨씬 많다. 나도 이제 80

을 직전에 두고 있어 이 글로라도 우리 동문에게 전달하는 것이 도

리인 것 같아 감히 이 글을 쓰는 까닭이다.

故 東林 崔允植 교수님 追念辭

- 망우리 묘지에 묘비를 세우는 날에 -

東林 崔允植 교수님! 이렇게 애타게 불러봅니다. 교수님 회갑 잔

치에서 기쁨을 나눈 게 어제 같은데 이게 웬일이 옵니까? 백번을 여

쭈어도 답이 없는 교수님이시기에 저희는 지금 슬픈 마음을 조아

립니다. 교수님, 꼭 한번이라도 답하시며 밝고 환하신 얼굴로 

답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울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옛날 말에 

‘마음이면 천리도 지척이라’ 하였는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에도 교수

님과의 사이가 지척은커녕 이렇게 멀단 말인지요? 유명을 달리하였

다고 도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뵐 수 없는 교수님이시기에 

불초 저희는 양 미간을 적시옵니다.

교수님,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송이머리로 입학하여 교수

님을 지도교수님으로 모시고 청량리 이학부 교정을 드나들 때 저희

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던 교수님을 말입니다. 1958년 가을 

어느 날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 던 날 교수님이 멀리 인천

서 오시는 줄 모르고 좀 늦게까지 오시지 않았다고 1학년인 저희가 

어울려 교실에서 도망쳐 청량리 역전의 영화관에서 조마조마한 마음

으로 영화를 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이 철없고 불민

한 저희를 내색 않으시고 여전히 하시던 교수님이 오늘따라 저희 

뇌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이 못난 저희에게 기

를 접지 않으셨던 교수님, 이제 사죄하며 보답할 길이 영원히 없어

져 아쉬움을 눈물로 신합니다. 강의는 칼날 같이 정시에 시작하시

려고 연로하신 체구에 특이하신 걸음으로 조금도 늦지 않게 3층 강

의실에서 한 번의 휴강 없이 가르침을 받던 저희가 기 에 어그러지

게 했던 것 정말로 죄송하고 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 우리의 귀한 친구 金致浩군이 경무  앞에서 총

을 맞고 요절하였을 때 손수 수도육군병원으로, 장지로 제자의 마지

막을 보러 분주히 다니시던 모습이 눈을 감으면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 같은 저희들과 어울려 교수님의 애창곡인 

‘매기의 추억’(이 곡이 수학과 ‘학과가’ 임)을 우이동 신입생 환영회

에서와 태능과 서오능 야유회에서 흥을 살리려고 열창하시던 음정

이, 교수님의 얼굴에 어울린 둥근 테 옥돌 안경이, 이 모두가 잊을 

수 없는 저의 마음의 매듭입니다. 저희의 

무례에도 “Wonderful!”과 “That’s right!” 
한마디로 응수하시던 인자하시던 음성이 

그리고 왼손에 두터운 강의 자료를 드시

고 오른손에 드신 백묵을 드시고 칠판을 

가득 채우시던 모습이 저희 기억에서 사

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방학 전에 4․19 이후 농촌 계

몽운동을 위해 귀향하는 저희를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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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라일락 숲 옆에서 언제 돌아오느냐고 물으시며 8월 말 제2공화국

이 탄생한 후 다시 좋은 세상에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자하

시던 그 말씀이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인줄 정영 몰랐습

니다. 여느 때 보다 힘찬 어조의 말씀을 하셨는데 용기를 주시는 말

씀으로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씀인 줄 알

았으면 더 정겹게 말씀을 듯고 응석을 부리며 옛날 동경제  학생시절

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를 여쭈었을 텐데 그 질문은 저희에겐 영원

한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저희 같은 어린 학

생을 지도해 오신 교수님의 오른 손을 잡아보는 건데 이제는 한이 되

고 말았습니다. 

지난 8월 7일 구에서 신문으로 날아온 비보를 믿을 수 없었습니

다. 눈을 의심하고 활자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히 저

희 곁을 떠나 유명을 달리하셨기에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슬

픔을 참아야 했습니다. 

늘 건강하시던 할아버지 교수님, 살아계실 때 한 번도 기쁘게 모

신 일이 없는 불민한 저희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시국으로나 특

히 우리 수학과의 형편이 가장 어려운 때에 급서하심은 오로지 저희 

부덕인줄 믿어 괴로워합니다. 교수님, 그러나 저희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같은 훌륭한 은사를 모셨음이 세계 어디를 가나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은 서거하셨지만 저희는 남으신 고

매하신 여러 은사님과 선배님을 모셔서 더욱 공고히 뭉쳐 남겨 놓으

신 유업을 바탕으로 빛나는 ‘서울 학교 문리과 학 수학과’를, 살기 

좋은 한민국을 만드는 것만이 생전에 못 모신 속죄의 길로 믿어 

묵묵히 끈기 있게 달려가려 합니다. 그리하여 저 천국에서 기뻐하시

는 교수님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천국 복락을 누리실 교수님, 조타수를 잃은 우리 

수학과에 큰 축복이 내리도록 기도하셔서 큰 은총을 입어 순풍을 만

나 날로 날로 일취월장하도록 보우하여 주십시오. 교수님, 남기시고 

가신 유업은 모두 남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천국에서 보다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수님 반드시 교수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

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여기 남은 저희가 정성을 모아 조그마한 묘비를 세

웁니다. 교수님이 생을 통하여 가르쳐주신 것을 영원히 기념하고 저

희의 의식 속에 교수님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저희의 소박한 뜻을 

받아주십시오.

1960년 10월 24일 교수님 묘소에 묘비를 세우며 서울 학교 문리과 학 

수학과 학생 표 김하진 삼가 머리 숙입니다.

故 최윤식교수(1899-1960)는 한국에서 박사학위(1956년 서울대학교)
를 받은 최초의 수학자로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수학과의 초대주임
교수가 되었고, 건국 후 1년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장을 역임하
였다. 1946년 조선수학물리학회 초대회장, 1954년에는 대한수학회 초
대회장을 지냈다. 그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체계적인 수학을 도입하
는 한편, 초창기 수학계의 발판을 굳히는 데 지도적인 구실을 하였다. 
또, 학자로서 고전적인 해석학(解析學)을 전공하였으며, 정수론(整數
論)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동문 역서 소개

김경화 동문(69학번, 이화여대 명예교수)

❙르베그 적분: 기원과 발달

저자: Thomas Hawkins / 역자: 김경화

출판사: 교우사 [2012년 01월 15일]

르베그 적분: 기원과 발달(제2

판)은 2013년 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현 적

인 측도와 적분론은 프랑스 수학자 

앙리 르베그의 업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르

베그 적분론은 해석학을 비롯하여 

많은 수학의 분야에서 이론적 기초

를 이룬다. 이 책은 르베그 적분론이 탄생하게 된 동기와 발전 

과정을 잘 설명하여, 학의 학부 학생들이 적분론을 보다 흥

미 있고,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미분적분학사-그 개념의 발달

저자: Carl B. Boyer / 역자: 김경화

출판사: 교우사 [2004년 07월 15일]

미분적분학과 일반적인 수학적 분

석은 인류의 정신이 이룩한 위 한 

업적 중 하나이다. 이 책은 미분적분

학의 기본 개념들에 하여 고 의 

발달부터 현 의 해석학개론에 이르

기 까지 미분적분학 개념의 여러 발

달 단계들을 명확히 하는 데에 중요

한 기여를 하였고 학생들에게 친숙

하고 정확한 개념을 체계화하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매우 매혹

적인 이야기와 읽기 편한 설명으로 되어 있어, 수학을 가르치

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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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ÉÙ ÍÙ�¿�+ ;³� �¿£�̧

1960�̧� 8�Z4 3{9�Û¼5px_��a�"f"f���$4��̀¦M:_�ÆÒ�̧ë�H�Ér�Ý¶�â
8̈��§Ãº_�s�

2£§Ü¼�Ð #Q�"� �â
]j���ë�H\� µ1Ï³ð�)a ��÷	כrs�%3���. ]j�� @/³ð�Ð �©�YVd��\�"f \P��Ér

s��� {9��Ér ÆÒ�̧���̧ z����e��t� ·ú§��. s� Õþ�_� ]j2ÂÒ��H \P��Érs��� ��H Û¼5px_��\�

@/ô�Ç ÆÒ�̧ë�Hõ� �r�¦{��Ü¼�Ð ���'�ÂÓ l��� ���\�¦ µ1Ï³ðô�Ç ���@/í�HÜ¼�Ð z�́%3���.

×�æ4�¤�)a ��Ér	כ 3lq	�\� ��\P����H �Ü¼�Ð	כ Õª'¬I��.

]j2ÂÒ_� 1����Ér Û¼5px_��s� "f������ K� ���ú́�\� ��H �,s� 9	כ "f�� {©�r� ������

ô�Ç çß�'��Óüt�̧ \O�~�� @/ô�ÇÃº�<Æ�r��H 10ÅÒl�\�¦ ú́��� @/ô�ÇÃº�<Æ�r �r�Ð 7 �Ý¶ (1970.

12)\� 'Í	 ÆÒ�̧ë�H�̀¦ d��>� �)a��. s���s	כ 2���s� 9, {©�r�\� \P��Érs���H 8úxÁºs���

%i���. Õª +'\� 3���, 4���, 5����̀¦ /ú���.

6��� “þjî�rd�� ~ÃÌ��ü< Äºo� Ãº�<Æ>�”�Ér \P��Érs��� �½Óçß�ô�Ç “@/ô�ÇÃº�<Æ�r ¾»Û¼

YU'�”_� 56 ñ (1997. 11)\� z�́!3�Ü¼ 9, ��_� q�5pwô�Ç /åJs� 7���, 9���, 10���Ü¼�Ð

y��y�� @/ô�Ç���²DG�<ÆÕüt"é¶, "fÖ�¦@/�<Æ�§ @/�<Æ"é¶ 1lx�½Ó�r�Ð, @/ô�ÇÃº�<Æ�r 70�̧���\�

µ1Ï³ð÷&%3���.

8��� “~ÃÌ[j�B"î
\V�§Ãº_��s��r�¦���Hô�Ç²DGÃº�<Æ_�r��̧�¦1lxaË>þjî�rd�����

Òqt_��”�Ér "fÖ�¦@/�<Æ�§ Ãºo�õ��<ÆÂÒ�� çß�'�����H Mathematics Newsletter, 20 ñ

(2011)\� z�́�2; �.���s	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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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ÐÏ� ¹ÇÐ����· ÍÙ�¿Áþ�

Äºo� �<Æ>�_� t��Ð&h�(ñ��) �>rF�%i�~�� �<ÆÕüt"é¶�r"é¶, "fÖ�¦ë�Ho�@/ �§Ãº »

É Ö÷( ~ÃÌ����H ô�Ç²DG Ãº�<Æ>�ü< õ��<Æ�§¹¢¤>�_� >h'�����Ð"f ðøÍêøÍô�Ç \O�&h��̀¦

z��l�r��¦, t�èß�K� 8�Z4 3{9� �<Æ��&h� \P�_�ü< �§¹¢¤��&h� $í
z�́\� Ø�æëß�Ùþ¡~�� 60�̧�

8>h�Z4_� ÒqtE�\�¦ ��u�$4���.

�9�����H s�\� U�·�Ér E��̧_� >pw�̀¦ ³ð����"f, �¹yכ¦� ���Òqt_��_� {9�Òqt�̀¦ �r�¦

��¦�� ô�Ç��.

~ÃÌ��a�"f��H 4232�̧� î̈
·¡¤ eï\�"f ô�Ç�<Æ�� Öþö}�_� ��×¼_��Ü¼�Ð z����

�Ér F�ÅÒ\�¦ ���¦ ��r�#Q, #Q�2; r�]X�ÂÒ'� ���1lxs��� {9�(��#Q&�����¦ ���K������.

4250�̧� �â
$í
�¦1px�Ð:�x�<Æ�§(t��FK_� �â
l��¦1px�<Æ�§)\�¦ :£¤@/ÒqtÜ¼�Ð a%¦\O�, �'aq�

Ä»�<ÆÒqtÜ¼�Ðy��Ðr���(CÏ)�¦1px��#3��<Æ�§Ãº�<Æõ�\�����<Æ�r�#Q 55�̧�\�a%¦\O�,

��r� �̧�̧µô(»=)]j²DG@/�<Æ s��<ÆÂÒ Ãº�<Æõ�\� {9��<Æ, {9��:r��� �<ÆÒqt[þtõ� ��ÀÒ#Q

ÄºÃºô�Ç $í
&h�Ü¼�Ð +þA[O�(÷)_� /BN�̀¦ Áú¢Ü¼$4���. Õª +' )²DG�r�#Q 65�̧� 4�Z4

�â
$í
�¦1px/BN\O��<Æ�§ �̧�§Ãº, 69�̧�1lx�§�§Ãº,��r� 73�̧��â
$í
F�gíß�(�¹)���ë�H�<Æ

�§�§Ãº�Ð���e���r����"f,ô�Ç¼#�����B���ë�H�<Æ�§ü<�â
$í
]j²DG@/�<Æy©���\�¦%i�e���

r�%3���.

K�~½Ós� ÷&�� ~ÃÌ����H F�g���(��) �§�©�Ü¼�Ð 1�̧� 1lxîß� >�r����� 4279�̧� "f

Ö�¦@/�<Æ�§ ë�Ho�õ�@/�<Æ �§Ãº�Ð ���e���r�#Q ë�Ho�@/ Ãº�<Æõ� �½Ó[O�_� ×�æe��(0X)

�̀¦ ú́ Ü¼$4��¦, 1lx�̧� 10�Z4 @/ô�ÇÃºÓüt�<Æ�r(×$�rQ�)\�¦ �½Ówn��r�#Q Õª �r�©�

\� x����÷&$4��¦(79�̧�), ô�Ç²DG\�"f þj�í�Ð Ãº�<Æ\� _�ô�Ç s��<Æ~ÃÌ��(ÎQ£È) �<Æ

0A\�¦ ~ÃÎÜ¼$4�Ü¼ 9(89�̧�), p�²DG r�
��¦@/�<Æ\�"f ���½̈���� +' ½̈p�(�[) r�¹1Ï

#�'��(88-89)�̀¦ �r�%3���.

s��©�_����§4�\�"f�Ð��H��ü<°ú s�,~ÃÌ����H 40#�$í
�©�(A�)�<Æ>�ü<�§¹¢¤>�

\�"f �Ö̧����r�#Q Ãº ú́§�Ér ]j��[þt�̀¦ U�́�Q?/$4��¦, ô�Ç²DG\� þj�í�Ð �<Æë�H&h���� �̂

>�\�¦°ú�ð�rÃº�<Æ�̀¦ �̧{9��r��¦,Ãº�<Æ�r\�¦�½Ówn��r���H1px,�<Æ>�_��í$3�(÷Î)�̀¦

Áú¢�� Õª t��̧&h���� %i�|¾Ó�̀¦ z���̂�\O�s� µ1Ï6f�r�%3���. �<Æ���Ð"f_� ~ÃÌ����H K�$3�

�<Æ(pÆQ)_����½̈\����¥Æ��r�#QÃº��ô�Ç$�"fü<�<ÆÕüt�7Hë�Hx9�>�3lx&h���� î"Ó	[j

s�ï\�¦µ1Ï³ð�$4��¦, Ë̈ï�ry�Äºo��<Æ>�\��&³@/Ãº�<Æ_�1lx�¾Ó(sß)�̀¦�è>h�r���H

X< �̧§4��$4���. ½̈p�#�'��\�"f)²DG�z�́M:ëß�K��̧ Ãºú́§�ÉrÕþ��̀¦ ½̈{9��#���

t��¦ �̧39"f ë�Ho�@/ Ãº�<Æõ�_� y©�_� ?/6 x�̀¦ +À:����$4���. [�t����r�l� f�������

t�ëß� K��̧ B�{9� s��Ér ��gË>\� l��©��r�#Q ��n��̧ ~½Ó5Åx_� #Q�<Æy©�ýa(£Q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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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ò
, 1lq, Ô�¦ 3>h ²DG#Q\�¦ Ë̈ï�ry� 4�¤_þv�$4�Ü¼ 9, ü@²DG_� Ãº�<Æ&h� �̧ÀÓ(µ

�)\� @/ô�Ç %i���&h� s�K�\�¦ �è>h�l� 0A�#� Ãº�<Æ��(�QÒ) "é¶�¦\�¦ |9��9��

�¦ >�d���̀¦ ú@%3��̀¦ M: ����è(��)��¦ ��I�ô�Ç �9�����H ~ÃÌ��_� �<Æë�H&h� \P�_�\�

6�©�̂¶�̀¦ #�p�t� ·ú§�̀¦ Ãº \O���H 	�H y��"î
�̀¦ ~ÃÎ�Ér �� e����.

¢̧~ÃÌ����H�§¹¢¤���Ð"f]j��[þt�̀¦@/½+ÉM:�½Ó�©���ÂÒ(ñ_)ü<°ú �Ér�:rîß�(�

B)Ü¼�Ð @/�$4��¦, �<HÃº ��ØÔu���H ]j��[þt_� s�2£§�̀¦ ±ú ±ú s� l�%3���¦ >�$4�Ü¼

 9, ]j��[þts� #Q�9î�r {9��̀¦ {©�Ùþ¡�̀¦ M:��H ���]j�� "é¶�̧ü< �̧���(hs)�̀¦ ��z�t�

·ú§Ü¼$4���. Õªo��¦ [jp��� r�çß�s��� {���è�z�́ M:�� ]X��Érs�%�!3� "î
|½Ó��¦ �Ö̧

µ1Ï�$4�Ü¼ 9, #Q�2; ]j��[þt_� ¿º"f\O���H _�|
�s����̧ ���]j�� �-Õª�Qs� ){����

[þt#QÅÒ$4���. ÕªA�"f ~ÃÌ��\�¦ @/K��:r ì�r�Ér ¾º½̈�� Õª �¦��ô�Ç ������õ� �'a6 x_�

 ü��̀¦ ú́��t� ·ú§��H s� \O�%3��¦, ¾º½̈�� �2;��Hô�Ç Ö¼,���̀¦ ��|9� Ãº e��%3���.

s�XO�1pw ]j��[þt_� Õüæ�©�(ÒT)õ� <ÉÌ�̧(�ö)\�¦ ô�Ç 3lu\� ~ÃÎÜ¼r�~�� ~ÃÌ����

°ú���l� "f��(¾º)�r��� ��|ÃÐ[þt�Ér �̧¿º ô�Ç²DG_� �<Æ>�ü< �§¹¢¤>�_� 	�H �<Hz�́s�

���¦ �%i��¦, Õª î̈
Òqt_� /BN&h��̀¦ l�o�l� 0A�#� �©�YV��H "fÖ�¦@/�<Æ�§ ë�Ho�õ�@/

�<Æ�©�(�)Ü¼�Ð ��'��÷&�¦, ~ÃÌ���� î̈
�è\� a�¦�� ÂÒØÔr�~�� “Bjl�_� ÆÒ%3�”s� ���

ÅÒ÷&��H ��î�rX< }©�Äºo� ��7á¤¬¹t�\� îß��©�÷&r�%3���.

s�XO�>� ~ÃÌ����H ��r�%3�Ü¼��, ~ÃÌ��_� /BN&h��Ér ô�Ç²DG_� �<Æ>��� �>r5Åq���H ô�Ç

U�́s�z����e���̀¦�,¦��s	כ ~ÃÌ��_���ØÔgË>�̀¦~ÃÎ�Ér]j��[þt�Ér “Bjl�_�ÆÒ%3�”õ��8

Ô�¦#Q %ò
"é¶y� ~ÃÌ��\�¦ {9�t� ·ú§�̀¦ �.���s	כ

(/åJ��Hs� "fÖ�¦�¦1px�<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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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 ¤n>�»jËÏ� — ���m�  âºTÒ» â«¢� , Ü« "�×�+

20�̧� ����î�r Q%%��̀¦ �%i�Ü¼m� ��ØÔgË>�̀¦ ~ÃÎ�Ér Û¼5px�̧ #��Qì�rs� >�$4�

�¦, ¢̧ �� ����� 20�̧� s��©� ���Òqt �̧2£©�̀¦ �%i�Ü¼m�, 40�̧� 1lxîß�_� Qì%��̀¦ :�x

K�"f �ÃÐ�)a Û¼5px_��[þt�̀¦ Ãº\O�s� #��Qì�r ú@%3���. s� ì�r[þts� �̧¿º ?/>� ¿ËÒ6xô�Ç

��ØÔgË>�̀¦ÅÒr�#Q �̧Zþt_�?/��e���̧2�¤s�=åJ#QÅÒ$4�Ü¼m�,�¦��î�r��6£§s�ÀÒ��

µ1ß�n= Ãº \O�Ü¼��, [�ts�&� �� �����s� \O����� �ÃÐ�)a ���Òqts�%3��� Òqty��K� �Ð��� ÂÒ

ã¼XO�l�ô�Çs�\O���. s�A�"f��|ÃÐ�Ér�½Ó�©�t����:r{9��̀¦[�ts�&��Ð������¦, ���

Òqt �̧2£©�̀¦ ���H ��|ÃÐ�Ér ïù£��̀¦ >��̀¦o� K�"f��H îß� ÷&���Ð��.

{9��̀¦ Ãº \O���H Û¼5px�̀¦ [þt����� #Q~� ô�Ç ¿º ì�r{9���ëß��Ér, �ÃÌ ô�Ç ì�r�̀¦ [þt�����

Q�ü< ×QÅ�̀¦ :�x_O�#Q 5�� 1lxîß� ��ØÔgË>�̀¦ ~ÃÎ�Ér Ö÷( ���Òqt_���̀¦ [þt#Q��

���x��. _�_����Òqt_���̀¦hõ����H"î
3lqÜ¼�Ð����s� �̧r����"ft��·p 20#� �̧�

���_� {9��̀¦ Òqty��K� �Ð���, [j�Z4�Ér Áº~��y��̧ ��ØÔ½̈�� Òqty��÷&l��̧ ��¦, Õª 1lx

îß� Z>� 	�H{9��̧ 3lw��¦ �Ð�·p %�t�\� s���� /åJs��� d���¦ e������H ��s	כ #Q,���� ���

Òqt_��a� Ë̈×�æ[þt�̀¦ {9�s��� ��u�́��Ht� ë�H1pq ��5pus�  û¶��.

���Òqt_��a�"f[�t�������t� 20�̧�s�t�èß�s�]j��r�ô�Ç������Òqt_��_�"î
4�¤�̀¦yn=

���"f, [�t������� f��Êê ð%Qõ� %�ñ� (1961�̧� 1�Z4 ñ)\� ��H ÆÒ�̧ë�Hõ�, 10Æ

�\� ð×$�Q��ñ (1970�̧� 12�Z4)\� ��H ÆÒ�̧ë�H�̀¦ ×�æd��Ü¼�Ð �#� ���Òqt_��_�

{9�Òqt�̀¦ �r�¦��¦�� �2³��.

[#�l�\� ·ú¡_� ¿º /åJ\�"f �è>hô�Ç ���Òqt_��_� �â
§4��̀¦ l�Õüt�%i���HX<, s� ÂÒì�r

�Ér Òqt|ÄÌô�Ç��.]

0A\�"f�Ð��H��ü<°ú s����Òqt_��a�"f��H 40#�A� �̧�Ðt�Q4ü<õ¦4\�

"f Ãºú́§�Ér U@\�¦ U�́�Q?/$4��¦, Äºo�����\� þj�í�Ð �Ë���� �Q�̀¦ �̧{9��

r��¦, "fÖ�¦× �Q%ü< ×$�Q�\�¦ �½Ówn��r���H 1px, Q4_� ÷ÎÜ¼�Ð"f t�

�̧&h���� %i�|¾Ó�̀¦ �Ðs�$4���. 1956�̧�\� ×$õ¦�×�\�"f 37�̧� }A$�̀¦ ~ÃÎ

Ü¼$4��̀¦ M:_� �� ×�æ\� ð���Ér F�ÅÒ�� \O�#Q �̧�Ðt� s� U�́�̀¦ ����� �Ðm� 37�̧�s�

t�z�¤�̀¦÷�rÁº��H/BN&h�s�e����xÖ¼��ñ��H���)�ô�Ç ú́�@pus�e����. Õª�Q��, �̧Zþt±ú�]

�Ò\�"f �Ö̧�����¦ e����H Äºo� Q4_� ú́§�Ér 0�[þts� ���Òqt_��_� ��ØÔgË>�̀¦ ~ÃÎ

�Ér ì�r[þte���̀¦ ×>�#� �̂¦ ��¹כ��9 e����.

Qy�Ð"f_� ���Òqt_��a�"f��H È����� pÆQ�̀¦ ���/BN�r�%3���HX<, Q% r�

]X�\���H $rQ\� �'ad���̀¦ ��t�$4�Ü¼��, �=&ñ
 u��\�"f��H Õª �B)ô�Ç Q�\��̧

Ô�¦½̈��¦ ØO��̀¦ %3��̀¦ Ãº \O�%3��¦, �̧�½� õ�%�\�"f pÆQ�̀¦ ÅÒ�Ð ��Ø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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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a>��Ð ���/BN�̀¦ ��Ë̈z�́ Ãºµ1Ú\� \O�%3����¦ ô�Ç��. ¹	Ü¼�Ð��H ðÔ0 ÉÒo�

\� Ü�_� .×ÿñ, ðZ�ØÔ¾ºs��\� �'aô�Ç ØOñ�� e��Ü¼ 9, ���Ð"f��H Q�

Q, �6�2M pÿõ� ¹, e�pÆ$rQ, Ì��oÿ, �ÜpÆQ 1px ×

Qõ±�� e����. Õªµ1Ú\� #��Q ¼#�_� >�3lx&h���� ð"Ó	[js�ñ\�¦ æ¼39"f ÊQ�Q_�

sß�̀¦ �è>h�r�%3���. �íl�_� 	Î× �Q%��H õ±�� õ%2s� ú »×

_� �¦̀�	כ �̧~½Óô�Ç �,��¼s�%3�Ü	כ 1956�̧� ���Òqt_��s� �[g��!�̀¦ ���.�̧z�́ M:

\���H Dh�Ðî�r Õþ��̀¦ ½̈{9��#� �̧39"f õ± 1pxs� ���÷&%3���. s���� �̧��H &h�

\�"f ���Òqt_��s� �r�~�� {9��Ér ���]j�� Äºo� Q4_� l�d�¦�̀¦ ú̧���H����H Î�\� {9�

�'aô�Ç �.���s	כ

���Òqt_���Ér ÔaO�\� ��¥y� �-Áº \P�×�æ�39"f Ôaf îß�_� �<ÆÒqt[þt�̧	� _�

d�� îß���¦ ���'���r���H ��s	כ \V��%i���. Õª�Q��, aÔs��� {9�n�� êÔ�̀¦ ���H

{9� \O�s� ¤â\�¦ �� �r���H ì�rs�%3���. Q%s� |9�ë�H�̀¦ ����, #Q�"� M:��H ê)

56 O\� ��\�¦ ¹1ÔÜ¼�Q ���½̈z�́\� 8A#Q y�¤�� �̧z�́ &ñ
�̧�Ð Ä¤s� e��Ü¼$4���.

DO��H 1206 �=�̀¦ ½+É M:���X<, ���Òqt_��s� ��¥y� =åQ��t� \P�d��y� y©�_��r���H

Ôafs������o�\�e����H�â
Äº,��6£§O�\�0py>�[þt#Q��Ö¼���¦è�H8úx�̀¦ ú́��Ér

{9�s� ô�Ç ¿º ���s� ��m���. Ç.�� üa\� 3lw p�u����, Q�¤\� p�5g 3lw ��ô�Ç

ÂÒì�r�̀¦ ��ÀÒr��¦ ��[jô�Ç ��Ér	כ ïk\� ú́ �� ���̀¦ �Ðs�r�l��̧ �#�, Ç.��H

=�G ��u�r���H �Ü¼�Ð	כ ÷&#Q e��%3���.

���Òqt_��_�s�°ú �ÉrQOÄ
�Ér,[�t����r�l�f�����ëß�K��̧ B�{9�Dh#4�\���n�

�̧ ~½Ó5Åx_� £QÔ/\� ���� ;, �, u 3>h Ò]£\�¦ Ë̈ï�ry� 4�¤_þv���� ��s	כ

��, Õª Áº�8î�r �_ �80A\��̧ �ÀÒ 7áx{9� �QÒ µB\�¦ æ¼r���H 1px, �%�̀¦ :�x

�#�/'z�́×�¦ �̧ØÔ$4���. s�°ú �ÉrQO����ì�rs�Qìµ1Ú_�{9��Ér#Qt�çß�y��

�y� �r�#Q, #Q�"� ñ��[þt M:ë�H\� Çû�\�¦ {9��Ér {9�s� e��Ü¼��, s���H ���)�

���Òqt_��_��:r_�\�#Q�FM����H{9�s���. ���Òqt_���Ér î̈
Òqt�̀¦¿º�¦�§¹¢¤>�µ1Ú_�{9�\�

�'ad���̀¦ ¿ºt� ·ú§��¤Ü¼ 9, 8.15 f��Êêü< 6.25 ���Ôqt_� ü<×�æ\�"f #Q�9î�r Òqt�Ö̧�̀¦ �

z�́ M:\��̧ ��Áº 6 ¤d���̀¦ �Ðs���� ���� \O��¦. �̧�Ðt� ��z�́ U�́�̀¦ ¶nq¶nqy� ���Ü¼���

�Ðl� ×¼ë�H ì�rs���. s�\�¦ �Ð#�ÅÒ��H \�x��è×¼�� e����.

8.15f��Êê��ì�Ü¼�Ð>�z�́M:,{9�ÂÒýae���<ÆÒqt[þts�ì�_�5px6 x	���6 x

\� r�q�\�¦ �����, Õª�Q��� îß� ����� ÷&t� �r����"f, Q%/ ���	� 7áx&h�E�"f ú ó

×_��<Æ�§��t��<ÆÒqtõ��8Ô�¦#Q �̧�Ð�Ð:�x��H�̀¦�$4���ô�Ç��.  9}9�Êê\���H�<ÆÒqt

[þts����}©�K�����"f �̧o�#Q5px6 x	�\�¦��6 x�z�́ �¶y©��Ý¦̀�	כ���H��I��Ð��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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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ô�Ç��.

���Òqt_���Ér U@\�¦ @/½+É M: �½Ó�©� ñ_ü< °ú �Ér �BÜ¼�Ð @/�$4��¦, �<HÃº ��

ØÔu���H �<ÆÒqt[þt_� s�2£§�̀¦ ±ú ±ú s� }���¦ >�$4���. ~y�� {9��<Æô�Çt� ô�Ç Q

� ëß�\� ���Òqt_��a�"f �[�!�̀¦ *���$4���HX<, ëß� 1�̧� Êê )²DG� ��� +' 	Î

× ì� ·ú¡\�"f ëß��� A+\�¦ ×¼§4��8m� ðç�Hs� ©�:ç�Hs�%3�t¹כ�?ñ �z�́ &ñ
�̧

�Ð }�cs� 8A#Q��$4�~�� ì�rs���. ¢̧ U@[þts� #Q�9î�r {9��̀¦ {©�Ùþ¡�̀¦ M: ���]j

�� "é¶�̧ü< hs�̀¦ ��z�t� ·ú§Ü¼$4��¦, ¡� ÂÒ�ÃÌ °ú �Ér {9�\���H ëß���\�¦ ]j&� Z�~

�¦\P�d��y�·ú����Ð��ÅÒr���Hì�rs�%3���. Õªo��¦[jp���r�çß�s���´u�z�́M:

�� ¢̧��H ��Ä»�r °ú �Ér M: ]X��Érs�%�!3� "î
|½Ó��¦ �Ö̧µ1Ï�$4�Ü¼ 9, #Q�2; ]j��[þt_�

9(\O���H _�|
�s����̧ �-Õª�Qs� ){���� [þt#Q ÅÒ$4���. ���Òqt_��_� �ùs� ���×¼

�2; ðBjl�_� ¬�ñ_� Û�(?)�Ér t��FK�̧ �Q% ÚX�_� /BNd�� �?�%�!3� z��

��e����. �9�����HÕª �̧A�\�¦[þt�̀¦M:����, <�Êr����Òqt_��s�]X��Érr�]X�Õª�Ð2�¤>

åÙþ¡~�� 
´_��a� C�Äº��� �̧A��� ��u�́�� Òqty����4H Ùþ¡��.

z�́]j�Ð ���Òqt_���̀¦ ·ú��¦ e����H ì�r[þt�Ér Õª �æô�Ç ������õ� �q_� ��̀¦ ú́��

t� ·ú§��H s� \O��¦, ¢̧ ���Òqt_��_� M: ¶nst� ·ú§�Ér ��;���(?)ô�Ç $í
¾¡§�̀¦ E�l�ô�Ç��. ¢̧

U@[þt�̧ ð½+É��!Qt�ñ ¢̧��H ð%ò
y��ñs�êøÍ E�g�AÜ¼�Ð+� j¢ôü< þâ\�¦ ³ð�~��

��s	כ {©�r�_� �'aYV%i���.

s�]j ���Òqt_��s� �½Ó[O����� "fÖ�¦× �Q%��H 100#� "î
_� ²DG?/ü@ ×�æ��� �<Æ��

[þt�̀¦ C�Ø�¦Ùþ¡�¦, ×$�Q���H 10#� ���\�"f r����ô�Ç ��s	כ 500#� "î
_� �r"é¶�̀¦

�����éß��̂�Ð$í
�©��%i���. �̧��H¿ËÒ6xô�Ç��|ÃÐ[þts���l�_�OQ\�ú��>��

$�̀¦���%i����¦���xÜ¼��,Õª#Q�9î�rM:\�Äºo�Ãº�<Æ>�\�¦s�=åJ#Q�̧������Òqt

_��_� /BN&h��Ér Äºo����� ÊQ�QÒ_� ]j1�©��̀¦ �©�d�����H ����s	כ ��m�½+É Ãº \O�

��. Äºo�_��½Ó\�ÄºÁnq"f"fÄºo����<H�̀¦0A�#�!�\O�s� 40#��̧�{9�K��:rì�r

�Ér Õª��t� ú́§t��� ·ú§��. s���� >pw\�"f Äºo�_� Û¼5px Ö÷( ���Òqt_���Ér {9�t� 3lw

½+É Û¼5px��� �.���s	כ

[~ÃÌ[j�B: s��<Æ~ÃÌ��, �̧�§ �����@/ �§Ãº, @/ô�ÇÃº�<Æ�r ÂÒ�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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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ø�Áþ�ø� e��ä·ñ l� I±Ó�+ Ø̧m�—Ö÷((1899- 1960)

i¦�ï�× W�N��\�ê�> ÊÁÁþ�£�· �¿���

þjî�rd�� ~ÃÌ����H 1960�̧� 8�Z4 3{9� ����¦½+É M:\� "fÖ�¦@/�<Æ�§ ë�Ho�õ�@/�<Æ �§

Ãº, @/ô�ÇÃº�<Æ�r�r�©�x9��<ÆÕüt"é¶�r"é¶Ü¼�Ðe��%3���. s�]jÄºo�Ãº�<Æ>�, õ��<Æ�§

¹¢¤>�_� �í�½Ól�_� �ÃÌ�Z4ô�Ç o��8%i�~�� Õªì�r_� {9�Òqt�̀¦ çß�éß�y� �r�¦��¦�� ô�Ç��.

þj~ÃÌ����H 1899�̧� î̈
·¡¤�����;\�"fô�Ç�<Æ��þj]j ñ}�_���[þt�Ð,z�����ÉrF�ÅÒ

\�¦���¦��"f���1lxs���{9�(��#Q&�����¦���K������. ~ÃÌ��_��� ñ1lxaË>�Ér�¾Óo�_�

s�2£§\�"f Ä»A��)a��. 1917�̧� �â
$í
�¦�Ð(�&³F�_� �â
l��¦) :£¤@/ÒqtÜ¼�Ð a%¦\O�, �'a

q�Ä»�<ÆÒqtÜ¼�Ð y��Ðr����¦1px��#3��<Æ�§\�¦ ���2; +', 1922�̧�\� �̧µô]j²DG@/�<Æ s�

�<ÆÂÒÃº�<Æõ�\�{9��<Æ�#�ÄºÃºô�Ç$í
&h�Ü¼�Ða%¦\O��%i���. )²DGô�Ç+'Y>�/BM_�×�æ

1px�<Æ�§\�"f �§¼#��̀¦ ú̧�����, 1932�̧�\� �â
$í
�¦1px/BN\O��<Æ�§("fÖ�¦/BN@/ ������) �̧

�§Ãº, 1936�̧�\� �§Ãº�� ÷&%3��¦, 1940�̧�\���H �â
$í
F�gíß����ë�H�<Æ�§("fÖ�¦/BN@/ ���

���)�§Ãº�Ð���e������"f, ����B���ë�H�<Æ�§(���[j@/������)ü<�â
$í
]j²DG@/�<Æ\�Ø�¦y©�

�%i�%3���.

8.15K�~½ÓÊê\���HF�gíß����ë�H_��§�©�Ü¼�Ð 1�̧���HÁº�����, 1946�̧�²DGwn�"fÖ�¦

@/�<Æ�§�� �½Ówn�H�d\� ���� "fÖ�¦ë�Ho�@/ �§Ãº�Ð ���e������"f, Ãº�<Æõ�_� �í@/ ÅÒ

e���§Ãº(�&³F�_� �<Æõ��©�)\�¦ ú́ ��¤��. ¢̧ °ú �Ér K� 10�Z4 @/ô�ÇÃºÓüt�<Æ�r_� �½Ówn�\�

���� �í@/ �r�©�s� ÷&%3���. 1948�̧� 9�Z4ÂÒ'� 1�̧� #� ë�Ho�@/ �<Æ�©��̀¦ %i�e���%i�

�¦, 6.25 ���Ôqt ×�æ 1952�̧�\� e��r�Ãº�̧ ÂÒíß�\�"f ÃºÓüt�<Æ�r_� µ1Ï���&h� ì�ro��Ð @/

ô�ÇÃº�<Æ�r_��í@/�r�©�s�÷&#Q 1960�̧�����¦½+ÉM:��t�s�=åJ#QM®o��. ¢̧ 1954�̧�

\���H �<ÆÕüt"é¶ �r"é¶, 1956�̧�\���H "fÖ�¦@/�<Æ�§\�"f ²DG?/ þj�í_� Ãº�<Æ\� _�ô�Ç s�

�<Æ~ÃÌ���� ÷&%3���.

0A\�"f �Ð��H ��ü< °ú s�, þjî�rd�� ~ÃÌ����H 40#� $í
�©� �̧�Ðt� �<Æ>�ü< �§¹¢¤>�

\�"f Ãº ú́§�Ér ]j��\�¦ U�́�Q?/%3��¦, Äºo�����\� þj�í�Ð �̂>�&h���� Ãº�<Æ�̀¦ �̧{9�

�%i�Ü¼ 9, "fÖ�¦@/ Ãº�<Æõ�ü< @/ô�ÇÃº�<Æ�r\�¦ �½Ówn����H 1px �<Æ>�_� �í$3��̀¦ ��t�

��HX<t��̧&h����%i�|¾Ó�̀¦�Ð%i���. �<Æ���Ð"f_�~ÃÌ����H�¦���&h����K�$3��<Æ�̀¦���/BN

�%i��¦,�7Hë�HÜ¼�Ð��H ð��×�æÉÒo�\�/åLÃº_�8úx½+ËZO�ñ, ðZ�ØÔ¾ºs�Ãº\��'aô�Ç���½̈ñ

��e��Ü¼ 9, $�"f�Ð��H@/Ãº�<Æ, p�ì�r~½Ó&ñ
d���:rõ�K�ZO�, {9��̂K�$3�l���<Æ, ½̈������

y��ZO�, �¦/åLK�$3��<Æ 1px_� @/�<Æ�§F��� e����. Õª µ1Ú\��̧ #��Q ¼#�_� ð"Ó	[js�ñ\�¦

+�"f �&³@/Ãº�<Æ_� 1lx�¾Ó�̀¦ �è>h�%i���.

s�]j ~ÃÌ���� �½Ó[O�ô�Ç "fÖ�¦@/ Ãº�<Æõ���H 100#� "î
_� ²DG?/ü@ ×�æ����<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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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Ø�¦Ùþ¡�¦, @/ô�ÇÃº�<Æ�r��H 10#� "î
\�"f r����ô�Ç ��s	כ ��H 500"î
\� s�ØÔ��H �r"é¶

õ� 150#�"î
_� ~ÃÌ���<Æ0A �èt���\�¦ ����� 	�H éß��̂�Ð µ1Ï����%i���. s�\�¦ �Ð��"f

�̧, Äºo� �<Æ>�_� �íl�_� 	�H �í$3� �̧2£©�̀¦ ô�Ç ~ÃÌ��_� 	�H /BN&h�s� ��r��FK ÷&Dh��

t���H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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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Q �Ö— �Q�+ 5������ Ö÷(

1lxaË>þjî�rd���Ér 1899�̧� 10�Z4 26{9�(6£§) î̈
·¡¤�����;\�"fô�Ç�<Æ��Öþö_� 6z��

B� ×�æ ��$Á	P:�Ð I�#Qz�¤��. #Q�9"fÂÒ'� z�����Ér F�ÅÒ\�¦ t��. ���1lxs��� {9�(��

#Q&�����¦ ô�Ç��. 19[j\� �â
$í
�¦�Ð\�¦ :£¤@/ÒqtÜ¼�Ð a%¦\O���¦ Ãº�<Æ\� :£¤Ø�¦�#�

�'aq�Ä»�<ÆÒqtÜ¼�Ð {9��:r y��Ðr��� �¦1px��#3��<Æ�§ Ãº�<Æõ�\�¦ y�¤��. 1lx�â
]j²DG@/

�<Æ Ãº�<Æõ�E�"f #��Q {9��:r��� �<ÆÒqt[þt�Ð���̧ ÄºÃº�>� $í
&h��̀¦ �̀¦§4���. 1lx�â
@/

�<Æ\�"f��H {©�r� Ãº�<Æ ×�æ_� Ãº�<Æs�����H �¹(Q�� ��¹) ×�æ\�"f E�¹\�

�'aô�Ç 	�H \O�&h��̀¦ �̀¦�2; ��
�l� �§Ãº_� %ò
�¾ÓÜ¼�Ð Q� ~½Ó���\� <Éªp�\�¦ ��&����.

Õªo��#� 1926�̧� 4�§\� {9��:r Ä»�<Æ�̀¦ ��u��¦ )²DG, %�6£§ 5�̧�çß�\���H ×�æ�¦1px

�<Æ�§Ãº�<Æ. Óüto��§��\�¦����"fÊê����ª�$í
\�3lu{����¤��. Õª{©�r���HZO��<Æs���

0lx�<Æs� ���l��� e��%3�~�� M:%i�Ü¼Ù¼�Ð Ãº�<Æ�̀¦ ���½̈��¦ ��ØÔ�2;�� �<Ê�Ér jê¶ëß�ô�Ç

���¥Æ�s���m��¦���/'î�r{9�s���m���. Õª��H ú́§�Ér�í,×�æ,�¦�§õ�"f\�¦�<HÃº|9��9�

Ùþ¡�¦ Ãº�<Æ_� ÅÒ¹$כí
�̀¦ %i�[O�� 9 �§¹¢¤\� ���¥Æ�Ùþ¡��.

Õª��� ��î�rX<\�"f�̧ {9��:r\�"f µ1Ïçß�÷&�¦ e����H ðJapan Physico- Mathemat-

ics” �<ÆÕütt��� ðz¢ ���QÔ/ñ °ú �Ér 8úx"f\�¦ {9�Ü¼���"f r�@/\� +'b��#Qt�

t� ·ú§�̧�Ð �̧§4��%i���.

Õª��H ÅÒ�Ð z�́\O����ë�H�<Æ�§\�"f y©�_��%i�l� M:ë�H\� pÆQ�̀¦ ú́§s� ��ÀÒ%3�

��. K�$3��<Æs�êøÍ @/Ãº�<Æ, l���<Æ\� @/wn��#� ÅÒ�Ð �<ÊÃº_� �FGô�Ç\� �'aô�Ç $í
|9�,

7£¤���5Åq$í
\��'aô�Ç$í
|9��̀¦���½̈���HÃº�<Æ_�ÂÒë�H,s���Ér	כ��l��í\�¦s�ÀÒ��H_	כ

p�&h�ì�r�<Æõ� �<ÊÃº�:rs��¦, s��ÐÂÒ'� ��Òqtô�Ç p�ì�r~½Ó&ñ
d���:r, &h�ì�r~½Ó&ñ
d���:r, z�́

���Ãº�<ÊÃº�:r, :£¤Ãº�<ÊÃº�:r 1pxs� �í�<Ê�)a��.

K�~½Ó Êê 1946�̧�\���H "fÖ�¦@/�<Æ�§ ë�Ho�õ�@/�<Æ Ãº�<Æõ�\�¦ �½Ó[O�����"f 1lxaË>

�Ér��6£§,כ	���½̈��¦��ØÔ'¬I��. s�M:\�p�²DGÃº�<Æ�r(AMS)_��<ÆÕütt�1px 10#�

7áx�̀¦�̀¦ {9�Ãº��¦ #��Q��t� Ãº�<Æ 8úx"fü< ÃºÑþ� �Ý¶_� éß�'���:r�̀¦ SX��ÐÙþ¡��.

Ãº�<Æ~ÃÌ�� �<Æ0A\�¦ ~ÃÎ>� �)a �â
0A\�¦ �Ð��� 1952�̧�ÂÒ'� 1�̧�çß� p�ì�r~½Ó&ñ
d���:r

s�q��§&h�ÆÒ�©��o\�+'b��#Qf���̀¦µ1Ï|
�ô�ÇX<"fÂÒ'�%i���. Õª��H ”p�ì�r~½Ó&ñ
d��K�

ZO�õ��7H(�7H)”s�����H$�"fÂÒì�r×�æK�_�éß�1lq$í
&h���H���&h����>hü<Õª6£x6 x���½̈

\� Y�J]�t�>� ÷&%3��¦, ��6£§\� "fÖ�¦@/�<Æ�§ �7Hë�H|9� �����õ��<Æ ]j1|9�\� Z�ØÔ¾ºs�

Ãºü<�<ÊÃº\��'aô�Ç���½̈\�¦µ1Ï³ð�%i���. Õª�,¦��s�1lxaË>_�~ÃÌ���<Æ0AÂÒ�7Hë�Hs	כ

�:r�7Hë�H�Ér ”��×�æÉÒo�\�/åLÃº_�8úx�oZO�”(A Method of Summation of Multiple

Fourier Series)s���. s���Ér	כ 1954�̧�"fÖ�¦@/�<Æ�§�7Hë�H|9�]j2|9� 1954�̧� 9�Z4)\�



çQ �Ö— �Q_� >h'���� Ö÷( 23

>�F�÷&%3��¦, 1956�̧� 3�Z4\� ~ÃÌ���<Æ0A\�¦ ~ÃÎ>� �)a��. ½̈p� Ãº�<Æ ���ë�H����� t�

½̈ë�H�û¶àÔ�̧ Y>� ÅÒ{9��̀¦ ¿º�¦ Õª �7Hë�H�̀¦ 6£§p�ô�Ç Êê\� Õª ���õ�_� &ñ
SX��<Ê�̀¦SX����

Ùþ¡��. 1952�̧�\���H �̧���ÃºÓüt�<Æ�r_�µ1Ï���&h�ì�ro��Ð@/ô�ÇÃº�<Æ�r���½Ówn�÷&���"f

1lxaË>�Ér �r�©�Ü¼�Ð x����÷&%3���.

Õª M:�'p Ãº�<Æ�̀¦ ���H ��|ÃÐs� ×¼Óüt%3�l� M:ë�H\� @/ô�ÇÃº�<Æ�r\� �̧��� ��|ÃÐ

[þt�Ér �<ÆÒqt[þt�̀¦ ½+Ë5g�̧ Ãºz�� #�"î
\� Ô�¦õ��%i���. 1lxaË>6£x ��l�"f ½̈p� ]j²DG

õ� {9��:r 1pxt�\�"f ~ÃÌ	�\�¦ ����¦ e��6£§�̀¦ ÅÒr��#� Äºo�����\��̧ ”Ãºo�õ��<Æ

���½̈�è”\�¦ [O�wn�K��� ô�Ç���¦ ÅÒ�©��%i���. @/ô�ÇÃº�<Æ�r_� �rt� ”Ãº�<Æ�§¹¢¤”\�

��H Ãºo�õ��<Æ Ø�¦���_� ·ú¡U�́�̀¦ \P��¦ ²DG?/ �<Æë�H Ãºï�r�̀¦ Z�}s� 9 õ��<Æl�Õüt µ1Ï���\�

/BN��³�l�0Aô�Ç¹כ}©��̀¦ÂÒ'¬I��. Ãº�<Æx9������õ��<Æ���½̈��\�¦�ª�$í
�#�íß�\O�l�

Õüt\� 6£x6 x, >�íß�l� �̧{9�, Ãº�<Æ_� y��>� �§ÀÓ\�¦ �̧�̧K��� � 9 s�\�¦ 0AK� ½̈�̂

&h����y©�ýa[O�wn�õ�Ãºu�>�íß�ÂÒ\�¦¿º#Q��ô�Ç���¦�%i���. �t�ëß�ÕªM:_�z�́I�

�Ð �Ð��"f��H %i�ÂÒ7á¤��� �.���s�%3	כ

1lxaË>�Ér 1955�̧� 9�Z4ÂÒ'� 1�̧� &ñ
�̧ p�²DG r�
��¦@/�<Æ�̀¦ q�2�©�#� ½̈p� y��

@/�<Æ_� Ãº�<Æ�§¹¢¤ �&³�©��̀¦ |
��<Æ��¦ [�t��ü< ”��_� [j>�{9�ÅÒl�”����H /åJ�̀¦ z��

�� Äºo�_� ��2£§��î�r �¦²DG íß���;�̀¦ ��|½Ó��¦ ���Ér ����[þtëß��pu ú̧� ¶ú����Ð���¦

x�§4�Ùþ¡��. Õª+'�Ð�̧ >�5Åq"fÖ�¦@/�<Æ�§\�¦Áº@/�Ð���½̈�Ö̧1lx����"f2[p�,#���

Òqt�Ö̧�̀¦ �̧\�¦ &ñ
�̧�Ð �@ry��_� r�çß��̀¦ ��z�#Q �̧Zþt_� Ãº�<Æ>�\�¦ s�ÀÒ��H �Ð@/\�¦

��º��Ùþ¡�¦ �<Æ�§'��&ñ
���Ð"f�̧ �<Æ��&h� �������̀¦ �<H�©��<Ês� \O�s� @/�<Æ�̀¦ î�r%ò
, �<Æ

�§ µ1Ï���\� l�#�Ùþ¡��.

s�\�Êê�<Æ[þt�Ér 1959�̧� 11�Z4\�þjî�rd��~ÃÌ���o°ú�l�¥Æ���\O��̀¦\P�#Q5ÅxÃºl�

¥Æ�|9��̀¦µ1Ïçß�Ùþ¡��. ]j����� �̂�&ñ
Ãº�§Ãº("fÖ�¦@/Ãº�<Æ)��H ”��|ÃÐ����H>�#Q�9�°?

�̀¦ M:s�°¹. �8�8½̈�� Ãº�<Æ�Ér C��¦�Ér f��\O����X<, [�t����z�́ M:��t� f.Ë�Ð Ãº�<Æ

µ1Ï����̀¦ =åJ#Q�̧$4��� K��̧ õ����s� ��u��m���. Ãºú́§�Ér ]j��[þt�̀¦ v�0>?/r����"f

���½̈µ1Ï³ð, l��'a[O�wn�õ� ���½̈Û�æ�Ð �̧$í
\� jËµæ¼$4�_þvm���”�¦ ú́�ô�Ç��.

1lxaË>�Ér �r°ú�ïß�u� ��6£§ K���� 1960�̧� 8�Z4 \O�×¼�9 Õþ��̀¦ �Ð���"f 6£§d���̀¦ "3���

�� d���©���q��Ð ��>�Ùþ¡��. p�}©���� ~ÃÌ���$í
 #���(82[j)��H t��FK ìøÍ�í ����àÔ\�

¶ú����"f�§�r�Ö̧1lx�̀¦��¦e����. 	�H¿1Ït��¾Ó�Ér_������z��¼#�õ�{9��:r\�"f¶ú��¦e��

Ü¼ 9,	�H��[þtt�ô=�Ér"fÖ�¦@/&ñ
���õ�_���%i���HX< 6.25M:±ú�·¡¤÷&%3��¦,ÑütP:��

[þtt�ô ¥�Ér��!Qt�\�¦s�#QÃº�<Æ�̀¦/BNÂÒ,�&³F�����@/�<Æ�§:�x>��<Æõ��§Ãº�Ð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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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

þjt�ô ¥ �§Ãº��H ��!Qt�\�¦ �r�¦����"f, ”�ÃÐ �:r�o��¦ �����ô�Ç ì�rs�$4�_þvm�

��. ÕªXO�t�ëß� y©�_��z�́ M:��H ��ÅÒ ô=$��39"f @/Ø�æ �Å�#Qçß� &h�s� \O�Ü¼$4�#Q

.¹כ +þA�̧ Ãº�<Æ�̀¦ ú̧� Ùþ¡t�ëß� #Q Qm�a�"f _����� ÷&���¦ �$4�l� M:ë�H\� ]j��

@/��� s� U�́�̀¦ ��>� ¿��_þvm���”���¦ ú́�ô�Ç��.

þj ~ÃÌ��_� $�"f�Ð��H ”�¦1px@/Ãº�<Æ”, ”{9��̂K�$3�l���<Æ”, ”p�ì�r~½Ó&ñ
d�� K�

ZO�õ� �:r” 1pxs� e���¦ %i�"f�Ð"f ”�¦1pxK�$3��<Æ”(Advanced Calculus by Wood),

”p�&h�ì�r�<Æ”(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by Kells) 1pxs� e����. (s��â
6�¤

l���)

(ÉÙe�) 0A_� l�����H ”����§�<Æ���ë�H” ]j7 ñ (1989�̧� 11�Z4 15{9�) 8���_� ������

\�z�́�2;l����Ð, 1lxaË>þjî�rd�����Òqt_��>r%ò
, ”1lxaË>_�$�Õüt[þt” (�&³F�ÂÒ���s��Ð

�'a��¦ e����.) �����, ”1lxaË>õ� Õª ��7á¤”(K�~½Ó f��Êê ��×þ� ·ú¡\�"f) �����s� ��ü<

e����. +'s�#Q ��6£§ l����� ���Ér��.

�â ÍÏ� i¦(Q�ÐÏ��+ Áþ�%K�ø� á���\�

t��FKõ�°ú �Ér�&³@/&h�Ãº�<Æ_���o�B��̂��Ér#Qb�G>�r����÷&%3���H��,1lx�ª�_����

:�x&h� ���¦\�"f >h�o\��Ð_� \P�#î
�̀¦ ·ú®~�� ô�Ç²DG�½Ó\� "f½̈���r_� ½+Ëo�&h� ���¦

~½Ód��_� #�"î
�̀¦ q�ÆÒ��H X<��H 1lxaË> þjî�rd��~ÃÌ��_� \O�&h�s� (����. Õª��H ô�Ç²DG þj

�í_� Ãº�<Æ~ÃÌ��%i�Ü¼ 9 {9�Òqt�̀¦ Ãº�<Æ�§¹¢¤õ� µ1Ï���\� ��'¬I��. #�l�"f Õª_� ]j��

��� ~ÃÌ[j�B�§Ãº("fÖ�¦@/ Ãº�<Æõ�)ü< �<Êa� þjî�rd��~ÃÌ��_� �<Æë�Hõ� \O�&h�õ� ÒqtE�\�¦

¶ú�(R�Ð���"f ô�Ç²DG Ãº�<Æ_� ÍÒo�\�¦ ¹1Ô���� �Ð��.

(ÉÙe�)Õª+'\�~ÃÌ[j�B_�l�"î
l����Ð��6£§_�/åJõ�@/1lx�ès�ô�Ç�9�s�z�́	כ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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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ÐÏ� ¹ÇÐ��ÿ? ËÁh� ÊÁÁþ�N�

ô�Ç²DG ��H@/ Ãº�<Æ_� �íl� %i���\�"f %�6£§Ü¼�Ð Ìº§Â	ô�Ç \O�&h��̀¦ [jî�r s���H 1lx

aË>(»É) þjî�rd��(Ö÷() ~ÃÌ��s���. 1lxaË>�Ér 40�̧�çß� �§¹¢¤>�, �<Æ>�\�"f �Ö̧���

����"f Ãºú́§�Ér ]j��[þt�̀¦ U�́!3��¦, "fÖ�¦@/�<Æ�§ ë�Ho�õ�@/�<Æ Ãº�<Æõ�\�¦ �½Ó[O��

#� Äºo�����\� þj�í�Ð �<Æë�H&h� �̂>�\�¦ °ú�ð�r Ãº�<Æ�̀¦ �̧{9��%i�Ü¼ 9, @/ô�ÇÃº�<Æ

�r_� �í@/ �r�©�Ü¼�Ð"f �<Æ>�_� �í$3��̀¦ Áú¢��H X< Õª t��̧&h���� %i�|¾Ó�̀¦ µ1Ï6f�%i�

��. K�$3��<Æ�̀¦ ÅÒ�Ð ���½̈�#� #��Q $�"fü< �7Hë�H[þt�̀¦ µ1Ï³ðÙþ¡�¦, >�3lx&h���� \�

[js�[þt�̀¦ +�"f Ë̈ï�ry� Ãº�<Æ �§¹¢¤_� �Ð/åLõ� �&³@/ Ãº�<Æ_� 1lx�¾Ó �è>h\� ���§4�Ùþ¡

��.

�â ÍÏ��+ �»j<�

1lxaË>�Ér 1899�̧� 10�Z4 26{9�(�ª�§4�Ü¼�Ð��H 11�Z4 28{9�) î̈
îß�·¡¤�̧ �����;\�"f ô�Ç

�<Æ�� þj]j ñ}�_� 6z��B� ×�æ ��$Á	P:�Ð I�#Qz�¤��. Õª_� �� ñ 1lxaË>�Ér �¦�¾Ó_� t�

"î
�̀¦ öøÍ �.���s	כ #Q�9"fÂÒ'� z�����Ér F�ÅÒ\�¦ ���¦ ��"f ���1lxs��� {9�(��#Q&��

���¦ ���K������. 1917�̧� �â
$í
�¦�Ð(t��FK_� �â
l��¦)\�¦ :£¤@/ÒqtÜ¼�Ð a%¦\O���¦,

Õª s�1puK�\� °ú �Ér �<Æ�§_� ��#3�õ�\�¦ a%¦\O�Ùþ¡�¦, Ãº�<Æ\� :£¤Ø�¦�%i�l�\� �'aq�

Ä»�<ÆÒqtÜ¼�Ð i(v)� {9��:r y��Ðr����¦1px��#3��<Æ�§(y��Ðr���@/�<Æ ������)\�¦ a%¦\O�

ô�Ç Êê, 1922�̧� �̧µô]j²DG@/�<Æ s��<ÆÂÒ Ãº�<Æõ�\� {9��<Æ�#� ���©� ÄºÃºô�Ç $í
&h�

Ü¼�Ð 1926�̧�\� a%¦\O��%i���. )²DGô�Ç +' Y>� /BM_� �¦1px�<Æ�§\�"f �§¼#��̀¦ ú̧���

�� 1932�̧�\� �â
$í
�¦1px/BN\O��<Æ�§("fÖ�¦@/ /BN@/ ������) �̧�§Ãº, 1936�̧�\� �§Ãº,

1940�̧�\���H �â
$í
F�gíß����ë�H�<Æ�§("fÖ�¦@/ /BN@/ ������) �§Ãº�Ð ���e������"f ����B

���ë�H�<Æ�§(���[j@/ ������)ü< �â
$í
]j²DG@/�<Æ \Võ�\� Ø�¦y©��%i���.

8. 15K�~½ÓÊê\���HF�gíß����ë�H�<Æ�§�§�©�Ü¼�Ð 1�̧�1lxîß���HÁº�����, 1946�̧�

10�Z4\�"fÖ�¦@/�<Æ�§���½Ówn�H�d\�����ë�Ho�@/�§Ãº�Ð���e������"f,Ãº�<Æõ�_��í

@/ ÅÒe���§Ãº(�&³F�_� �<Æõ��©�)\�¦ ú́ ��¤��. ¢̧ °ú �Ér K� 10�Z4 @/ô�ÇÃºÓüt�<Æ�r_� �½Ó

wn�\� ���� �í@/ �r�©�s� ÷&#Q, 1960�̧� "f��½+É M:��t� Ãº�<Æ�r\�¦ s�=åJ%3���. ô�Ç

¼#�, 1954�̧�\� @/ô�Ç���²DG�<ÆÕüt"é¶ �r"é¶, 1956�̧�\���H "fÖ�¦@/�<Æ�§\�"f ²DG?/ þj�í

�ÐÃº�<ÆÜ¼�Ðs��<Æ~ÃÌ���<Æ0A\�¦~ÃÎ��¤Ü¼ 9, 1955�̧����̀¦ÂÒ'���H 1�̧�çß�p�²DGr�
�

�¦ @/�<Æ\�"f ���½̈ô�Ç +' Ä»XO��̀¦ r�¹1Ï��¦ 1956�̧� 8�Z4\� )²DG�%i���. 1956�̧�

10�Z4\���H @/ô�Ç�§¹¢¤���½+Ë�r�ÐÂÒ'� 37�̧� ��H5Åq�©��̀¦ ~ÃÎÜ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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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Ð"f_�1lxaË>�Ér�¦���&h����K�$3��<Æ�̀¦���/BN�%i��¦,�7Hë�HÜ¼�Ð��H ð��×�æÉÒ

o�\�/åLÃº_�8úx½+ËZO�ñ\��'aô�Ç���½̈ü< ðZ�ØÔ¾ºs�Ãº\��'aô�Ç���½̈ñ��e��Ü¼ 9,$�

"f�Ð"f��H ð�¦1px@/Ãº�<Æñ, ðp�ì�r~½Ó&ñ
d��–K�ZO�õ� �7Hñ, ð{9��̂K�$3�l���<Æñ, ð½̈���

���y��ZO�ñõ� ×�æ.�¦1px�<Æ�§6 x �§õ�"f, %i�"f�Ð��H ðp�&h�ì�r�<Æñ, ð�¦1pxK�$3��<Æ” 1pxs�

e����. Õªµ1Ú\��̧ #��Q ¼#�_� >�3lx&h���� \�d�s�\�¦ +�"f �&³@/ Ãº�<Æ_� 1lx�¾Ó�̀¦ �è

>h�%i���.

½̈p�#�'��\�"f )²DG½+É M:ëß�K��̧ Ãºú́§�Ér Õþ��̀¦ ½̈{9�K� ��t��¦ ü<"f ë�Ho�@/

Ãº�<Æõ�_� y©�_� ?/6 x�̀¦ +À:����%i���. "f���l� f�������t��̧ B�{9� s��Ér ��gË>\�

{9�#Q�� ��n��̧ ~½Ó5Åx_� #Q�<Æ y©�ýa\� ���� %ò
, 1lq, Ô�¦ 3>h ²DG#Q\�¦ Ë̈ï�ry� 4�¤_þv

�%i�Ü¼ 9, ü@²DG_� Ãº�<Æ&h� �̧ÀÓ\� @/ô�Ç %i���&h� s�K�\�¦ �è>h�l� 0A�#� Ãº�<Æ

��"é¶�¦\�¦|9��9����H��Ð��¤�̀¦M:,����è¦̀�	כ��¦��I�ô�Ç�9�����HÛ¼5px_��<Æë�H&h�

\P�_�\� 	�H y��"î
�̀¦ ~ÃÎ�Ér �� e����.

¢̧ 1lxaË>�Ér �§¹¢¤���Ð"f ]j��[þt�̀¦ @/½+É M: �½Ó�©� �����ô�Ç ÂÒ�2;õ� °ú �Ér �:rîß�

Ü¼�Ð @/�%i��¦, �<HÃº ��ØÔu���H ]j��[þt_� s�2£§�̀¦ ±ú ±ú s� l�%3���¦ e��%3�Ü¼ 9,

]j��[þts� #Q�9î�r {9��̀¦ {©�Ùþ¡�̀¦ M:��H ���]j�� �̧¹¡§õ� �̧����̀¦ ��z�t� ·ú§��¤��.

[jp��� r�çß�s��� {���è½+É M:�� �½Ó�©� ]X��Érs�%�!3� "î
|½Ó��¦ �Ö̧µ1Ï�%i�Ü¼ 9, #Q

�2; ]j��[þt_� ¿º"f\O���H _�|
�s����̧ ���]j�� �-Õª�Qs� ){���� [þt#QÅÒ%3���. Õª

A�"f 1lxaË>�̀¦ @/K� �:r ì�r�Ér ¾º½̈�� Õª �¦��ô�Ç ������õ� �'a6 x_�  ü��̀¦ ú́��t� ·ú§

��Hs�\O�%3��¦, ¾º½̈���2;��Hô�ÇÖ¼,���̀¦��|9�Ãºe��%3���. s�XO�1pw]j��[þt_�Õüæ�©�

õ� <ÉÌ�̧\�¦ ô�Ç3lu\� ~ÃÎ��¤~�� 1lxaË>s� 1960�̧� 8�Z4 3{9� °ú���l� "f����� ��|ÃÐ[þt�Ér

�̧¿º ô�Ç²DG_� �<Æ>�ü< �§¹¢¤>�_� 	�H �<Hz�́s����¦ �%i���. Õª î̈
Òqt_� /BN&h��̀¦ l�

o�l� 0A�#� �©�YV��H "fÖ�¦@/�<Æ�§ ë�Ho�õ�@/�<Æ�©�Ü¼�Ð ��'��÷&�¦, Õª�� î̈
�è a�¦

��ÂÒØÔ~�� ðBjl�_�ÆÒ%3�ñs�¹¢¤ç�H���'a�<Æ�§ç�H���@/\�_��#����ÅÒ÷&��H��î�rX<

%3�ņqy� ��'��÷&%3���.

�â ÍÏ� k�7��+ ËÁh� ÊÁÁþ�N�

8. 15 K�~½Ó {©�r�, ô�Ç²DG_� Ãº�<Æ ���½̈��H �-Áº�� &h�%3���. s�M: �¦1px�§¹¢¤l�

�'a\� F�f��×�æ��� Ãº�<Æ�§Ãº��H ¿º "î
 ÷�rs�%3��¦, @/�<Æ\�"f Ãº�<Æ�̀¦ ���/BNô�Ç @/�<Æ�̧

�§, ���½̈"é¶, @/�<Æ"é¶Òqt, ×�æ1px�§"é¶�Ér 10#�"î
s�%3���. s� K�, �â
$í
@/�<Æ s��<ÆÂÒ\�

Ãº�<Æõ��� >h[O�÷&#Q 1946�̧� 2�Z4\� 8"î
_� �<ÆÒqts� 1px2�¤�%i���. 1946�̧� 10�Z4\�

"fÖ�¦@/�<Æ�§�� >h�§�<Ê\� ���� 1lxaË>�Ér F�gíß����ë�H�<Æ�§ �§�©� ��� �§Ãº\�"f Ãº�<Æ

õ� ÅÒe���§Ãº�Ð ���e������"f Ãº�<Æõ�\�¦ �½Ó[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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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r�_� ���r&h�, &ñ
u�&h� �D¥êøÍõ� “²DG@/îß�” ��|	�_� ü<×�æ\�"f &h�t�

·ú§�Ér Ãº�<Æ��[þts� �Z4·¡¤��¦ z���Ér ì�r[þts� Óüto��<Æ��[þtõ� >pw�̀¦ �̧�� @/ô�ÇÃºÓüt

�<Æ�r\�¦�½Ówn���¦1lxaË>�̀¦�r�©�Ü¼�ÐÆÒ@/�%i���. s�M:_��r"é¶Ãº�� 40#�"î
,s�

��î�rX<Ãº�<Æ>��r"é¶�Ér@/�<ÆÒqt�̀¦�í�<Ê�#� 24"î
\�t���t�·ú§��¤��. @/ô�ÇÃºÓüt

�<Æ�r��H 6. 25 ���\���H 4�§, ���̀¦ µ1Ï³ð�r\�¦ ��t���H 1px �Ö̧µ1Ïô�Ç �Ö̧1lx�̀¦ �%i���.

Õª +' Äº#�/BG]X� =åQ\� x�èß�r�]X���� 1952�̧� 12�Z4 7{9�\� ÂÒíß�\�"f ì�ro��)a @/ô�Ç

Ãº�<Æ�r�Ð s�#Q�����.

1lxaË>�Ér 1960�̧� "f���l� f�������t� Ãº�<Æõ�_� ÅÒe���§Ãº�Ð"f Äºo� ����\�

"f þj�í�Ð �̂>�&h���� Ãº�<Æ�̀¦ �§¹¢¤���H X< ���§4��̀¦ �â
ÅÒÙþ¡��. Õª 1lxîß� Ãº�<Æõ�

\�"f ×�¦/BI ��o�\�¦ t�&��:r Ä»{9�ô�Ç ì�rs� 9, ¢̧ ë�Ho�@/ �<Æ�©�_� ×�æe���̀¦ ú́ ��"f

"fÖ�¦@/�<Æ�§_� µ1Ï���\��̧ ß¼>� l�#��%i���. s�M:\� Ãº�<Æõ�\�"f �§Ãº÷&~�� ÅÒ

�)a ?/6 x�Ér �¦���&h���� K�$3��<Æõ� l���<Æ, l��:r&h���� �&³@/@/Ãº�<Æ, �í�Ð&h���� {9�ìøÍ

0A�©�Ãº�<Æ 1pxs� 9, ×¼Óüt>� þj��� �Ði��s� ��ÀÒ#Qt�l��̧ �%i���. s� M:\� 1lxaË>

\�>� C�î�r ]j��[þts� Äºo� Ãº�<Æ>�_� ÅÒÀÓ�� ÷&#Q, Õª +' ²DG?/ü@\�"f ß¼>� �Ö̧

����>� �)a��.

@/�<Æ_� l�0pxs� �§¹¢¤\�ëß� u�×�æ÷&#Q e��~�� 1940-1950�̧�@/\� ���½̈\�¦ y©��̧ô�Ç

s��̧ 1lxaË>s���. @/ô�ÇÃº�<Æ�r_� 4�§, ���̀¦ ���½̈µ1Ï³ð�r�̧ ��_� �D¥�� jËµÜ¼�Ð >h

þjÙþ¡~�� 1lxaË>�Ér, Û¼Û¼�Ð�̧ B���� ��t�t� ·ú§�¦ ���½̈µ1Ï³ð\�¦ �%i�Ü¼ 9, 1956�̧�\�

)²DG����"f ��4R�:r ú́§�Ér ��«Ñ��H Ãº�<Æ ���½̈_� �&³@/�o_� x9���2£§s� ÷&%3���.

1lxaË>s� ÅÒ�Ð �Ö̧���ô�Ç 1950�̧�@/\���H ���²DG&h�Ü¼�Ð @/�<Æs� �ª�&h�Ü¼�Ð ß¼>� 7£x

@/÷&#Q, ���²DG_� Ãº�<Æõ� Ãº�� 30#�>h�Ð Zþt#Qz�¤��. Õª���X<�̧, Ãº�<Æ�r_� �r"é¶

Ãº��H 50"î
?/ü@s��¦, ���çß��7Hë�Hµ1Ï³ðÃº��H 20#�¼#�?/ü@s�%3�Ü¼ 9, çß�'��Óüt�Ð��H

1px��óøÍÜ¼�Ð �)a ðÃº�<Æ�§¹¢¤ñs� 3|9���t� ��M®o��. s���H {©�r�_� +þA¼#��©� Ãº�<Æ �§

¹¢¤�̀¦ y©��̧K��� ½+É 
¹$íכ��9 M:ë�Hs�%3���. ���çß� \Víß��̧ �ÀÓ ��&ñ
 ô�Ç ��½̈_� ���

çß�Òqt>�q�\� 3lw p�u���H Ó�oÃº#�"f l�2�¤\� z���� e��t��̧ ·ú§��. s� r�@/\� p�²DG

\� Ä»�<Æ�#� �<Æ0A\�¦ ~ÃÎ�Ér �<Æ��[þts� 10#�"î
 C�Ø�¦÷&%3���HX<, {9�ÂÒ��H ¿ºö&Ä»Ø�¦

_� ���½̈�� ÷&%3��¦, �FGy� {9�ÂÒëß�s� )²DG�%i���.

ô�Ç¼#� 1950�̧�@/ ú́�_� "fÖ�¦@/ ë�Ho�@/ Ãº�<Æõ�_� �©�S!��Ér 2-3"î
_� ���e���§Ãº,

10#�"î
_� y©���, 1"î
_� Áº/åL�̧�§, 100"î
 ?/ü@_� �<ÆÒqt, "î
3lq�©�_� $3���õ�&ñ
, ½̈

1lq�<ÆÕütt� 10#�7áx, �̧"f Ãº 500�Ý¶?/ü@_�Õüw���Ð¹כ���½+ÉÃºe����x��. ¢̧ �§õ�

õ�&ñ
�̧ ü@²DGÄ»�<Æ Êê {9�r� )²DGÙþ¡~�� �<Æ��[þts� Dh�Ðî�r ì�r�� Y>� ��t�\�¦ �è>hô�Ç

�	כ s�ü@\���H @/�̂�Ð 1940�̧�@/ü< q�5p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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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ü< 1950�̧�@/_� Äºo� Ãº�<Æ>���H ë�H�� Õª@/�Ð 1lxaË>_� �¦ç�Hì�rÈÒr�

@/%i�Ü¼ 9, Áº\�"f r�����#� çß����y� +þA�©��o�� s�ÀÒ#Q��� r�l�%i���. s� M: 1lx

aË>s� ÍÒ�2; }��� ß¼>� ���$í
�#� Õª +'_� Äºo� Ãº�<Æ>�_� 	�H µ1Ï���s� +'���Ér��.

��k� �â ÍÏ�£�· �»jḈÐ� y

1lxaË>s� {9��:r\�"f Ãº�<Æ�%i�6£§\��̧ Ô�¦½̈��¦ {9��:r �<Æ>�ü< ���)� �'aº�� \O�s�

ô�Ç²DG_� Ãº�<Æ>�\�¦ SX�wn����H ���7á¤&h� ��"î
�̀¦ Ãº'��ô�Ç ��Ér	כ ÅÒ3lq½+É ëß�ô�Ç ��z�́s�

��. s�]j 1lxaË>_� >pwô�Ç ���� \O����� s�ÀÒ#Q&����Ht� K���wn= U�́�Ér \O���.

�<Æ��\�>���HÁº%Á	�Ð���̧���½̈\����¥Æ�½+ÉÃºe����Hîß��:rô�Ç 8̈��â
s��9¹כ����.

s��Qô�Ç �'a&h�\�"f �í�½Ól�_� Äºo� @/�<Æ[þt�Ér �<Æ���� îß�ÅÒ�l�\���H �-Áº�� �FG

���ô�Ç 8̈��â
µ1Ú\�]j/BN½+ÉÃº\O�%3���. �<Æ���Ð"f_��è�ª��̀¦°ú�ÆÒt�3lw�%i�~��s�[þt

s� 0Aü< °ú �Ér 8̈��â
�̀¦ yn=p������ ��I��>� t�?/�:r �̧�	כ ��z�́s���. Õª�Q�� Õª

#Q�9î�r 8̈��â
5Åq\�"f�̧�<Æ>�_��í$3��̀¦[jî�r1lxaË>�̀¦[�ts�&� �̂¦M:6�©�̂¶�̀¦#�p�

t� ·ú§�̀¦ Ãº \O���.

ô�Ç ²DG���� &h�#Q�̧ Õª ����_� �<Æë�H�̀¦ ������²DGõ� #QL:\�¦ ��êøÍy� ½+É &ñ
�̧�Ð

µ1Ï���r�v��9����<Æ��[þt_�=åSe��\O���H �̧§4�s�ü@\��̧&ñ
Õþ�&h�Ü¼�Ð���½̈ 8̈��â
�̀¦>h

�����¦ t�"é¶���H �̧§4�s� e��#Q�� ½+É �.���s	כ s�ü< �<Êa� Äºo����� Ãº�<Æ>�_�

ú́§�Ér ½̈$í
"é¶s�Õª#Q�9�°?~��r�]X�_�1lxaË>�̀¦�:r~ÃÎ��y���¦_� �̧§4��̀¦l�Ö�¦���=åQ

\� �̧Zþt±ú�_� F�c3lq½+É ëß�ô�Ç q����_� r�@/�� �)a �.���s	כ

[@/ô�ÇÃº�<Æ�r ¾»Û¼YU'�, 56  ñ (1997. 11), 4-7.]

[·ú¡"f ����� �r"é¶[þt_� µ1Ï��2[, @/ô�Ç���²DG�<ÆÕüt"é¶, 2004.]

["fÖ�¦@/�<Æ�§ @/�<Æ"é¶ 1lx�½Ó�r�Ð ]j19 ñ (2013. 5. 15), 42–45.]

[@/ô�ÇÃº�<Æ�r 70�̧��� (2016. 12. 30), 7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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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윤식(崔允植) 선생님은 서울 학교 문

리과 학 수학과를 창립하신 초 주임교수(오

늘날의 수리과학부 학부장)이시며, 국내 최초로

수학으로 이학박사가 되신 분이다. 8∙15 광복

이후부터 6.25 동란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한민국 수학계를 이끌어 오신 최윤식 선생님을

추모하며, 선생님의 제자 던 수리과학부 박세

희(朴世熙) 명예교수님과 함께 선생님의 이야기

를 듣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다.

동림의 생애

최윤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의 생애를 짧게 소

개하려 한다. 선생님께서는 1899년 10월 26일(음력) 평안북도 선천에

서 6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셨다. 선생님의 아호인 동림(東林)은 고향

의 지명을 취한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재주를 타

고나서 신동이라고 불리셨다. 경기고등보통학교(현재의 경기고등학

교) 재학 시절 수학에 특출하셔서 관비유학생으로 일본 히로시마고등

사범학교(히로시마 학의 전신)를 거쳐, 도쿄 학 수학과를 졸업하셨

다. 귀국 후에 몇 곳의 중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다가, 1932년에 경

성고등공업학교(서울 학교 공과 학의 전신) 조교수, 1936년에 교수,

1940년에는 경성광산전문학교(서울 학교 공과 학의 전신) 교수로

전임하셨다. 8∙15 광복 후에는 광산전문학교 교장으로 1년 동안 근무

하시다가, 1946년 서울 학교가 창립되자 문리과 학 교수로 전임하

시면서, 수학과의 초 주임교수를 맡으셨다. 같은 해 10월 한수물학

회가 창립되고 선생님께서 초 회장이 되셨다. 그 뒤 1948년 9월부터

문리과 학의 학장을 1년 동안 역임하시고, 전쟁 중 한수학회가

한수물학회에서 분리된 1952년에는 한수학회 초 회장이 되셔서

작고하실 때까지 한수학회를 이끄셨다.

선생님께서 1960년 8월 3일 갑작스럽게 서거하시자 많은 학자들과

지인들은 선생님의 업적에 부치어 한국의 학계와 교육계의 큰 손실이

라고 했다. 선생님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장례는 서울 학교 문리과

학장으로 거행되었고, 선생님께서 평소에 즐겨 부르시던「메기의 추

억」을 육군사관학교 군악 가 연주하는 가운데 망우리 가족묘지에 안

장되셨다.

동림의 업적

故 최윤식 선생님께서는 고전 해석학을 전공하셨고, 논문으로는「다

중 푸리에 급수의 총합법에 관한 연구」, 「베르누이수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저서로는「고등 수학」, 「미분방정식-해법과 논」, 「입체해석기

하학」, 「구면삼각법」등이 있다. 선생님께서는 1년간 시카고 학에서

연구하신 후 1956년에 구미(歐美) 여행을 마치시고 귀국하실 때에 수많

은 서적을 구입해 오셔서 문리 수학과의 강의 내용을 크게 바꾸셨다.

또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외국어 공

부에 꾸준히 임하셨고, 외국 수학의 조류에 한 역사적 이해를 소개하

기 위하여 수학사 원고를 집필하기도 하셨다. 

동림 선생님께서는 교육자로서도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셨다. 손수

가르치는 제자들이 이름을 낱낱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는 언제나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고 세

미나 시간이나 토론 시간에는 항상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어린

제자들의 두서없는 의견이라도 언제나 너그러이 귀담아 들어주셨다.

동림 선생님께서는 1960년 작고하시기 직전까지 수학과의 주임교수

로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수학을 교육하는 데 전력을 다하

셨다. 문리 학장이라는 중임을 맡으시면서, 서울 학교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만 치중되었던 학의 기능을 연

구에 더욱 집중하도록 노력하셨다. 이를 위해, 선생님께서는 한수학

회의 봄, 가을 연구발표회도 거의 혼자의 힘으로 개최하시다시피 하셨

고, 스스로도 매 학회마다 연구 발표를 하셨다. 이에 선생님께서는 다

중 푸리에 급수의 총합법에 관한 연구로 1956년에 수학으로 국내 최초

의 박사학위를 서울 학교에서 받으셨다. 또 시카고 학에서 많은 자

료를 도입해온 것 또한 우리 학계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박세희 선생님의 경력 소개

박세희 선생님께서는 1955년 서울 학교 문

리과 학 수학과에 입학하셔서 1961년에 학

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문리과 학에서

조교와 강사를 거쳐 1966년에 전임강사, 1969년

에 조교수가 되셨다. 1971년에는 한수학회 총

무이사를 맡으시고 이후 1972년부터 1975년까

지 미국 인디애나 학교에 유학하여 박사 학위

를 받으셨다. 귀국 후에는 서울 학교 자연과학

학 수학과 부교수를 거쳐 1981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 학교 수학

과 교수로 계시면서 한국의 수학과 서울 학교 수리과학부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학을 포함해

메모리얼 , 인디애나 , 연변 , 필리핀 등의 방문교수와 객원교수

를, 그리고 일찍부터 한수학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오셨고

1982년부터 1984년까지는 한수학회 회장직과 국제수학연맹 한국위

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셨다. 현재는 서울 학교 수리과학부 명예교

수이시며 한민국학술원 회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으로 재

직 중이시다. 정년 때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2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

시고 17권의 저서, 17편의 해설논문을 쓰셨고, 미국수학회(A.M.S.)의

박세희 명예교수님이 회고하는
한국 수학의 시조 고 동림(東林) 최윤식 선생님
- 고 최윤식 선생님을 추모하며

故 최윤식 선생님

박세희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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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al Reviews에 190여 편의 비평을 실으셨고, 국내외 학술발

표 및 초청강연을 230여 회나 하셨다. 정년 후 현재까지도 많은 논문을

발표하시면서 주로 외국의 여러 학술회의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셔서,

위의 논문 수,  비평 수, 발표 및 강연 수에 50% 정도를 첨가하여야 할

정도이다. 또, 1,000페이지에 이르는“수학의 철학”번역자로서도 잘

알려져 계신다. 이러한 다양한 학술 활동 때문에 서울시문화상(자연과

학부문), 한수학회 학술상, 국민훈장 동백장, 한수학회 논문상, 

한민국학술원상,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 등을 받으셨다. 

故 최윤식 선생님과 박세희 선생님의 만남

명예교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서울 학교 수학과를 창립하신 故 최

윤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취재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잔뜩 긴장한 채

녹음기, 사진기, 수첩 등을 들고 27동 4층 명예교수 연구실로 갔다. “학

생, 내가 누군지나 아나? 그리고 최윤식 선생님이 누구신지 아는가?”

바로 故 최윤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박세희 명예교수님의 첫

질문이었다. 수리과학부 4학년인 기자 본인은 부끄럽게도 어떤 분이

우리 수리과학부를 창립하셨는지 모르고 있었다. 또한, 그 이야기를 듣

기 위해 찾아뵌 박세희 명예교수님의 존함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녹

음기, 사진기와 같은 거추장스러운 물품들만 잔뜩 들고 27동 명예교수

실로 당당히 걸어 들어간 것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는커녕 신나게 혼만

나고 돌아갈 줄 알고 쭈뼛쭈뼛 서 있는 본인에게 박세희 선생님께서는

차를 줄 테니 잔을 좀 씻어 오라 하신다. 그리고 호탕한 웃음과 함께 지

난 우리나라 수학사와 故 최윤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풀어놓으셨다. 

“내가 55년에 입학해서 59년에 학부를 졸업했는데, 2학년 재학 시에

수학 전반에 관한 개관을 담은 「현 수학사상 논고」를「문리 학

보」라는 학술지에 싣게 되었지. 그 학술지는 외국 학에 있는 College

Review와 같이 한 학의 교수나 학생이 을 투고하는 잡지 지. 그

당시에는 교수나 학생이 을 써서 발표할 곳이 6.25 때 학의 부산 피

난 시절에 창간된「문리 학보」밖에 없었고, 주로 인문학에 관한 이

많이 실리고 있었지. 그런데 마침 그 학보가 자연과학 특집을 내게 되

어 수학과 학부생의 하나를 올려야 했는데, 선배들이‘자네가 을

잘 쓰니 한번 써보라.’라고 해서 감히 현 수학을 개관하는 을 할 수

없이 쓰게 되었지. 그런데 수학과 학생들이 잘 알듯이, 수학과 2학년 3

학년이 되어도 수학이 뭔지를 아는 학생은 굉장히 드물잖아, 그런 학생

이 수학 전반의 사상에 해 을 써 놓았으니 얼마나 웃기겠는가? 안

그래? (웃음) 아마 그 을 동림께서 보신 것 같아. 선생님께서 1년간

시카고에서 연구를 하시고, 56년에 돌아오신 직후, 9월에 선생님을 교

문 앞에서 1년 만에 뵈었어. 그때가 돌아가시기 4년 전이었지, 그때‘군

이 박세희 군이죠?’라고 하시며 나를 알아보셨지. 그 시절에는 젊은 사

람을‘군’이라고 부르며 존 를 해줬거든. 그렇게 1년 만에 보는 나를

기억하실 만큼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셨어. 그렇게 하여 선생님과 인연

을 만들게 되었지. 

그 후에 선생님께서 수학기초론을 공부해보라고 권하셨어. 그렇게

해서 내가 2학년 때부터 수학기초론을 공부하게 되었고, 학부 4학년 때

에는 수학기초론을 공부하는 방법과 연구 관련 분야에 하여「수학기

초론 연구를 위한 서설」을 써서 문리 학보에 두 번에 걸쳐 발표했지.

정말 그때는 주제도 모르고 많은 분량을 개관했지. 

그 당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다 보니 학교에 잘 나가지

못했다가, 다시 학교에 나가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니 선생님께서‘내

가 수학사 책을 쓰려 하는데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말 하

셨단다. 내가 쓴 수학이나 수학기초론에 관한 이 마음에 드셨던 모양

이야. 그러고 나서는‘졸업을 하고는 무엇을 하려 하는가?’라고도 물어

보셨지.”

서울 수학과와 한수학회를 발전시켜라.

그리고 한민국 수학을 이끌어 나가라.

“나는 사실 그 당시 철학에 관심이 있었고 수학 공부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드렸지. 그러자‘4

학년이 아직도 장래에 관한 계획이 없는가?’라고 선생님께서 나무라셨

어. 그러시고는‘ 학원으로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하라. 또 수학과 조

교가 되어 기회가 되면 같이 수학사 책을 한번 써보자. 그리고 앞으로

수학에 매진하여 서울 문리 수학과와 한수학회를 이끌어 나가

라. 한민국 수학을 발전시켜라.’라고 하시며 나에게 장 한 숙제를

주셨지. 그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졸업 후 수

학 학원에 진학하게 되고, 평생을 수학에 바치게 되었네.

예전에 최윤식 선생님께서 36년이란 세월 동안 교직에 계셨을 때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30년 이상 근속한 교육자들을 표창하 는데,

그 당시 수상자 표로 연설을 하시면서, ‘아무 재주가 없어 선생 노릇

을 계속하다 보니 30년이 넘어버렸다.’라고 하셨지. 그때는 정말 30년

이란 세월이 아득하게 느껴졌는데 어느덧 나도 문리 에서 시작하여

근 45년이나 교단에 섰으니 정말 감회가 새로워.“

서울문리 이야기

“당시의 서울 학교 문리과 학은 27개 학과에 150명 정도의 교수

진, 그보다 더 많은 강사진, 3000여명의 학생에, 500개 정도의 강의가

이루어지던 국내 최 의 단과 학으로, 국내 여타 종합 학들을 능가

하는 학문의 총본산이어서, ‘ 학 중의 학’이라 불리었단다. 교수진

은 국내 최고로, 몇 분만 예를 들면 국문과 이희승, 문과 권중휘, 철학

과 박종홍, 국사의 이병도, 동양사의 김상기, 그리고 수학과의 최윤식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 어른들을 뵈면 백설로 뒤덮인 태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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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보는 듯했지. 먼발치서 바라보기만 할 상이었고 감히 넘어설 생

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 그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교수

로 임명되었지만, 위에 예를 든 분들은 한국의 학문을 일으키려는 지사

와 같은 풍모를 지니신 분들이었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학문을 위해서 독립투사처럼 살다 가신 분들이라는 뜻이야.”

문리 수학과 이야기

서울문리 라는 단어가 많은 학생들에게 익숙지 않을 거라 생각하

여 박세희 선생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서울문리 와 그 시절 수학과에

한 이야기를 담아보겠다.

먼저 서울문리 는 서울 학교의 동숭동 캠퍼스 시절의 분과 학인

데, 1975년에 서울 학교가 관악산으로 종합화될 때, 문사철을 중심으

로 하는 인문 학,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심리, 지리 등의 사회과학

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질, 천문, 기상 등을 다루는 자연과학 학

으로 삼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8년 6월 말에 서울 학교 문리과 학 학생회가 간행한「문리과

학 (교수, 졸업생, 학생회원) 명부」에 의하면 수학과에는 교수 최윤

식, (전임)강사 이임학, 시간강사 박정기, 유충호 선생님께서 계셨고,

재학생으로서 우리 수학계에 이름이 남게 되는 분들은 당시 구제 3학

년에 윤갑병, 신제 3학년에 송옥형, 구제1) 2학년에 김정수, 박을룡, 최

병성, 한화석, 신제 2학년에 하광철(물리학과), 신제 1학년에 김증호,

신현천, 엄장일, 이부생, 이일해 선생님 등이시다.

1950년 의 교수진은 최윤식, 윤갑병, 최병성, 하광철, 최자훈, 권경

환 선생님, 1960년 후반부터 1975년 관악으로 오기까지 10년 동안의

교수진은 취임순으로 최지훈, 윤재한, 김제필, 박을룡, 박세희 선생님

까지 다섯 분으로 되어 있다. 결국 1946년에서 1975년까지 30년 동안의

서울 학교 문리과 학 수학과는 모두 11분의 교수진과 그보다 훨씬

많은 강사진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문리 마지막 시기의 생활에 관하여 박세희 선생님께서는 2004년 7

월 15일 서울 동창회보「느티나무 광장」에 다음과 같이 쓰셨다.

‘나의 젊은 날의 초상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학원소요, 기

초생계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월급, 다섯 여섯 과목의 과중한 강의, 여

름 무더위, 겨울 강추위, 얼어붙은 창고와 같은 강의실과 연구실, 수 없

는 불면의 밤, 아무 보상도 없이 36년간 계속한 세미나, 그런 세미나 후

늦은 저녁 제자들과 함께 허기진 배를 채우던 싸구려 막걸리의 맛….

그러면서도 꿈을 키웠고 서울 를 키웠다.’

이처럼 힘겹게 키워온 문리 수학과는 1975년에 공 응용수학과

와 교양과정부 수학교실과 합쳐져 자연과학 학 수학과로 바뀌어, 그

역사를 끝내게 되었다. 

박세희 선생님의 회고담 중 서울문리 에 한 중요한 이야기를 싣

는다. 

“전임강사 취임 직후에 학생들의 열정에 못 이겨 부산 피난 시절 이

후 소멸되어 있던 문리 수학과 동창회를 재건하여 제2 동창회장

김정수, 부회장 송옥형 그리고 나로 임원진이 구성되었지. 이 동창회는

1972년 내가 도미한 이후 아무 활동도 하지 않다가 75년 귀국 이후 다

시 열려서 제3 송옥형 회장을 선출한 이후 지금까지 연면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한편 1970년 주임교수 시절에는 선배들의 열망에 따라,

최윤식 선생님 이후 최초로 구제 박사를 배출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

단다. 그리하여 1976년까지 15명 정도의 구제 박사가 배출되었지. 부

실한 학원 강의 신에 1966년 겨울부터 시작한 세미나를 퇴임 직후

인 2001년까지 36년간(외국에 체재하여 중단된 총 4년 여 포함) 주재하

어. 1975년 귀국 이후 이 세미나를 통하여 학원 강의에 주력하 는

데, 연 인원 30명 정도가 참여하여 주로 일반위상수학, 수적위상수

학, 비선형해석학, 부동점이론, KKM 이론을 주제로 하 지. 이 결과로

석사 근 20명과 1980년 이후의 초기의 신제 박사 10명을 키워냈고,

본인의 논문을 포함하여 300편 이상의 논문을 생산해냈어.”

한수학회 이야기

“1952년 한수물학회에서 한수학회가 발전적 분리가 되면서 동림

께서 초 회장을 역임하시게 되었지. 그리고 59년에 수학과의 미발령

무급조교로 일하면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수학회 총회에서 잡무를

맡아본 것이 내가 한수학회와의 첫 인연이라네. 그 후 1970년에 문리

수학과 주임교수와 1971년에 한수학회 총무이사를 맡게 되었고,

72년 정기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고 3년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

아왔어. 그 뒤 1980년에 부회장을 맡으면서 한수학회를 현 적으로

운 하고, 바닥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기금 모으기에 열중한 것이 몇

년 후에 마포에 사무실 하나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또한, 

한수학회 임원진을 젊은 세 로 교체하고, 회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

는 등 학회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 굉장히 할 일이 많았어. 

그 중 하나 기억나는 것이, 외부 학술상에 도전하여 학회의 명성을

끌어올리고 기금을 마련하게 된 일이지. 그때‘부회장이 발의하 으니

부회장이 나가라.’라는 바람에 모자란 줄 알면서도 1981년에 서울시

문화상 자연과학 부문 수상자가 되었고, 그 뒤 외부에서 주는 상만 기

하지 말고 한수학회상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어, 정통성과 진정성

1) 여기서 구제는 학부를 3년으로 구성한 예전의 학칙을 뜻하며 신제는 학부를 4학년으로 구성한 새로운 학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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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리나라 수학계 최고의 상인 지금의 한수학회상 제도를 만들

었지. 돌이켜 보니 동림께서 내어주신 그 방 한 숙제를 하기 위해 부

족했지만 참 많은 일을 했구나 싶어. 이렇게 문리 수학과와 한수학

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많은 일들을 도맡아 오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상당히 흘 더라고.“

박세희 선생님께서는 1968년 이후 수학회의 편집위원, 총무이사, 부

회장, 회장(1982-84)을 역임하시면서 한수학회지, 수학교육논총, 논문

초록집, 한수학회 뉴스레터 등을 정기간행물로 창간하시고, 춘계발표

회와 수학교육 심퍼지엄을 새로 정례화 하셨으며, 수학회상 제도를 확

립하셨고, 기금 조성에 힘썼는데, 이런 사실들은 오늘날의 수학회 연혁

에조차 나타나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께는 초 회장부터 현 회장

까지 모든 회장과 격의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실 것이다.

책이 없어 공부하기 어려웠고, 책이 없어 공부하기 쉬웠다

“문리 시절의 선생님들은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나라의 학문을 어

떻게든 일으키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이지. 당시의 교수

님들은 주로 일본에서 공부하던 노트를 받아쓰게 하거나 판서해 주시

면서 간신히 학문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단다. 그때는 공부하고 싶어

도 책이 없어서 하질 못했는데. 동림께서는 1년간 미국 시카고 학에

서 연구하시면서 그 학 교재를 가지고 오셔서 교육의 내용을 혁신하

셨어.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한 교수들도 자신의 학위논문의 참고

논문조차 복사해 오지 못하여 후속 연구를 못하던 형편이었지.

내가 너무나 늦게 미국에서 공부를 한 덕에 참고 문헌은 충분히 복사

할 수 있었는데, 귀국했을 때에 한 스승님께서‘그래 논문은 얼마나 복

사해왔는가?’라고 물으셨지. 복사한 논문을 쌓아놓으면 2 미터는 족히

되었을 것이네.

정년할 때까지 족히 5 미터는 모았는데, 요즈음에는 PC에 저장할 수

있고, 또 집이 협소하기도 해서, 외국에 다니면서 그토록 힘들게 복사

한 논문들을 전부 버려야 하는 시절이 온 거 같아. 

지금도 농담처럼‘우리는 책이 없어 공부하기 어려웠고 지금은 책이

많아 공부하기 좋다. 한편, 우리는 책이 없어 공부하기 쉬웠고 지금은

책이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농담을 하곤 해.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환경이 좋은 학에서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책

을 보며 공부할 수 있잖아. 우리 학생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를 잘 이해하고, 동림 선생님같이 서울 수학과와 한국 수학계를 위해

힘쓰신 분들의 노고를 바르게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들려주신 박세희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박세희 선생님께서는 1984년에 한수학회 회장직을 내려놓으시고

쉰의 연세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시어 부동점이론과 KKM이론에

관한 많은 논문을 내셨고 지금까지도 연구에 몰두하고 계시다. 또한,

현재까지도 유럽, 미국,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많은 학술회

의에 활발히 참가하시고 미국수학회 논문 논평자(A.M.S. MR

Reviewer)로서의 활동도 계속하고 계시다. 외국 학계에서의 평가를 보

여주는 사실 두 가지만을 든다.

1. According to MathSciNet, Sehie Park has 257 publications and is cited

955 times by 235 authors (July 2011). Also he reviewed 263 papers

for MR.

2. In September 2010, the Hindawi Publishing Cooperation announces

that one of its journals "Fixed Point Theory and Applications" will

publish a "Special Issue on S. Park'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Fixed Point Theory and KKM theory" on Sept. 1, 2011 with the

Guest Editors M. A. Khamsi, Y. J.  Cho, and J. K. Kim. From 2011,

the journal will be published by Springer Verlag, Germany.

박세희 선생님께서는 동림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후배 교수님들

의 노력으로 우리 수학과가 이렇게까지 발전해왔다는 점을 알려주셨

다. 그는 또 동림 선생님의 이야기와 더불어 한국수학사에 관한 이야기

를 마치 할아버지가 옛날이야기를 읊어 주시듯 재미난 이야기로 풀어

주셨다.

[홍보기자] 김진수, h2blast2@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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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우리 수학계의 역사

제3부는 우리나라 수학계의 역사를 다룬 자료들을 모은 것이다. 대부분 엮

은이가 쓴 것이나, 개중에는 70년사 편찬위의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것도 있

다. 이 제3부는 1946년 스승님의 학회 창설에서 비롯되는 글들로 이루어져 있

으며앞으로후대에게중요한사료가될것이다.

1번 “대한수학회의 35년”은대한수학회창립 35주년기념강연으로 1981년

10월 10일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연례총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상 대한수학회의 역사를 다룬 최초의 문헌이다. 그 해 여름 방학 내내 혹

독한더위속에서작성되어무척고생스러웠다.

서울대학교에서는 20주년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마다 그 역사를 간행해 오

고 있는데, 처음으로 30년사 (1976년 간행)에 엮은이가 수학과의 역사를 썼고,

다시 1996년에 2번 “서울대학교 50 년사, 수학과”를썼다. 서울대학교의초기

문헌은 광복 직후의 혼란과 6.25 전쟁 전후의 인재와 자료의 소멸로 오늘날의

여러간행물의기록이상당히부정확하다.

2015년에 “대한수학회 70년사”의 편찬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수학계의

초기 역사를 밝히려 한 것이, 3번 “대한수물학회는 어디로 갔는가? –대한수

학회의연원을찾아서”와 4번 “조선수물학회의시작과끝”이다.

5번 “대한수학회 70주년 기념사”는 70주년 기념식에서 최원로 전임회장

으로서 또 70년사 편찬위원장으로서 연설한 것이며, 6번 “대한수학회와 함께

60년”은 70년사에시실린회고문에약간덧붙인것이다.

7번과 8번은 “대한수학회의 70년”을 각각 대한민국학술원 통신과 서울대

학교수리과학부의 Mathematics Newsletter에발표한것으로, 두기관소속인

에게수학회의활동을각인시키려는목적이었다. 그내용은대동소이하다.

끝으로 9번 Seventy Year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는영어상용

자를 위한 것으로, 70년사 편찬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이며, 70년

사에실려있는것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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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학회의 첫 35년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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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한수학회는 1981년 10월에 그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였다. 8.15 해방 직

후의 혼란하던 때인 1946년 10월에 창립된 대한수물학회는, 4년 후 닥쳐온 전

화의소용돌이속인 1952년에대한수학회로분리되며, 1978년에는사단법인으

로 재창립되었다. 이에 35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사람의 증언과 여러 가지 자

료를토대로하여그동안의역사를살펴보고자한다.

수학회는 이렇다 할 창립기념행사도 없이 지내다가, 1970년에 초대 최윤식

회장의 10주기를 맞아 추념문을 회보에 실을 때, 최 회장의 이력서 속에서 창

립연대를확인하고, 이를한국물리학회에도통보하였다. 연이어, 1971년격렬

했던 학원사태 때문에 정기총회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열렸으며,

이 때 간단한 2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때의 기념식은 회장의 기념사와

한국물리학회 전 회장 권영대 박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기념 페넌트가 만들어

져배부되었다. 그뒤 5년후에는비교적성대한 30주년기념행사를가졌고이

번에 35주년을맞이하게된것이다.

창립이래의시대구분은제1기(1946-1960),제2기(1961-1970),제3기(1970-

1981)로 나누었다. 제1기의 회장은 최윤식, 분리된 이후의 부회장은 장기원,

심형필이고, 제2기의 회장은 장기원, 박경찬, 부회장은 오용진, 윤갑병이며,

제3기의 회장은 김정수, 박을룡, 권택연(현)으로 이어지고, 부회장은 박을룡,

손문수, 정운경, 엄장일, 권택연, 민사기, 엄상섭, 박세희로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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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해방 당시의 우리의 수학인구는 극히 적었다. 이 때, 고등교육기관의

수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분은 최윤식(경성광산전문학교, 뒤에 교장, 서울대

학교문리과대학장)와장기원(연희전문학교, 뒤에연세대학교부총장)의두분

뿐이며,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대학의 조수, 연구원, 대학원학생, 중등교

원으로있었던분이 10여명이었다.

이들이 해방 직후의 우리나라 대학 수학교육의 주역이 되는데, 당시의 사

회적 정치적 혼란과 국대안 사건의 와중에서 일부는 월북하고, 남은 분들이

1946년 10월에 뜻있는 물리학자들과 더불어 대한수물학회를 창립하였다. 이

는국립서울대학교의발족과거의때를같이한다. 학회의창립은서울대문리

대의교수들이중심이되었는데, 회원수는 40명을조금웃도는정도의집회였

으며, 수학회회원은대학생을포함해서 24명에지나지않았다.

참고로이때의대학의형편을살펴보자. 1945년경성대학이학부수학과가

개설되어 46년 2월에 8명의 학생이 등록하였고, 이듬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

학 수학과로 개편되면서 교수 최윤식, 전임강사 이임학, 강사 박정기, 박경찬,

신영묵, 유충호로 교수진이 짜여졌다. 한편 서울대학교의 공과대학 수학교실

은 박경찬, 정봉협, 이정기로 이루어졌으며, 1948년에는 대구사범대학에 오용

진을 중심으로 하여 수학과가 개설되었다. 또, 1949년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연희대학의 수물과에서 수학과가 분리되었고, 교수진은 장기원, 박정기를 중

심으로하였다.

수학회 창립 당시의 사회적 혼란상은 학회에도 파급되어 좌우 양파의 불협

화음은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였다고 전해진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정기총

회와 발표회를 연 2회씩 대한수학회의 매년 봄·가을에 가졌는데, 1948년 10월

의 경우, 최윤식이 Fourier 급수, 장기원이 산목을 쓴 Horner의 방법을 차트를

써서발표하였고, 또그밖의몇분이연구발표를하였다.

이 시기에 이미 이임학은 Bull. Amer. Math. Soc.에 한 편의 논문을 발표

하였고, 6.25 뒤에캐나다로건너가 “단순군”의발견으로세계적으로알려지게

되었다.

이 같은 업적 이외에, 초창기의 한국 수학계는 중고교 교과서의 집필과 체

계적인 대학 수학강좌를 세우는 데 힘을 썼다. 그 내용도, 예를 들면, 서울 문

리대에서는고전적인해석학, 기하학, 기본적인현대대수학이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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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동란을 만나 부산이 임시수도이던 1952년 10월에 대한수물학회가 분

리되어 대한수학회가 창립되었는데, 이 때의 총회는 50여명이 모여 경남상고

에서 열렸으며, 회장에 최윤식, 부회장에 장기원, 간사로 주석순을 선임하였

다.

이당시에, 전시연합대학이란형태를거쳐서여러도에지방국립대학이생

기면서 수학과의 수가 늘어났다. 이 때에 특기할 만한 것은, 서울대 문리대를

중심으로하여, 최윤식, 이임학, 윤갑병, 김정수등이등사판으로된논문집형

식의 “지상담화회”란 소책자를 두 번 발간한 것이다. 이것은 뒤에 서울문리

대의 “수학과회지”라는형태로 1959년제6집까지발간되었다. 이 “과회지”의

5집까지는부산에서발행된것으로보이며, 모두남아있는것같지않다.

3

1953년 환도 후 1954년 5월에 제2회 정기총회와 연구발표회를 서울고등학

교에서 가졌으며, 그 뒤로 매년 두 차례씩 집회를 가졌는데, 처음에는 주로 서

울대 문리대에서만 주최하다가 차차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지방대학에서도 열

리게 되었다. 한편, 1954년경에 대한수학회의 기관지로 ”수학교육” 제1집이

발간되었으나 현재 복사본만 남아 있으며, 1957년 봄과 1958년 봄 두 차례에

걸쳐 제2집과 제3집이 발행되었다. “수학교육” 제2집은 본문 104페이지의 프

린트 판으로, 최윤식의 ”최근 수학의 동향”을 비롯한 여섯 분의 글이 실렸는

데, 대체로수학교육에관계되는내용이며, 문교부제정수학술어집이들어있

다. 여기에는 1956년 9월 15일에제정된회칙이실려있고, 임원진은

회장: 최윤식

부회장: 심형필, 장기원

이 사: 정의택, 정봉협, 김병희, 최병성, 이우한, 유찬식, 정구성, 박원익, 조병국,

한필하, 이성헌, 김창호, 오용진, 이영필, 조기환, 지기룡

감사: 박경찬, 이정기, 신원근

이었는데, 1952년분리후의임원과대동소이하리라고본다. 이분들은대체로

대학, 고교, 문교부에재직하고있던분들이다.

“수학교육” 제3집은 68페이지로서, 최윤식의 ”회상과 전망”을 비롯한

18분의 글이 실려 있다. 이들은 수학교육에 관한 4명의 글 외에 홍성해, 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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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박한식, 엄상섭, 배미수, 최태호, 안재구, 김순규, 이춘원, 김주환, 김진배,

김동기, 한경택의 논문이며, 앞의 세 분 것을 제외하고는 영문 타이프로 된 등

사판이다. 이 제3집은 당시의 문리대 조교 이동우가 편집하였다. 위의 논문들

은 대체로 1958년 5월 31일의 정기총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제3집에

따르면, 이사진에

임창구, 김정수, 계일형, 정홍근, 박종근, 홍성해, 김진배, 강명경, 박을룡, 유희세,

박정기, 강근, 장재일, 정진명

이 보강되어 있다. 이는 전국 대학의 수학과가 30여개로 늘어난 데에 발맞춘

것으로해석된다.

또, 전기 최윤식의 글에 따르면 1957년 춘계총회가 서울대 문리대에서 열

렸고, 전기 제2집이 이 때 배부되었으며, 이 때에 박정기, 박을룡, 이기안, 유

희세, 강신원 외 10여명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1957년 추계총회는 경북대

에서 열렸고, 최윤식, 오용진, 장기원의 특별강연 외에 박정기, 박을룡, 엄상

섭, 안재구, 서태일, 최태호, 배미수, 김진배, 하광철, 길선형, 윤옥경, 윤재한,

장재일, 김주환, 최윤식이연구발표를하였다.

이와 같이, 주로 서울대 문리대에서만 열리던 총회가 1957년 가을 경북대

에서 열린 것이 학회의 진일보를 뜻한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박정기의 노력

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한 경북대학교의 문리대-사대 수학과는 1958년

에 “The Kyungpook Mathematical Journal” 이란 제호로 영문 논문지를 창간

하여, 우리 수학계의 역사상 획기적인 거보를 내어디뎠다. 경북 Journal은 이

제까지 24년간 각국에 배포, 교환되었고, MR, Zentralblatt 등에 Review 되었

다. 경북학파는 이밖에도 수학회의 정례발표회의 반 가량의 발표를 거듭하여

단연우리학회의일대중심세력이되었다.

위와 같은 수학회의 활동 외에도, 우리 수학계에 뜻있는 일로는, 6.25 이후

에도미유학의길에올랐던이임학, 임덕상, 윤갑병, 권경환, 이정림이이맘때

에 학위를 받고, 또 여러 편의 논문을 미국잡지들에 발표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밖의 학계활동으로는 최윤식, 하광철, 박세희가 서울대의 ”문리대 학보”에

몇편의해설논문을실은것도기억될만하다.

이 시기의 수학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1959년에 공

사에서주최한정기총회와발표회의경우를들어보자.

어느날 문득, 최윤식회장께서 “아참! 수학회를 열 때가 되었군.” 하시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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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얘기가 오고 가던 공군사관학교 수학교실에의 연락을 조교이었던 박세

희에게 지시하신다. 그 다음에 회장 손수 동아일보에 가셔서 2단-10행 정도의

광고를 내시고, 조교를 시켜 각 대학에 있는 이사들에게 등사로 된 편지를 내

어회원들에게주지시킬것을요망한다. 총회당일모인회원들의등록을받고

오전에는 총회 및 몇 사람의 특별강연, 그 동안에 준비를 하여, 오후에는 회원

전원이 한 분과로서 발표회를 가지고, 저녁 때는 서울대 교수회관에서의 리셉

션으로 막을 내린다. 이 때 발표를 한 분들 중 생각나는 대로 들어 보면, 윤갑

병, 이기안, 이석구, 박한식, 노재철, 박을룡, 김동기, 유희세, 박세희와그밖의

몇분이었다.

1960년 8월 3일, 4.19 직후의혼란중에최윤식회장께서서거하시었다. 이

에 앞서 1959년 11월 28일 최 회장의 회갑에는 최 회장과 제자들의 글을 엮어

만든조촐한 “송수기념집”이간행되었다.

제1기의수학회는최윤식회장의고군분투시대로서, 무에서시작하여명실

공히 우리나라 유일한 수학계의 조직체로 자라났다. 당시의 형편상 학자와 교

육자의 연합체이기는 했으나, 꾸준히 발표회를 가지는 등 초창기의 중고교 및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연구의 토착화를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한편, 1950년

대 말부터는 해외 유학의 기회를 가진 회원들이 더러 돌아와서 대학교육이 강

화되고, 대학원 교육이 정상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연구풍토의 토착화에 크게

보탬이되었다.

4

최윤식 회장의 서거와 그 다음해의 5.16 혁명 후의 사회단체의 활동금지로

1960년에서 1962년까지는 학회활동이 별로 없었다. 이에 회장직을 승계한 장

기원 회장과 하광철, 우성구, 박한식, 이우한의 노력으로 수학회의 활동이 재

개되어, 사무실을연세대안에두게되었다.

이 때에 우성구가 총무로서 학회의 살림을 맡아, 우선 1962년 10월 9일에

연세대에서 재발족한 정기총회와 발표회를 가졌다. 우선 이 총회에서는 매년

10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서울과 지방의 대학이 교대로 주최하기

로하였다.

이제 참고로 1962년 재발족 이후 35주년 시기까지의 정기총회 일시, 주최

기관, 주관회원및요점을종합해보면다음페이지의표와같다.



일시 주최 주관 주요내용

1962. 10. 9 연세대 우성구 장기원 회장

1963. 11. 23 전북대 박종근 회칙 개정, 21명 발표

1964. 6. 6 해사 윤옥경 회지 《수학》 창간호 배부

1965. 11. 20 서울사대 박한식

1966. 10. 24 조선대 강종식

1967. 10. 23 서울공대 정봉협 박경찬 회장

1968. 10. 25–26 부산대 엄장일 상임이사 분임제, 12명 발표, 9명 강연

1969. 10. 24–25 단국대 김형보 20명 발표, 12명 강연, 127명 참석

1970. 10. 23–24 충남대 신용태 김정수 회장, 104명 참석

1971. 10. 29–30 KIST 박세희 25주년, 25명 발표, 12명 강연, 160명 참석

1972. 10. 2–3 전남대 정진명 30명 발표, 9명 강연

1973. 10. 8–9 서강대 노재철 31명 발표, 6명 강연, 260명 참석

1974. 10. 4–5 울산공대 이도원 박을룡 회장, 21명 발표, 5명 강연

1975. 10. 3–4 아주공대 최희균 24명 발표, 5명 강연

1976. 10. 1–2 서울자연대 이일해 창립 30주년, 29명 발표, 8명 강연

1977. 9. 30–10. 1 해사 윤옥영

1978. 10. 7–8 성균관대 엄상섭 사단법인으로 개편, 31명 발표, 4명 강연

1979. 10. 20–21 계명대 신용태 31명 발표, 5명 강연

1980. 10. 3 인하대 구자흥 권택연 회장, 51명 발표

1981. 10. 9–10 영남대 조 용 35주년, 40명 발표, 10명 강연, 450명 참석

1963년 11월 23일 전북대에서의 총회(주관 박종근)에는 명효철 외 20명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 때 회칙을 개정하였는데, 주요골자는 상임이사제를 도

입한 것이다. 이 때에, 전 임원진에 윤갑병 이사를 부회장으로, 박한식을 새로

이사로보강한결과, 임원진은다음과같이되었다.

회장: 장기원

부회장: 오용진, 윤갑병

이 사: 조병국, 이성헌, 김병희, 조기환, 이정기, 정봉협, 박정기, 유희세, 장재일,

박종근, 강종식, 한필하, 김창호, 박한식

상임이사: 이우한, 박한식, 우성구, 하광철

감사: 하광철, 박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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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전기 두 분을 빼놓고는, 이들 임원은 1962년 연세대에서의 재발족

시에선출된것같다. 또, 이때에기관지를간행키로결의하였다.

이리하여 간행된 대한수학회지 ”수학” 제1권(1964년 4월)은 본문 36페이

지로서, 장기원 회장의 창간사 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학원 강좌 정도의 강

의의 연재와, 석사학위논문, 학회발표논문요지, 각 대학 및 회원동정을 싣는,

다분히 계몽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 창간호에는 이우한, 신홍철의 논문 외에

여섯 편의 해설과 서평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오늘날의 ”회보”와 비슷

한 성격의 것이었다. 이 창간호가 훨씬 뒤의 회지(Journal), 회보(Bulletin)의

제1권으로간주되는셈이다.

이 창간호 속에 1962년 재발족 이후의 회비 납부 상황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1962년도 회원수 51명 회비납부인원수 42명

1963년도 회원수 80명 회비납부인원수 44명

1964년도 회원수 80명

이창간호는 1964년 6월 6일의해사총회(주관윤옥경)에서배부되었다.

”수학” 제2권(1965년 10월 간행)은 32페이지로서, 장영식, 주진구, 윤옥

영, 민호기의논문외에 1964년 5월의서울대문리대수학심포지움소개와경

북 Journal의 창간호 이후의 제목이 소개되고 있다. 한편, 수학회가 한국수학

교육회와공동으로발간한대학입학모의시험문제집(1964년 9월)을 7000부판

매하여총수익금 105,000원중절반을받았음을보고하고있다.

1965년 11월 20일 서울사대에서 열린 정기총회(주관 박한식)에서는 하광

철(도미) 대신 박경찬을 감사로, 박을룡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김창호 이

사(작고) 대신 최지훈을 선임하였다. 또, 문제집(65년도) 수익금 60,000원 중

절반을받았음을보고하고있다.

”수학” 제3권(1966년 10월)은 5편의 논문과 3편의 해설로 38페이지로 간

행되었다. 여기에서, 대한수학회가 1966년 7월 9일자로 전국과학기술단체총

연합회(약칭과총)에가입되었음이보고되었다.

이때까지 제1권, 제2권은 동명사의 협조로 주로 이우한이 편집하였으나,

65년 총회시 장 회장의 간청에 따라 서울대 문리대가 편집을 맡기로 하여,

제3권 이후는 박세희가 주로 맡았다. 한편 우성구 상임이사의 병환으로 박

을룡 상임이사가 총무를 담당하기로 되면서 수학회 사무실이 서울대 문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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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게되었다.

1966년도 조선대 총회(주관 강종식)에서는 회비가 300원으로 인상되었고,

임원진은김병희, 조기환이사대신김응태, 신현천이교체되는외에는그대로

유임되었다. 이때에조선대총장초청오찬이있었다.

1966년 11월 5일 장기원 회장이 급서하였고, 그 뒤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박경찬을회장직무대행으로선임하였다.

”수학” 제4권(1967년 10월)은 36페이지로서 6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1967년도총회(서울공대, 주관정봉협)에서배부되었다.

6

창립이후 ”수학교육”으로 3집까지(1953-1958), ”수학”으로 4권까지(1964-

1967) 명목만을 유지해오던 대한수학회지는, 1968년에 회지와 회보로 분리되

어각제5권으로시작된다.

”대한수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는 전적으

로 영문 논문(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영문, 두세 편이 불문)만을 수록하고, ”대

한수학회보”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는 국문, 영문 공

용으로서종래의 ”수학교육”과 ”수학”을대신하는성격을띠고있다. 이들기

관지는 각 연 2회 총 400페이지 규모로 간행되어, 세계 각국의 대학, 연구소,

학회, 도서관과교류하는데쓰이며, 회원은물론외국학자들의투고를받아들

여, 세계적으로배부되고있다.

이들 잡지가 간행되게 된 동기는 과학기술처의 발족과 함께 학회간행물 출

간보조비로 우선 10만원을 1968년 9월에 받은 데 있다. 당시 긴급히 소집된

이사회는 임시로 편집위원을 김치영, 김정수, 박을룡, 이우한, 김제필, 박세희

에게위촉하기로하였고, 편집위원회는몇차례의회동끝에원칙적인몇가지

사항에만 합의를 보고, 여타 사항과 실행은 전적으로 박세희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이에 서울문리대의 교수, 강사, 조교, 대학원학생이 동원되어 당시의 민

중서관의 협조로 두 주일 만에 만들어 낸 것이 회지 제5권이다. 이 회지는

Trans. Amer. Math. Soc. 의 체재를 따르기로 하고, 활자, 용지 등에 최량

의 것을 쓰기로 하였다. 부산총회에 대어가야 한다는 시급성이 있어 그 전

날 밤 11시경에야 교정이 끝이 나서 밤새에 인쇄 제책된 것을 이튿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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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선정과사이즈에착오가있었다.

하여간, 총 42면에아트지인쇄로최지훈, 박세희, 이우한, 한화석, 김제필,

윤재한, 윤옥경, 정재명, 김종호의 논문이 실렸다. 이 회지는 6권부터는 두 호

로간행되어왔고, 17권(1980-81)의경우 284면에 29편의논문이실려있다.

한편 회보 제5권은 부산 총회 후인 그 해(1968년 12월)에 100면에 11편의

논문과 학회관계 기사를 실었으며, 17권(1979-80)의 경우 158면에 18편의 논

문이실려있다.

그동안이들기관지를맡아심혈을쏟은이들은차례로박세희, 이우한, 권

택연, 엄상섭, 박승안이며, 특히 엄상섭은장기간에 걸쳐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힘들게수행하였다.

회지가 간행되던 1968년도의 정기총회(부산대, 주관 엄장일, 10월 25-

26일)에서는 12명의 논문발표와 9명의 학술토론발표가 있었다. 보고사항으

로 1968년도 과학기술처 보조금 30만원을 받아 이것으로 회지와 회보를 각

500부씩 발간하기로 하였는데, 이 때의 자체수입은 45,000원에 불과했다. 결

의사항으로는 상임이사를 분임제로 하기로 하여, 총무이사에 박을룡, 조병국,

재무에 신현천, 유희세, 편집에 이우한을 선임하였으며, 다른 임원은 유임되

었다. 또 회비는 5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 때에 부산수산대의 초청으로 회원

모두가실습선에승선하여순항리셉션을가졌다.

이해 11월 11일에 1961년이후상임이사로크게공헌했던우성구가숙환으

로별세했다. 그가가지고다니던깨알같이기입한수첩꼴의수학회장부가당

시의수학회의어려웠던살림을잘말해주는유물이다.

1969년 정기총회(단국대, 주관 김형보, 10월 24-25일)에서는 등록회원수가

127명이며, 20명의 발표와 학술토론 8명, 3명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이 때의

과기처보조금이 10만원으로 줄었다. 한편, 총회에서는 이사 수를 증원키로 하

고, 회비를 1,000원으로인상하였으며, 학술발표준비위원회를두기로하였다.

이와같이제2기에는학회가재발족하였고, 회지를정상적으로간행하기는

하였으나, 재정적으로는 자립도가 약하고, 회원수나 발표건수도 많지가 못했

다. 운영 면에서도 총무 중심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관리 면에서도 문서

나자료가별로남아있지못하다. 그러나제1기에비하여는현격한발전을보

였으며, 그러한점에서이시기에살림을맡아한우성구, 박을룡두분의공적

이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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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에도 수학회는 음지에 있었다. 그러나, 학회지 발간과 더불어 활발

한연구의욕과학회에의참여의식이고조되고, 각대학의수학과의수가 30여

개를넘으면서, 수학회내부에개혁의기운이싹트기시작했다. 이에발맞추어

외국학자들이줄이어내한하면서, 국제적인강연회와세미나가열리게되었다.

1970년정기총회(충남대, 주관신용태, 10월 23-24일)는 104명이참석하여,

20명의 발표와 3명의 강연, 9명의 학술토론이 있었다. 이 때에 임원진의 개선

이있었는데,

회장: 김정수, 부회장: 박을룡, 손문구,

상임이사: 박세희(총무), 권택연(편집), 신현천(재무)

감사: 최지훈, 민사기

가 선임되고, 각 대학 대표를 비롯한 38명이 이사로 선출되었다. 이밖에 편집

위원회와 발표준비위원회(위원장 김치영)를 두기로 하여, 기관지 간행과 연구

발표를 수준 높게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각 이사들로 하여금 찬조회비를

갹출토록하여재정의자립과조직의확대·강화를도모하였다. 이총회후에는

첫날에충남대총장의리셉션, 둘째날에대전대학장의리셉션이있었다.

한편, 이해에유공자들에대한기념패가증정되었는데, 최윤식, 장기원, 박

경찬, 오용진, 윤갑병, 우성구, 이우한, 이준학 회원들의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이 수학회 사상 초유의 논공행상이다. 이를 위하여, 급한 김

에어떤도안집에들어있는수학의심벌로고를가져다가우리수학회의것으

로만들어쓴것이오늘날의우리로고이다.

1971년이 되면서 수학회는 외국학자들의 내방을 받게 되었다. 우선 3월

31일과 4월 1일에 B. Volkmann (Stuttgart대 수학과장)이 Goethe Institut의

주선으로내방하여서울대에서강연을하였다. 또, 주일프랑스대사관과학참

사관이총무이사를예방하였으며, 4월 14일에는 Wade Ellis (Michigan대대학

원 부원장)가 내방하였다. 7월에는 임덕상(Pennsylvania대)과 마츠무라 히데

유끼(나고야대)가 강연을 하였으며, 뒤이어 임덕상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에서 강연을 하였다. 이와 함께 수학회의 IMU에 가입하려는 노력이 시

작되었다.

25주년이 되는 1971년도 정기총회(주관, 박세희)는 학원사태로 말미암아

적당한 주최교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 KIST에서 열렸으며, 이 때 KIST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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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반드시기억되어야한다. 창립 25주년기념식에서는회장의기념사, 한국

물리학회의 권영대 전회장의 축사, 창립회원이었던 박정기 총장(경북대)의 회

고담이 있었고, 기념 페넌트가 배부되었다. 이어 10월 29, 30일 이틀에 걸쳐

160명의회원이모인가운데, 네개분과에걸쳐 25명의연구발표와 12명의강

연이있었다. 이총회에서회칙이개정되고, 상임이사진이다음과같이개편되

었다.

윤재한(총무), 엄상섭(편집), 김치영(발표준비), 이일해(재무)

이 총회에서의 세입은 366,106원과 과기처보조금 100,000원 뿐으로 회원

한 가구의 연간생계비에도 미달되는 것이어서, 회비가 2,000원으로 인상되고,

따로이사회비 20,000원을갹출하기로하였다.

한편, 최지훈이 문교부 후원으로 전자계산조직 과목 교과요목 세미나를 주

관하게 됨에 따라, 이를 수학회의 정보처리분과로 간주하기로 하여, 소위 ”편

승료”라는 명목으로 300,000원을 받은 것을 전기 이사회비와 함께 기금화하기

로한것이오늘날수학회기금의시작이다.

이 정기총회의 하일라이트는 10월 28일 전야제로서 지방회원 환영회를 쌍

용빌딩 스카이 라운지에서 가진 것, 29일 저녁의 창립기념 자축회와 30일의

KIST 소장초청오찬회이었다.

1972년에는 H. Hironaka (Harvard대, 교토대)와 Ki-Hang Kim (Pen-

broke대)이내방하여강연회를가졌다.

1972년도 정기총회(전남대, 주관 정진명, 10월 2, 3일)에서는 30건의 연구

발표와 9명의강연이 4개분과로진행되었고, 상임진이

이일해(총무), 노재철(발표준비), 김제필(편집), 임창구(재무)

로 바뀌었다. 또, 이 총회에서 학회기금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73년에

는 5월말에 F. Raymond (Michigan대), 6월에 S. Cairns (Illinois대), 9월에야

노겐타로(도쿄공대), 10월에 J. Neveu (Paris대)가내방하여강연회를가졌다.

이 해에 야노가 온 것을 계기로, 연세대와 경북대에서 미분기하학 심포지움이

있었다.

1973년도정기총회(서강대, 주관노재철, 10월 8, 9일)는 260명이참석하였

고, 발표회는 31건의 논문과 6건의 강연이 있었다. 이 해에 과기처 보조금이

30만원으로올랐다. 10월 8일에는서강대총장의리셉션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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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도 정기총회(울산공대, 주관 이도원, 10월 4, 5일)에서는 21건의 연

구발표와 5건의강연이있었다. 이때, 임원개선이있었는데,

회장: 박을룡

부회장: 정운경, 엄장일

상임이사: 이일해(총무), 엄상섭(편집), 김용운(발표준비), 신동선(재무)

감사: 이기안, 장태환

과 39명의이사가선임되었다.

8

1975년도 정기총회(아주공대, 주관 최희균, 10월 3, 4일)에서는 24건의 연

구발표와 5건의강연이있었다. 1975년에는권경환(Michigan 주립대), 1976년

에는김순규(Connecticut대)가내방하여강연회를가졌다.

1976년 6월 18일 제2회 미분기하학 심포지움이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렸는

데, 박을룡, 엄상섭, 야노를비롯한 11명이참가하였다.

30주년이 되는 1976년도 정기총회(서울대자연대, 주관 이일해, 10월 1,

2일)에서는 29건의 발표와 8건의 강연 외에 이동훈(Case-Western Reserve대)

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30주년 기념식에서는 회장의 기념사와 조완규 학장(서

울대자연대)의축사가있었고, 그뒤자축회를가졌다. 이때임원개선에서회

장은유임되고,

부회장: 권택연, 민사기

상임이사: 윤옥경(총무), 엄상섭(편집), 조태근(발표준비), 정영진(재무)

감사: 노재철, 조용

그밖에 41명의이사가선임되었다.

30주년을전후하여몇사람의외국인학자가내방하여기념강연을가졌다.

1977년도 총회(해사, 주관 윤옥영)에서는 이정림(Michigan대)의 특별강연

이있었다.

9

1978년에는 수학회가 사단법인으로 개편된 해이다. 10월 7일에는 사단

법인 창립총회(성균관대, 주관 엄상섭)를 가져, 평의원회, 이사회를 조직하

고, 경기·강원지부, 충청지부, 경북지부, 부산·경남지부, 전라·제주지부를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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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편집, 재무, 사업을 담당하는 이사 각 1인씩

과 무임소이사 2인, 지부장 이사 5인의 13인으로써 집행기구인 이사회를 두었

으며, 그밖에 해당 이사를 장으로 하는 편집위원회, 사업위원회, 재정위원회를

두기로하였다. 이에따라, 다음과같은임원이선임되었다.

회장: 박을룡

부회장: 엄상섭

상임이사: 이헌재(총무), 박승안(편집), 윤옥경(재무), 윤재한(사업), 신동선, 김

용운(무임소)

지부이사: 임창구, 손문구, 엄장익, 정진명, 오희준

감사: 노재철, 조용

그밖에 40명의평의원이선임되었다.

이해의연구발표회에서는 31건의논문발표와 4건의강연이있었다.

1979년 7월 20일-8월 14일에는 “한미수학워크샵’79”가열렸는데, 이는서

울대학교와 대한수학회가 공동주최한 것으로서, 11명의 연사가 3주간 연속하

여강연을하고, 그에대한토론, 세미나가있었다.

1979년도 정기총회(계명대, 주관 신용태, 10월 20, 21일)에서는 31건의 연

구발표와 5명의강연이있었다.

그리고 이 해에 특기할 것은 전라-제주지부에서 Honam Journal 제1권을

7월 31일에 발간하였는데,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이에 앞서 이 지부에서

는 5월 26일에 전남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총회를 열어, 10편의 논문발표회를

가졌으며, 또 매년 5월에 지부총회를 가질 것과 매년 한 권의 Journal을 발간

하기로결정하였다. 이같은활동이시작되기전에, 이미 1976년봄전남, 전북

대학교의 수학과 교류를 위한 첫 학술발표회를 가진 뒤 연 2회씩 회합을 가진

것이지부총회로결실된것이다.

전라-제주지부의 제2회 총회는 1080년 6월 20일에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되

어 논문 7편이 발표되었고, Honam Journal 제2권(논문 6편 수록)이 8월에 발

간되었다.

1980년도 대한수학회의 정기총회(인하대, 주관 구자흥, 10월 3일)에서는

51건의연구발표와강연이있었다. 이때임원진이다음과같이개선되었다.

회장: 권택연

부회장: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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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김종식(총무), 박승안(편집), 우무하(재무), 장건수(사업), 구자흥, 이

헌재(무임소)

지부이사: 김성극, 손문구, 엄장익, 이기안, 오희준

감사: 정운경, 정진명

이날오후에인하대총장의리셉션이있었다.

한편, 전라-제주지부는제3회총회(조선대, 1982년 5월 31일)를가졌고, 여

기에서는 13편의논문이발표되었으며, 또 Honam Journal 제3권(17편의논문

수록)이 1981년 10월에발행되었다. 이잡지는세계각국의여러 Journal과교

환되고있다.

35주년이 되는 1981년의 9월 22일자 Lion 교수의 편지에 따라, 우리 수

학회는 정식으로 IMU에 가입되었는데, IMU Bulletin 제18권(1981년 12월)

p.5에는다음과같이나와있다.

1.2. NEW MEMBERS The following applications for membership, upon rec-

ommendation of the E.C. of IMU, met with a favourable ballot among member

nations.

REPUBLIC OF KOREA: Group I

NAO: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c/o Department of

Mathemat- ics College of Natural Sciences Soe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

KOREA

NC: Address as above

Prof. Dr. Taikyun Kwon, President, Prof. Dr. Eulyong Pak, ex-president

The results of the ballot are as follows:

Total answers: 35 countries (81 votes): yes: 69 votes, no: 9 votes (5 c.) re-

strained voices: 5 (2 countries)

The admission starts on January 21st, 1981.

여기에서NAO는National Adherence Organization을나타내며, NC는Na-

tional Committee를가리킨다.

1981년도정기총회(영남대, 주관조용, 10월 9, 10일)에서는 40건의발표가

있었고, 이해의 3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0명의 학자들의 초청강연이 있

었다. 이는 우리 학회에서 초청강연제도가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또, 17권

까지의 회지와 회보의 저자색인이 간행되고, 대한수학회상을 제정하여 학술상

과공로상을해마다수여할예정으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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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의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는 권택연 회장의 기념사와 영남대 조

경희총장의축사가있었으며, 그뒤에조총장의리셉션이있었다.

1981년도의 잡지간행 결과를 보면, ”회지”가 17권2호(81년 2월)에 14편,

18권1호(81년8월)에 14편의 논문이 실렸는데, 총 28편 중 6편이 외국인이 투

고한것이다. “회보”는 17권 2호(81년 2월)에 9편, 18권 1호(81년 8월)에 5편

의논문이발표되었다. 또, 1981년 10월 16일에는제3회미분기하학심포지움

이성균관대학교에서열렸는데, 田代嘉宏, 박을룡, 엄상섭을비롯한 11명이참

가하였다.

10

50년대까지 50명 내외의 회원 수를 가졌던 대한수학회는, 60년대 이후의

대학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회원 수가 늘어났다. 1960년경 100명 내외에 불과

했던회원수는, 1965년에는총회참석자만도 100명을넘게되었고, 1981년현

재국내의회원 500여명, 외국인회원 30여명, 외국체류회원 40여명의규모가

되었다. 한편, 박사학위를가진국내회원의수도 150명에가까와지고있다.

참고로, 국내최초의 수학에 의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은 최윤식(1956)이며,

1960년 현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던 국내 회원은 최윤식, 윤갑병, 권경환의

셋이었다.

한편, 회원중에서학술원회원이된분은

최윤식 (1954-1960)

장기원 (1961-1966)

박정기 (1967-현재)

김치영 (1981-현재)

이다. 초기회원이었던이임학은 1963년부터캐나다왕립학술원회원(M.R.S.C.)으

로있다.

특히, 박정기는 다년간의 공적으로 학술원상, 경상북도문화상을 비롯한 여

러 상을 받았고, 김용운은 ”한국수학사”의 연구로 1977년도 한국일보 출판상

을 받았으며, 이기안은 위상수학의 연구로 1980년도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엄

상섭은 미분기하학의 연구로 1981년도 과학기술유공포상자로 국민훈장모란장

을 받았으며, 박세희는 부동점이론의 연구로 1981년도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받았다.

그밖에도 회원 중에는 서훈자가 다수 있으며, 또 각 대학의 총장,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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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처장을역임하신분이 30명을넘는다.

11

수학회는 재정 면에서 볼 때, 다년간 회비에만 의존하여 자립도가 약했다.

68년이후의과기처보조금은수학회를활성화하는데큰도움이되었으며, 현

재에도 과총을 통하여 한국과학재단과 문교부의 보조를 일부 받고 있다. 재정

면의 자립도를 잘 말해주는 일례로 1971년도에 예산 30여만원으로 한 가족의

생계비에도 미달되던 것이 1980년의 예산 800여만원은 역시 비슷한 형편이라

볼수있겠다.

1971년도에 시작된 기금모집계획도 1979년도의 홍성대씨의 500만원 희사

를 합쳐서, 1981년 말 현재 950만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재정에 관한 자세한

것은회보에실리는연례보고를참고로하면될것이다.

12

그 동안의 연구 활동의 내용은 회지, 회보에 기술되어 있다. 해방 당시 대

학에제대로된수학과하나도없던것이, 오늘날에는전국적으로 50개에가까

우며, 그교과내용도점진적으로수준이높아지고다양화되었다. 이결과로대

학수학과의 교과내용이 표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1977년에는 “실험대학

을 위한 수학과모형교과과정”이 권택연, 김치영, 유희세, 박세희에 의하여 연

구되었다.

각 대학에 있어서의 대학원교육도 강화되어, 10여개의 대학이 박사과정까

지의 일반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경우 70여명의

석사과정학생과 20여명의박사과정학생에대하여매학기 12개내외의수준높

은강의가이루어지고있다.

지난 35년간 회원들의 수도 늘어났지만, 회원들의 연구 분야도 다방면으로

넓어졌고 그 질도 크게 향상되었다. 한국과학재단, 산학재단, 아산문화재단,

문교부등여러재원에서연구비를지급받는회원수도늘어나고, 또국내외학

술지에탁월한연구결과를발표하는회원들도늘어났다.

연구자료 면에서도 일찍부터 경북대에서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잡지

확보에 크게 노력하여 상당한 수준의 도서실을 운영하여 왔다. 이에 따라, 수

학회에서도 1971년도에연구자료의풀제사용을할수있는제도를창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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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에 각 대학 비치자료 목록을 만들기도 했지만,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

였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1975년부터 5년간 AID 계획에 의하여 도서와 잡지를

다량사들였고, 또많은교수들을해외에파견연수시켰으며, 또재미학자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하는 등 앞으로의 대학원교육을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토대를 쌓았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수학회가 여러 가지 직접-간

접의혜택을보았다.

35년 동안의 회원의 연구업적은 여기에서 일일이 들기 어려우나 다만 ”회

지”와 ”회보” 17권까지의 저자색인(1982년 초 간행)이 참고가 될 것이며, 그

밖에여러학술지에실린것들에대하여따로역사적인검토가있어야할줄로

안다.

이 기회를 빌어 ”회지”와 ”회보”의 인쇄에 크게 협조하여 준 민중서

관(1968-69), 경북인쇄소(1969-1970), 신일인쇄사(1970-1971), 보진재(1971 이

후) 당국에 감사를 표한다. 특히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본 학회는 1981년

12월보진재김준기사장과이달훈전무에게감사패를드린바있다.

13

수학회를국제교류면에서살펴보자.

1970년대부터는 그 때까지 전무했던 해외학계와의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회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구, 발표를 한 수도 늘어났다. 1970년대 이후 많은

외국학자들이 내방하여 강연과 세미나를 가졌는데, 이들 중 주요한 분들을 차

례로들어보자.

1971년 B. Volkmann (Stuttgart대), Wade Ellis (Michigan대), 임덕상 (Pennsyl-

vania대), 마츠무라히데유키(나고야대)

1972년 H. Hironaka (Harvard대), 김기항(Ki-Hang Kim, Penbroke대), 최병성

(Alabama대)

1973년 F. Raymond (Michigan대), S. Cairns (Illinois대), 야노겐타로(도쿄공대)

1974년 G. Choquet (Paris대), 이정림 (Michigan대)

1975년권경환 (Michigan주립대)

1976년 김순규 (Connecticut대), 야노 겐타로(도쿄공대), 이동훈 (Case-Western

Reseve대), 이세키키요시(고베대), 김증호(East Carolina대)

1979년한미수학Workshop’79: 임덕상(D.S.Rim), H. Hironaka,고광일(K. Koh),

한경택(K.T. Hahn), W.J. Kim, F. Treves, W.M. Ow, B.Y. Chen, 권경환(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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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un), 이정림(C.N. Lee), F. Raymond

1981년 Ledger (Liverpool대)

특히, 위의 Workshop’79는 수학회와 서울대 수학과가 공동주최, 서울대와

한국과학재단의 후원을 받았으며, 해외에서 11명의 학자가 내한하여, 국내학

자 154명이참가한가운데, 3주일에걸쳐서진행된것이다.

한편, 1981년 9월에는 우리 수학회가 IMU (국제수학연합, 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에 정식으로 가입되어 국제적인 대열에 끼게 되었는데,

이는가입노력을시작한지꼭 10년만의일이다.

14

이상으로 우리 학회의 35년의 역사를 간단히 더듬어 보았으나, 단시일의

조사미비로 인하여 얼마나 바르게 기술되었는지 두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

다. 이 글을 토대로 하여 좀 더 면밀하고 올바른 기록이 50주년쯤에 발표되었

으면하는것이필자의소망이다.

지난 35년은 우리의 회원들이 문자 그대로 무에서 시작하여 큰 기틀을 다

져 놓은 시기라 생각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발자국씩 걸어 나오는 동안,

그 한 발자국을 움직이기 위하여 수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다는 것은 잊을 수

없다.

그러나우리가잘알다시피괄목할만한발전을거듭해왔다고말하기는어

렵다. 그러나 앞으로 50주년이 되고, 먼 후일 현재까지의 배인 70주년이 되었

을 때는 전반 35년 동안의 발전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발전이 성

취될것이며, 또반드시성취될것으로믿어의심하지않는다.

참고 문헌

1. 현존하는대한수학회전간행물및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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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기념집, 1959.

3. 최윤식박사를추모함, 과학과생활, 1961년 1월호.

4. 최윤식회장을추모함, 대한수학회보, 제7권 (1970), 3-5.

5. 잊지못할스승–최윤식선생님, 서울대동창회보, 제57호, (1981년 4월)

6. “과학과기술” 표지해설, 1981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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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관련문헌으로는

7. 서울대 30년사, 수학, 서울대학교(1976), 614-617.

8. “한국과학기술 30년사” 중의 수학부문,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1981), 106-107, 247-

248.

위의 3–8은박세희가쓴것이다.

위의 문헌들 외에 권택연, 김정수, 김치영, 박동준, 박을룡, 박정기, 윤갑병, 이기안, 이우

한, 이일해, 주석순회원(가나다순)들의조언과회고담을참고하였다. 그밖에여러가지로도

와준분들에게감사의뜻을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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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大學校 數學科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개설된 것이다. 數學이 그 성

격상 다른 모든 학문의 기초이듯이, 數學科도 지난 50년간 탄탄히 한 걸음씩

기반을 다져오면서, 한국 수학계의 밑거름으로서의 교육과 연구의 중심 역할

을다해왔다.

8.15 해방 직후 京城大學理學部에 數學科가 개설되어 46년 2월에 8명의 학

생이등록하였다. 이듬해서울大學校文理科大學數學科로개편되면서崔允植

敎授가 주임교수로 부임하였다. 이 시기의 서울대학교의 기록은 6.25 사변의

와중에 부정확한 채로 남아있다. 1948년의 文理科大學 학생명부에 따르면 崔

敎授, 專任講師李林學, 講師朴鼎基(뒤에慶北大총장), 劉忠鎬로敎授陣이짜

여져 있었고, 고전적인 解析學, 幾何學 및 기본적인 現代代數學이 강의되었다.

이로써우리나라대학에서의최초의數學科가확립되는것이다.

초대 主任敎授였던 崔敎授는 그때까지 鑛專(현 工大 일부)校長으로 계셨

고, 지금의 大韓數學會의 전신이던 大韓數物學會의 初代會長이었으며, 제2대

文理大學長을역임하는등 1960년작고하실때까지우리數學界의지도자로서

큰업적을남겼다.

창립 직후의 數學科는, 정치적 혼란, 國大案 반대 운동, 6.25 동란 등의 극

악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學會活動이나 硏究活動은 미미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李林學은 한 편의 논문을 미국수학회

보에발표하였으며뒤에 6.25 동란중캐나다로건너가單純群을발견함으로써

국제적으로알려졌다. 50년대전반의釜山피난시절과還都직후에, 많은졸업

생이해외유학의길에올랐다.

한편, 같은시기에있었던전국적규모의대학교육의팽창은졸업생들이대

학 교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많은 졸업생이 전국 각지의 대학에

진출함으로써수학의보급에큰공헌을하였다. 50년대의敎授陣은崔允植, 尹

甲炳(慶熙大 명예교수), 崔秉成(在美), 河光喆(在美), 崔至薰(仁荷大)이다. 이

때에는 敎科內容도 한층 충실해지고, 1956년에 統計學講座가 신설되어 崔至薰

이 數理統計學과 標本論을 강의하는 등 새로운 분야도 많이 도입되었다. 그러

나그때까지도교육은學部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 연구활동도볼만한것이

없었다. 그래도 數學會 활동은 文理大를 중심으로 하여 해마다 硏究發表會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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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등 차차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또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에 걸쳐 몇

분 교수와 많은 졸업생이 외국에서 博士학위를 취득함으로써 그 뒤의 발전의

발판이되었으며, 졸업생들의논문이海外學術誌에많이실리게되었다.

60년대 초 尹甲炳, 河光喆, 崔至薰, 權景煥으로 구성되었던 敎授陣은, 해

외의 연구성과를 교육에 반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그러나 전무상

태인 문헌과 시설, 5.16 후의 사회단체의 활동 금지, 학원 소요 사태 등으로

연구나 학회 활동은 위축되어 있었고, 잇달은 두뇌의 해외유출은 그나마 이루

어 놓은 科의 발전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그런 가

운데에서도 이 때에 배출된 碩士들이 그 뒤의 우리 나라 大學敎育의 질을 향

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 河光喆의 노력으로 敎科課程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교과서도 현대화되고 강의 내용도 충실화되었다. 그뒤 65년 경부터

는 崔至薰, 尹在漢, 金濟珌, 朴乙龍, 朴世熙의 敎授陣으로, 75년 冠岳으로 이

전할 때까지 이어진다. 이 때는 새로운 교과과정에 따라 학부에서 석사과정까

지의 교육이 그런 대로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나 학회 활동도 차차 軌道에 오

르게 되었다. 한편 崔至薰의 노력으로 1972년에 우리 나라 최초의 數理統計專

攻碩士課程이 생겨났다. 이같이 하여 文理科大學 數學科는 75년 自然大學 數

學科로 개편될 때까지 30년간에 學士 500 여명, 碩士 70 여명을 배출하였고,

그중 60 여명의 졸업생이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동안 專任敎

授는 취임 순서로 崔允植, 李林學, 尹甲炳, 崔秉成, 河光喆, 崔至薰, 權景煥,

尹在漢, 金濟珌, 朴乙龍, 朴世熙의 11명이었고, 主任敎授로서 행정을 맡았던

분들은 대체로 崔允植, 尹甲炳, 河光喆, 崔至薰, 朴乙龍, 朴世熙이며, 또 강사

로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크게 협조해 주신 분들을 생각나는 대로 들어보

면, 앞서 든 분들 외에도 張範植(在加), 權宅淵(高大 명예교수), 金榮敦(成均

館大 명예교수), 田京麟(慶熙大 명예교수), 任昌求(別世), 方昌模(在美), 吳允

用(KAIST 퇴임), 金海淵(在加), 金徇圭(在美), 徐聖祐(在美) 등이다. 이것으

로文理大數學科 30년의回顧를마친다.

한편 1946년 이래의 공과대학 수학교실은 李廷紀(別世), 朴敬贊(別世), 鄭

鳳浹(명예교수)으로 구성되어 공대의 기초과정교육을 담당해 왔으나, 1963년

에 應用數學科로 바뀌어 64년에 신입생을 모집하면서부터 申鉉千(전 慶尙大

총장), 李禹翰(別世)이 교수진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뒤, 60 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까지에 金正洙(別世), 閔虎基, 金榮澤, 金載周, 鄭在明, 金成基, 金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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殖(別世)이 보강됨으로써 공대의 기초교육 외에도 應用數學과 計算科學을 주

로교육하여왔다. 여기서강조해둘것은李禹翰등의노력으로 60 년대말에

컴퓨터가 비로소 우리 대학에 도입됨으로써, 교육과 행정을 현대화하는 데 기

여했던사실이다.

또한편 60년대 말에 교양교육의 강화가 주장되어 만들어졌던 敎養課程部

數學敎室에는 鄭漢永(翰林大), 尹玉鏡(명예교수), 李日海(명예교수), 高英昭,

李鉉求, 李耕培(在美)가있었고, 이들은모두 75년에自然大로흡수되었다.

1975년 冠岳으로 서울大가 이전됨에 따라 工大 應用數學科는 해체되고, 自

然科學大學에 數學科와 計算統計學科가 설치되어 純粹數學은 數學科에서, 컴

퓨터와관련된計算科學과統計學은計算統計學科가담당하는것으로되었다.

그리하여 개편된 自然科學大學 數學科에는 文理大, 工大, 敎養課程部의 각

數學敎室이 통합되어, 敎授陣이 서울大 취임순으로 尹在漢, 金濟珌, 朴乙龍,

申鉉千, 李禹翰, 朴世熙, 閔虎基, 鄭在明, 尹玉鏡, 金正洙, 李日海, 高英昭, 李

鉉求, 金成基, 李耕培, 金宗殖으로 이루어졌다. 통합 이후, 서울大는 數學科는

시설도 약간 향상되고, 學部에서 博士課程까지 일관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

하였으며, 75년말에있었던敎科課程개편으로교과내용이크게혁신되었다.

가령, 1946년과 1976년사이의단적인차이는 76년 1학기에있었던大學院

의 주요 講義와 담당자 즉 非可換代數(李禹翰), 호몰로지代數學(朴世熙), 函數

解析學(金宗殖), 作用素論(李四桂), 可微分多樣體論(尹在漢), 호모토피論(朴

世熙), 代數的位相數學(金濟珌)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76년에는 數

學科에 金相文, 李四桂, 池東杓가 신규채용되어 교수진도 강화되었으며, 또 구

성원일부의연구의욕도높아졌다.

또, 1975년부터 5년간 시행된 AID 계획에 의하여 도서, 잡지를 대량 사들

였고, 또 많은 교수들을 해외에 파견 연수시켰으며, 또 재미 학자들을 초청하

여 강의를 담당하게 하는 등 大學院敎育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토

대를쌓았다. 특히 AID계획의일환으로 1979년 7월 20일-8월 14일에는 “韓美

數學 워크샵 ’79”가 열렸는데, 이는 數學科와 大韓數學會가 공동 주최하고 서

울大와韓國科學財團이후원한것으로서, 11명의演士가 3 주간계속하여강연

을 하고, 그에 대한 토론, 세미나가 있었으며, 국내학자 154 명이 참가한 대규

모의것이었다.



56 제3부 우리수학계의역사

自然大 창설 이후 大學院 교육이 강화되면서 84년부터 新制博士를 배출 하

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 박사학위을 지도하고 그 분야를 이끌어 온 교수들은

朴世熙, 李四桂, 金宗殖, 池東杓 등이었다. 또, 自然大 數學科의 괄목할 만한

學問的 업적은 非線型解析學에서 朴世熙, 偏微分方程式에서 金宗殖, 金道漢,

作用素代數에서 李四桂, 桂勝赫, 代數幾何學에서 金昌昊 등이 국제적 잡지에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대표된다. 그 밖에도 많은 교수들이 각자 자기 분

야에서 큰 일을 하고 있으며, 소장 교수들은 대부분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가

지고있다.

오늘날의 서울대학교 數學科는 25 명의 전임교수, 6 명의 조교, 30 여명의

조수, 300 명 정도의 학생으로 博士과정까지 일관되게 교육시키고 있으며, 배

출한졸업생수는學士 1300여명,碩士 450여명,博士 70여명이다. 가르치거

나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도 代數的整數論, 代數幾何學, Lie 代數, 作用素代數,

非線型解析學, 偏微分方程式, 複素多樣體論, 微分多樣體論, 幾何學的位相數學,

數値解析學 등으로 70 년대 이전에 비하여 괄목할 만하게 다양화되고 수준이

높아졌다.

數學科 구독 學術誌 수 200 여 종, 장서 수 5000 여 권의 圖書室과 수십대

의 컴퓨터를 가진 컴퓨터室을 운영하고 있으며, 數學硏究所와 大域解析學硏究

센터를 산하에 두고 있다. 1995년 洪性大 동문의 희사에 의한 數理科學硏究棟

이 건축 중에 있어, 이것이 완공되는 날 數學科의 모든 학술 활동이 더욱 활발

히전개될것으로생각된다.

1991년 창설된 大域解析學硏究센터는 韓國科學財團의 우수연구센터로 지

정되어, 우리나라수학전분야에걸친국가적연구선도집단을육성하고, 수

학 이외의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수학적 기초 이론과 연구 방법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주로多樣體위에서의解析學, 數理解析學, 大域解析學의應用등을중

점적으로 연구하며, 세미나, 정기학술회의, 해외학자 초청 강연 등을 통하여

연구의활성화와국제교류를활발히하고있다.

1996년의 數學科敎授陣은 취임순으로 敎授 尹在漢, 朴世熙, 鄭在明, 高英

昭, 李鉉求, 金成基, 金相文, 李四桂, 池東杓, 曺永賢, 金道漢, 姜正爀, 金昌昊,

金泓鍾, 副敎授李仁碩, 金赫, 金明煥, 桂勝赫, 崔炯仁, 韓鍾圭, 助敎授申東雨,

姜錫眞, 蔡東虎, 崔瑞榮의 25명이다. 75년 이후의 自然大 數學科 學科長은 차

례로 金正洙, 朴乙龍, 金濟珌, 李日海, 尹玉鏡, 尹在漢, 朴世熙, 高英昭, 金相

文, 金成基, 李鉉求(현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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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事務長 朴彩彦여사는 30여년간 科의 살림에 크게 공헌하였다. 自然大

에서 停年退任한 敎授는 閔虎基, 金正洙(別世), 朴乙龍, 李日海, 尹玉鏡, 金濟

珌이다.

한편 70 년대 이후 수학과 교수들은 大韓數學會를 통하여 우리 나라 수학

계의지도적역할을담당해왔는데, 金正洙, 朴乙龍, 朴世熙, 尹在漢, 金宗殖은

會長으로서, 李日海, 尹玉鏡, 李四桂, 金成基, 李鉉求, 金道漢, 池東杓, 金明煥

은常任理事로서학회발전에기여해왔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大 數學科의 50년사는 문자 그대로 無에서

출발하여 무엇인가 분명히 남겨 놓았다 할 정도로는 발전하였다. 우리는 이것

으로 만족하지는 않으며, 우리가 좀더 노력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더욱노력하고더욱훌륭한연구를계속하여좋은풍토를건설해나간다

면앞으로의새로운 50년은보다괄목할만한것이될것으로믿는다.

(朴世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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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물학회는 어디로 갔는가?
- 대한수학회의 역사를 찾아서

박세희 (대한민국학술원)

0. 머리말

모든 역사는 그 주제가 되는 대상의 연원

(origin)을 추구한다. 우리의 대한수학회는 시작된 

지 25년이 될 때까지 그 구성원은 학회의 역사와 

그 연원에 대한 의식 없이 지내왔고, 35년이 되어

서야 비로소 역사에 대한 첫 기록을 하게 되며, 그 

연원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그리고 창립 50주년

에는 25주년까지의 역사를 반복하여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제 창립 60년이 지나 70주년이 되는 오

늘날 그 역사를 정리하려 하고 있는 이때에 대한수

학회의 연원과 그 역사를 제대로 알아보려는 시도

의 역사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필자는 대한수학회의 13주년 시기에 초대 회장

을 도와드렸고, 25주년과 35주년 시기에 임원을 

하였다는 탓으로, 대한수학회의 역사를 전문으로 

다룰 생각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대한수학회 70

년의 역사를 정리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맡았다. 

아마도 초대 회장부터 현 회장까지 모든 회장들과 

격의 없이 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 본인뿐일 

것이라는 자각이 이 책무를 맡게 된 동기일 것이

다. 이것은 가히 숙명적인 일이며,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두려운 일이다.

이 글에서는 대한수학회의 역사를 다룬 그 동안

의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그 연원에 대한 각 시기

의 견해를 다루기로 한다.

1. 25주년 시기

1960년 8월 3일 초대 최윤식 회장께서 서거하

셨다. 대학원 학생이던 필자는 장례 기간 중 만사

를 주관하던 선배들의 요청에 따라 두 편의 조사

(弔辭)를 썼는데, 한 편은 다른 스승의 이름으로 어

떤 신문에 실렸고, 다른 한 편은 8월 6일에 서울대

학교 문리과대학장(葬)으로 거행된 장례식에서 제

자 대표로 필자가 낭독한 바 있다. 그 뒤에도 필자

는 스승의 추모문을 잡지 《과학과 생활》 1961년 

1월호 [3]에 실었다.

      ■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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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학회 뉴스레터 표지 최윤식 박사

최 회장의 서거 당시 추모문 하나 실을 간행물

조차 없던 대한수학회는 1964년부터 4년간 《수

학》이라는 학회지를 간행하였고, 1968년부터 

《회지(Journal)》와 《회보(Bulletin)》를 간행하

게 되었다. 1970년에 문리과대학 수학과 주임교수

와 대한수학회 총무이사를 맡게 된 필자는 최 회장

의 10주기(週忌)를 맞아 추모의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한수학회의 연원과 역사를 

자각하게 된 동기는, 위의 추모문을 쓰기 위하여 

최 회장의 이력서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1946년 

10월 대한수물학회 회장”이라는 문구를 찾아낸 데 

있다. 추모문은

“우리의 스승 최윤식 박사께서 가신지 강산도 변

한다는 10년, 그러나 선생님의 추억 아직도 마음

에 새롭다…”

로 시작하여, 최 회장의 일생과 학문, 인품과 장례

에 관하여 간단히 회고하고, 다음과 같은 글로 끝

을 내고 있다.

“이렇게 최 박사는 가시었으나, 박사의 공적은 한

국 현대 수학사의 제1장으로서 우리나라 수학계

가 존속하는 한 길이 남아 있을 것이고, 박사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애창하시던) ‘매기의 추

억’과 더불어 영원히 박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리하여 1971년이 대한수물학회의 창립 25주년임

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1971년의 격렬했던 학원사태

25주년 기념식 사진

(단상 위 사진 왼쪽부터) 박세희 총무이사, 권택연 편

집이사, 축사를 하는 권영대 교수(교탁에 서 있는 분), 

김정수 회장, (한 자리 건너) 손문구 부회장. 신현천 

재무이사

때문에 25주년을 기념해야 할 정기총회는 KIST(한

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열렸으며, 이 때 간단한 25

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때의 기념식은 김정수 

회장의 기념사와 한국물리학회 전 회장 권영대 박

사의 축사가 있었고, 수물학회 창립회원인 경북대

학교 박정기 총장의 회고담이 있었다. 또 25주년 

기념 페넌트가 만들어져 배부되었다. 그 뒤 5년 후

에는 비교적 성대한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으나, 

역사에 대한 회고는 전혀 없었다.

2. 35주년 시기

대한수학회는 1981년에 창립 35주년을 맞이하

게 되었다. 전 해인 1980년 10월에 당선된 권택연 

35주년 총회 사진

(앉은 이) 왼쪽 권택연 회장, 오른쪽 박세희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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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주년 총회 기념 사진

상단 오른쪽의 작은 사진은 사진 일부를 확대한 것으로, 

앞줄 한 가운데 박세희 부회장, 권택연 회장, 박정기 전 총장이 보인다.

 

대한수학회보 (1981)에 실린 “대한수학회의 35년” 

회장 팀은 전 팀에서 문서와 사무 인계를 해 주지 

않아 힘들게 학회를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시급한 당면 과제 중 하나는 바닥난 재정을 

정상화하고 35주년 기념사업으로 수학회의 역사를 

정립하는 일이었다.

이때까지의 수학회의 역사에 관하여 알려진 단

편적인 글은 《수학교육》 2~3집에 실린 최윤식회

장의 글뿐이었다.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승의 발자취

를 따라간다는 생각만으로, 뜻깊은 35년 동안의 대

한수학회의 공식 첫 역사를 다룬 “대한수학회의 

35년” [7]을 쓴 것은 필자이다. 이 논문 [7]은 당시

에 현존하던 “대한수학회 전 간행물 및 문서” [6]을 

참고한 것인데, 물론 그 앞의 팀이 가진 문서는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위의 문헌들 외에 권택연, 김정

수, 김치영, 박동준, 박을룡, 박정기, 윤갑병, 이기

안, 이우한, 이일해, 주석순 회원(가나다 순)들의 

조언과 회고담을 참고하였다. 현재 이 중 두 분만

이 생존해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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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7]은 대한수학회 1981년도 정기총회와 

학술발표회에서 35주년 기념강연으로 특별 분과에

서 발표되었으며, 청중은 30여 명의 관심 있는 회

원들이었다. 거기에서 몇 사람의 질의와 논평이 있

었다. 수물학회가 이름을 몇 번 바꾸어 썼다고 한 

설도 있었는데 좌우익의 대립 때문인 것 같기도 하

다. 이것은 70주기 경에야 밝혀지게 된다. 그동안

은 당시의 인쇄 매체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조

선수물학회”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 [7]에서 보듯

이 우리는 일관되게 “대한수물학회”를 공식적으로 

사용해왔다.

그 뒤 40주년 시기의 단편적인 문헌으로 [10], 

[11]이 있으며, 45주년 시기의 이사회에서 45년사 

집필 계획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성공 여

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3. 50주년 시기

50주년 시기 이전에, 1955년 7월 5일에 발간된 

대한수학회의 첫 기관지 《수학교육》 제1집이 단

국대학교 구광조 교수의 소장본으로 발견되었다.

《수학교육》 제1집은 최윤식 회장의 창간사와 이

선근 문교부장관과 최규남 서울대학교 총장의 축사

를 비롯하여, 당시의 수학교육에 관한 글들과 

1955년 8월에 공포된 각급 학교의 수학 교과 과정

(안)의 해설이 실려 있다. 특히 최윤식 회장의 “창

간에 제하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일개 독립 국가로서 전문 과목에 관한 모임을 갖

지 아니한 것은 일대 수치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

리는 해방 직후 한국수학물리학회를 창설하여 유

지의 연구 발표와 혹은 Newton 탄생 기념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동호자의 고무 격려와 일반의 계

몽 운동을 병행하였던 것이다. 6.25 동란 직전에

는 불순분자의 발호로 공산 프락치라는 혐의를 

받은 때도 있어 거의 그 활동을 저지당하였던 것

이다. 부산으로 피난한지 일 년여를 경과하여 유

지가 대신동 상업고등학교 교실에 집합하여 대한

수학회로 경신 발족을 하게 된 것이다.”

《수학교육》 제1집에 의하면, 6․25 동란을 만나 

부산이 임시수도이던 1952년 3월 11일에 수물학

회가 분리되어 대한수학회가 창립되었는데, 이때의 

총회는 52명이 모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가교사

에서 열렸으며, 회장에 최윤식, 부회장에 장기원, 

상무에 주석순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그 해 5월 27

일에는 부산시 서대신동에 있는 경남상업고등학교

에서 회원 68명이 참가하여 임시학회 및 강의회를 

개최하였다. 1953년 7월 환도(정부의 서울 복귀) 

후 1954년 5월에 제2회 정기총회와 연구발표회가 

신문로에 있던 서울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뒤로 매년 두 차례씩 집회를 가졌는데, 처음에는 

주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만 주최하다가 차

차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지방대학에서도 열리게 되

었다. 제1집의 끝에는 “대한수학회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그동안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본 학회는 … 8.15 해방 직후 수물학회(수학과 

물리)로서 발족하여, 6․25 사변 이전까지는 수차

의 총회와 연구회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 6․25 사변으로 인하여 약 일년 반 동안 그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 우리 수학자들은 1952

년 초에 이 대한수학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따라

서 수물학회는 자연 해체)”

한편,《수학교육》 제1집에 있는 대한수학회 임

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 임원진은 서기 1952년 3월 11일 제1회 정기 

총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보이며 1953년 제2회, 

1954년 제3회에 전원 유임되었으나, 이사 한 분은 

중간에 증원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서울대학

교의 단과대학 이름을 문리대, 공대, 사대 하는 식

회  장: 최윤식(문리대 교수)

부회장: 장기원(연대 교수)

이  사(가나다 순): 박경찬(공대 교수), 신영묵(배재고 

교장), 심형필(중앙고 교장), 우성구(연대 교수), 

이성헌(사대 교수), 이영필(숙명여고), 이정기(공

대 교수), 장재일(부산대학 교수), 정봉협(공대 

교수), 정의택(서울특별시 교육국장), 조기환(문

교부 편수관)

김  사: 박경찬, 정의택

상  무: 주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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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독립된 학교처럼 쓰는 것이 관례였다.

《수학교육》 제1집의 발견으로 50주년 팀은 

“대한수학회사”(제1권) [9]의 내용을 더 확대할 수 

있었다. 더구나 [9]에서는 1948년에 조선수물학회

가 한국수물학회로 개칭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참으로 그럴듯하다. 그 이유는 1948년 

5월의 남한만의 선거로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

립되었고, 그 해 11월에 북한도 총선거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조선

수물학회의 “조선”은 쓰기 거북하였으리라 생각된

다. 그러나 개칭하였다는 근거는 《수학교육》 제1

집의 최윤식 회장의 글에 나타난 “한국수학물리학

회” 밖에 없다. 그 뒤 1950년에도, 다음 절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북한군 점령하의 서울시 임시 인민

위원회에 여전히 조선수물학회라는 이름으로 등록

하고 있다. 여하간 수학회의 50주년 경의 운영진이 

만든 [9]는 35년사를 참고하면서 추가로 발굴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외견상 내용이 풍부해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25주년사”이다. 더구나 해방공간 

1945~1946년의 특정대학 학생들의 회고담에 역점

을 두고 있는 점과 수학회 실무경험이 없는 편찬위

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미비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한국 수학의 발전을 보여주는 지표로 2014년에 

대한민국학술원에서는 미국수학회 Mathematical 

Reviews의 MathSciNet에 인용도 300 이상인 한

국계 수학자들을 조사한 바 있는데, 외국 거주 학

자와 [9]의 “연구 활동”에 거명된 사람들은 한 명

도 들어 있지 않아, 이런 부분도 70년사에서는 반

영되어져야 한다. 

4. 70주년 시기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 우리의 대표적 지식인

들은 민족적 아카데미의 필요성을 느껴 조선학술원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일제의 강압으로 오래 존속하

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광복 이튿날인 1945년 8월 

16일에 조선학술원을 세웠다. 이 운동의 중심인물

인 상임위원 중 유일한 수학자가 최윤식 교수였다.

2003년에 필자는 대한민국학술원 50년사 편찬

위원이 되었는데, 그 작업의 참고 자료로 “1950. 

9. 서울시 임시 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등록철” 

[1]의 차례와 조선학술원 부분의 복사본을 받았다. 

이는 우리 국군의 서울 탈환 직전 북한군 점령시기 

문서의 복사본이다. 오랫동안 이 사실을 잊고 있다

가, 2016년 1월 29일 불면의 밤을 지낸 새벽 문득 

[1] 속에 수물학회가 있음을 차례에서 발견하고, 2

월 2일 이완복 박사의 도움으로 서울대학교 도서

관에서 [1]의 “조선과학기술연맹”과 “조선수물학

회” 부분을 복사해 왔다. [1]에 의하면 임시 인민

위원회 문화선전부가 요구한 단체등록 서류는 ‘명

칭, 소재지, 대표자명, 위원 명부, 강령 규약’의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단체 등록

일. 명칭      조선수물학회 

일. 소재지    서울시 중구 주자동 1 번지

일. 대표자명  한인석 (42세)

        주소  서울시 사직동 164번지 4호

일. 위원 명단

이사장  최윤식

이  사  최종환, 유충호, 이림학, 장기원,

정순택, 한인석, 박정기, 이낙복, 

채태성, 이정기, 박경찬, 장용수, 

이용두, 김이갑, 고신득, 박찬주, 

신효선, 허식, 양인기

일. 상임이사

총무부  신효선, 고신득, 허식

사업부(물리분과)  한인석, 이낙복, 박찬주

      (수학분과)  최종환, 유충호, 채태성

(위) 단체등록 복사본 사진

(아래) 단체등록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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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뒤에 강령과 규약이 나와 있다. 이것이 수물

학회의 남아있는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인

다. 우리의 당면 관심은 조선수물학회 최윤식 이사

장이다. 임원 중 한인석, 이낙복, 박찬주, 장용수, 

김이갑, 고신득, 박찬주, 신효선, 양인기는 물리학 

전공이며, 대표자인 한인석은 도호쿠제국대학(東北

大学) 출신으로 연희전문학교와 연희대학 교수를 

히다가 6․25 후 월북하였다 [12]. 그는 앞서 말한 

조선과학기술연맹의 등록 서류에서도 대표자로 되

어 있다. 양인기는 동국대학교 교수와 관상대(오늘

날의 기상청) 대장을 지냈다.

그밖에 이 문서의 특이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이 임원진은 1948년 이후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허식(문리대 수학과)과 양인기(문리

대 물리학과)가 1948년 졸업생이기 때문이다.

(2) 당시 북한에서는 한글 전용을 하고 있었는데 

단체 등록 서류는 남한식으로 철저한 국한문 

혼용을 하고 있다.

(3) 등록 단체 177개 중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당 

인민전선을 제외하고는 한국(韓國)이나 대한(大

韓)을 붙인 단체가 하나도 없으며, 조선(朝鮮)

을 붙인 단체는 최대 다수로 85개에 이른다. 

이는 북한군 점령하에서 한국이나 대한을 사용

하기 두려워하여 임시로 개명한 탓이 아닐까.

(4) 수물학회 도장은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한문을 

쓰던 당시의 남한의 관례와 어긋난다. 아마도 

등록만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만든 조악한 도장

이 아니었을까.

이 문서가 오늘날 남아 있는 수물학회의 가장 

오래된 문서라는 사실은 우리의 험난했던 역사를 

돌이켜 보게 한다. 또, 이 문서는 틀린 기억을 바

로 잡는 데 쓰일 수 있다. 가령 박을룡 [10]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대한수학회는 1946년에 조선수물학회로 발족하

여 … 그러나 그 무렵의 사회적 혼란, 더 구체적

으로는 좌, 우 진영의 대립은 학회에도 밀어닥쳐, 

미구에 조선수학회, 조선물리학회로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소위 ‘사회단체’로서 좌, 우에 임의로 

이용되어 수학회는 다시 분열되어 실질적인 ‘학

회’로서의 활동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수물학회는 1950년 9월에 서울시 인민위원회

에 등록하지만, 조선수학회나 조선물리학회라는 것

은 [1]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박을룡 

보다 대학 1년 선배인 윤갑병 [11]의 회고에 따르면

“1946년에 수물학회가 창립되었다. 주로 각 대학

의 수학, 물리학 교수 대부분과 뜻 있는 중등학교 

교사, 대학생들이 회원이 되었다. 이 학회는 

1950년, 1951년, 1961년, 1962년을 빼고는 해마

다 각 대학을 돌아다니며 총회를 열었다.”

라고 되어 있다. 이 얼마나 상반된 견해인가 개탄

을 금할 수 없다. 참고로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1952년에는 대한수학회 활동이 

시작되며, 1961년에 5.16 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

듬해까지 사회단체의 활동이 금지 당했었다.

 

5. 연대기적 정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수학회의 연원인 수물학

회의 이름에 대하여, 최윤식 회장의 기록은 [1], 

[2], [4] 세 가지가 알려져 있다. [1]에는 “조선수

물학회”(p.828)라 등록되어 있고, [2]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수학물리학회”라 나와 있으며, [4]

와 또 다른 이력서에는 항상 “1946년 10월 대한수

물학회 회장”이라 나와 있다. 

최윤식 회장의 가장 가까운 동지로 수학회를 시

종일관 함께 이끌어온 장기원 2대 회장도《수학》 

창간호에서 “대한수물학회”를 사용하고 있다, 혹시 

이 두 분 선각자의 마음 속에는 “대한”을 염원하여 

그 이름이 오랫동안 각인 되어 있지 않았을까. 또

한, 오랫동안 [1]과 [2]를 보지 못했던 필자는 수

학회 역사상 처음으로 그 역사를 세운 35년사 [7]

에서 “대한수물학회”만을 사용하였는데 그 때에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9]와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물학회”로만 기억하고 있다. 이상의 글에

서 판단하건대, 대한수학회의 연원인 수물학회의 



8 ∙ 대한수학회소식 제 166호

정식 명칭에 대한 논의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된다.

연대 이름 근거

1946 대한수물학회
1960년 경의 최윤식 회장의 

이력서 [4]

1950 조선수물학회 정당 사회단체 등록철 [1]

1955 한국수학물리학회
《수학교육》 1집, 최윤식 

회장의 글 [2]

1964 대한수물학회
《수학》 1권, 장기원 회장 

창간사 [9]

1981 대한수물학회

《대한수학회의 35년》[7]

: 위의 1960년 경의 최윤식 

회장의 이력서에 근거를 둠

1996 한국수물학회

《대한수학회사》제1권 [9]

: 위의 1955년에 따라 1948 

년에 개명했으리라 추정

2000 수물학회

《북한학보》 25집 [12]에 

실린 김정흠 교수의 글 

: 많은 이들이 오랜 동안 이 

이름으로만 기억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70년사를 1950년 이전의 

몇 사람의 기억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판이다. 과연 

최윤식 회장과 장기원 회장의 “대한수물학회”는 어

디로 간 것일까. 행방은 몰라도 그 이름은 겉보기

로는 잊혀진 첫 사랑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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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역사는 그 주제가 되는 대상의 연원을 추구한다. 

오늘날의 사단법인 대한수학회는 그 연원인 조선수물학

회가 창립된 지 25년이 될 때까지 학회의 역사와 그 연

원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고, 3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역사에 대한 첫 기록을 하게 되며, 그 연원에 대

한 관심이 생겨났다. 

그리고 창립 50 주년에 그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기는

커녕 25년까지의 역사를 반복하여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제 창립 70주년이 되는 2016년에 그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대한수학회의 연원

과 그 역사를 제대로 알아보려는 시도의 역사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대한수학회는 광복 이듬해인 1946년 10월에 창립된 

조선수물학회에서 비롯되며, 조선수물학회는 1950년 

6.25 전쟁의 발발로 활동이 중지되었다가 1952년에 임

시 수도이던 부산에서 대한수학회로 재조직된다. 

6.25 전쟁을 전후한 국가적 난국 시기에 그 활동 기록

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조선수물학회의 활동은 개인들

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기억

도 제각각이고 관련 기록도 뚜렷한 것이 많지 않다. 이제 

대한수학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수물학회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여 후

세에 남겨 두려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이 글의 첫 부분은 조선수물학회에 관한 문헌들을 연도

순으로 소개한다. 

대부분의 문헌은 개인적인 기억을 진술한 것으로 그 신

빙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우나, 그들을 냉철히 비교함으로

써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려 한다.

둘째 부분은 조선수물학회의 명칭에 대한 견해의 변화

를 살펴본다. 

셋째 부분은 조선수물학회에 대한 역사적 기록의 공정

한 한 예를 제시하려 한다. 이 예는 앞으로 나올 “대한수

학회 70년사”의 일부로 남겨질 예정이다.

1. 문헌에 나타나는 조선수물학회

1950년 [1] --- 창립 4주년 시기

2003년에 필자는 대한민국학술원 50년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1950. 9. 서울시 임시 인민위원

회 정당 사회단체 등록철>[1]의 차례와 조선학술원 부분

의 복사본을 받았다. 이는 우리 국군의 9.28 서울 탈환 

직전 북한군 점령시의 문서의 복사본이다. 오래 동안 이 

사실을 잊고 있다가, 2016년 1월 29일 문득 [1] 속에 수

물학회가 있음을 차례에서 발견하고, 2월 2일 서울대학

교 도서관에서 [1]의 “조선과학기술연맹”과 “조선수물학

회” 부분을 복사해 왔다.

[1]에 의하면 서울시 임시 인민위원회 문화선전부가 요

구한 단체등록 서류는 1.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명, 

4. 위원 명부,  5. 강령 규약의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수물학회 부분은 다음으로 시작된다.

명 칭 : 조선수물학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주자동 1 번지

대표자명 : 한인석 (42세)

朝鮮數物學會의 시작과 끝 
朴世熙 會員(數 學)

사진1. 수물학회 단체등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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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사직동 164번지 4호

위원 명단

이사장 : 최윤식

이 사 : 최종환, 유충호, 이임학, 장기원, 정순택, 한인석, 

박정기, 이낙복, 채태성, 이정기, 박경찬, 장용수, 이용두, 김

이갑, 고신득, 박찬주, 신효선, 허  식, 양인기

상임이사

총무부 : 신효선, 고신득, 허  식

사업부(물리분과) : 한인석, 이낙복, 박찬주

         (수학분과) : 최종환, 유충호, 채태성 

조선수물학회 강령 규약

강   령

일. 본회는 수학, 물리학, 및 이에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와 대중

화를 기함

이. 본회는 진정한 민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기초

가 되는 수학, 물리학의 실천적 연구를 기함

규   약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회는 조선수물학회라 칭함

제 2 조 본회는 본부를 서울에 설치함

제 2 장  기관

제 3 조  본 학회는 다음의 각 기관을 설치함

일. 총회     

일. 이사회    

일. 상임이사회

제 4 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 종으로 함

제 5 조 정기총회는 매년 9월 중 소집함

제 6 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수시 이를 소집함. 단, 이사회의 결

의로 이사장이 이를 소집함

제 7 조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정된 약간명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

사의 2 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함

제 8 조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정된 약간명의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상임이사의 2 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함 

제 9 조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설치함  

일. 총무부  일. 수학부  일. 물리학부  일. 출판부

제 10 조 각 부서 역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이

를 결정함

제 3 장  회원과 임원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음

일. 보통회원 일. 특별회원

제 12 조 보통회원은 본 학회의 강령에 찬동하는 자로 회원의 의

무를 이행하는 수학 물리학도로 함

제 13 조 특별회원은 본회를 후원하는 개인과 단체로 함

제 14 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음

일. 이사장 1 명

일. 이  사 약간명

일. 상임이사 약간명

일. 각 부서 책임자 각 1 명

제 15 조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함

제 16 조 각 부서 책임자는 각기 부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

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함

제 17 조 각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함. 단 재선할 수 있음

제 4 장 회의, 권리, 의무

제 18 조 총회의 의사는 다음과 같음

일. 이사 개선  일. 강령, 규약 개정

일. 예산  일. 사업 경과 보고  일. 기타

제 19 조 이사회의 의사는 다음과 같음

일.  이사장 선정  일. 상임이사 선정

일.  사업안 결정  일. 상임이사 각 부서의 사업 보고    

일.  기타   

제 20 조 상임이사회의 의사는 다음과 같음

일. 이사회 결의 사항의 집행      

일. 각 부서 사업 보고    

일. 사업안 작성 

제 21 조 이사회는 2 개월에 1 회, 상임이사회는 1 개월에 2 회 

이사장이 소집함. 단 팔요시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음

제 22 조 보통회원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음

일. 학회지 학회출판물 실비 배포

일. 연구회에 연구 발표 및 청강     

일. 임원 선정 및 피선정권이 있음    

일. 회비 납부

제 5 장  지회 

제 23 조 지방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음 

제 24 조 지회의 임원, 부서는 본회의 규약에 준함

본 규약의 미비한 점은 이사회에서 이를 보수할 수 있음

이것이 수물학회의 남아있는 기록 중 가장 오래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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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임원 중 수학 전공자는

[서울대 문리대] 최윤식, 이임학, 허 식(조교), [서울대 사대] 최종

환, 정순택, [서울대 공대] 이정기, 박경찬, [연희대] 장기원, 박정

기, 유충호, [서울고] 이용두(뒤에 해사, 성균관대 교수)

이며, 채태성은 알 수 없다. 이 중 최종환, 정순택은 월

북하였다. 

한편 물리 전공자는

[연희대] 한인석, [서울대 사대] 이낙복, 고신득, 신효선인 것 같

으며, 장용수, 김이갑, 박찬주는 확인할 수 없는데, [13]에 

따르면 이들이 광복 후의 대학 촐업생은 아닌 것 같다. 

대표자인 한인석은 도호꾸제국대학 출신으로 연희전

문학교와 연희대학 교수를 하다가 6.25 후 월북하였다 

[14]. 그는 앞서 말한 조선과학기술연맹의 등록 서류에

서도 대표자로 되어 있다. 

양인기는 뒤에 동국대학교 교수와 중앙관상대(오늘날

의 기상청) 대장을 지냈다.

그밖에 이 문서의 특이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이 임원진은 1948년 이후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허 식(문리대 수학과)과 양인기(문리대 물리학과)

가 1948년 졸업생이기 때문이다.

(2) 당시 북한에서는 한글 전용을 하고 있었는데 단

체 등록 서류는 남한식으로 철저한 국한문 혼용을 하

고 있다.

(3) [1]에 나오는 등록 단체 177개 중 한국독립당과 한

국독립당 인민전선을 제외하고는 한국(韓國)이나 대한

(大韓)을 붙인 단체가 하나도 없으며, 조선(朝鮮)을 붙인 

단체는 최대 다수로 85개에 이른다. 이는 북한군 점령하

에서 한국이나 대한을 사용하기 두려워하여 임시로 개명

한 탓이 아닐까.

(4) 수물학회 도장은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한문을 쓰던 

당시의 남한의 관례와 어긋난다. 아마도 등록만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만든 조악한 도장이 아니었을까.

(5) 수학보다 물리학 쪽이 월북자가 더 많은 것 같으

며, 월북자라 하여도 자진월북, 피랍,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일괄적으로 좌익이라 하기는 

어렵다.

이 문서가 오늘날 남아 있는 수물학회의 가장 오래 된 

문서라는 사실은 우리의 험난했던 역사를 돌이켜 보게 

한다. 

1955년 [2] --- 9주년 시기

1955년 7월 5일에 발간된 대한수학회의 첫 기관지    

<수학교육> 제1집이 오랜 뒤에 발견되었다.

<수학교육> 제1집은 최윤식 회장의 창간사와 이선근 

문교부장관과 최규남 서울대학교 총장의 축사를 비롯하

여, 당시의 수학교육에 관한 글들과 1955년 8월에 공포

된 각급 학교의 수학 교과 과정(안)의 해설이 실려 있다.

특히 최윤식 회장의 “창간에 제하여”는 다음과 같이 시

작된다.

일개 독립 국가로서 전문 과목에 관한 모임을 갖지 아니한 것은 

일대 수치 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방 직후 한국수학물리학회

를 창설하여 유지의 연구 발표와 혹은 Newton 탄생 기념강연회 등

을 개최하여 동호자의 고무 격려와 일반의 계몽 운동을 병행하였던 

것이다. 

6.25 동란 직전에는 불순분자의 발호로 공산 프락치라는 혐의를 

받은 때도 있어 거의 그 활동을 저지 당하였던 것이다. 부산으로 피

난한지 일 년 여를 경과하여 유지가 대신동 상업고등학교 교실에 집

합하여 대한수학회로 경신 발족을 하게 된 것이다.

<수학교육> 1집에 의하면, 6.25 동란을 만나 부산이 

임시수도이던 1952년 3월 11일에 수물학회를 경신한 대

한수학회가 창립되었는데, 이 때의 총회는 52명이 모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가교사 천막교실에서 열렸으며, 

회장에 최윤식, 부회장에 장기원, 상무에 주석순이 선임

되었다. 이 때에 서울대 문리대에서 참석한 이는 최윤

식, 이임학 두 교수와 졸업 직전의 권경환, 주석순 두 학

생이었다.

그 해 5월 27일에는 부산시 서대신동에 있는 경남상업

고등학교에서 회원 68명이 참가하여 임시학회 및 강의

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기록이 <수학교육> 1집에 나와 

있다. 당시 상무였던 주석순은 경남상고의 교사였으며, 

그 뒤 1952년 8월에 문리대 수학과를 졸업하였고, 뒤에 

중앙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1953년 7월에 환도(정부의 

서울 복귀) 후 같은 해 11월 1일에 제2회 정기총회와 연

구발표회를 신문로에 있던 서울고등학교에서 개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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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뒤로 매년 두 차례씩 집회를 가졌는데, 처음에

는 주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만 주최하다가 차차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지방대학에서도 열리게 되었다.    

<수학교육> 제1집에는 끝으로 “대한수학회에 대하여”라

는 글에서, 그 동안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본 학회는 … 8.15 해방 직후 수물학회(수학과 물리)로서 발족하

여, 6.25 사변 이전까지는 수차의 총회와 연구회를 가져왔던 것입

니다. 그러나 그 간 6.25사변으로 인하여 약 일 년 반 동안 그 사업

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수학자들은 1952년 초에 이 대한수학회

를 발족시켰습니다. (따라서 수물학회는 자연 해체)

<수학교육> 제1집에 나와 있는 대한수학회의 임원 명

단은 다음과 같다. 

회   장 : 최윤식(문리대 교수)

부회장 : 장기원(연대 교수)

이 사 (가,나,다순): 박경찬(공대 교수) 신영묵(배재고 교장) 심형

필(중앙고 교장) 우성구(연대 교수) 이성헌(사대 교수) 이영필(숙명

여고) 이정기(공대 교수) 장재일(부산대학 교수) 정봉협(공대 교수) 

정의택(서울특별시 교육국장) 조기환(문교부 편수관)

감  사 : 박경찬, 정의택

상  무 : 주석순

이 임원진은 1952년 3월 11일 제1회 정기 총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보이며 1953년 제2회, 1954년 제3회 총

회에서 전원 유임되었으나, 이사 한 분(아마도 조기환)은 

중간에 증원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 이름을 문리대, 공대, 

사대 하는 식으로 독립된 학교처럼 쓰는 것이 관례였다.

<수학교육> 제1집에서 수물학회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1946년 창립 이후 수 차의 총회 또는 연구 발표회

와 Newton 탄생 기념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동호자의 고

무 격려와 일반의 계몽 운동을 병행하였다.

(2) 수물학회는 1952년 3월 11일에 대한수학회가 발

족함으로써 자연 해체되었다. 그 후 한국물리학회가 발

족한 것은 1952년 12월 7일이다.

(3) 최윤식 회장의 창간사에 나오는 “한국수학물리학

회”는 원래의 조선수물학회가 그 뒤에 이름을 바꾸었을 

가능성을 암시해 주며, 적어도 6.25 직전인 1949년 봄에

는 불순분자의 발호로 공산 프락치라는 혐의를 받은 때

도 있어 거의 그 활동을 저지 당하였다.

(4) 최윤식 회장의 창간사에 나오는 대한수학회로의 

경신 발족을 한 곳은 서울공대 가교사 천막교실이다.

1970년 [5] --- 25주년 시기

1960년 8월 3일 초대 최윤식 회장(당시 학술원 회원)

께서 서거하셨다. 신문에 실린 부고는 서울대학교 문리

과대학, 학술원, 대한수학회 공동 명의이며, 장례는 서

울대학교 문리과대학장(葬)으로 육군사관학교 군악대가 

연주하는 가운데 거행되었다. 

그 이듬해에 필자는 스승의 추모문을 잡지 <과학과 생

할> 1961년 1월호[3]에 실었고, 같은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썼다. [16] 참조.

최 회장의 서거 당시 추모문 하나 실을 간행물조차 없

던 대한수학회는 1964년부터 4년간 <수학>이라는 학회

지를 간행하였고, 1968년부터 <회지>(Journal)와 <회보>

(Bulletin)를 간행하게 되었다. 

1970년 당시 수학회 총무이사이던 필자는 최 회장의 

10주기(週忌)를 맞아 추모의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진2. 대한수학회 초대회장 최윤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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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학회가 이렇다 할 창립 기념행사도 없이 지내다

가, 그 연원과 역사를 자각하게 된 동기는, 이 추모문 [6]

을 쓰기 위하여 최 회장의 이력서 [5]를 찾아보고, 거기

에서 “1946년 10월 대한수물학회 회장”을 찾아낸 데 있다. 

그 추모문은

 “우리의 스승 최윤식 박사께서 가신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그

러나 선생님의 추억 아직도 마음에 새롭다…”

로 시작하여, 최 회장의 일생과 학문, 인품과 장례에 

관하여 간략히 회고하고 있다.

이리하여 1971년이 수물학회의 창립 25주년임을 확인

하게 된 것이다. 1971년의 격렬했던 학원사태 때문에 

25주년을 기념해야 할 정기총회는 KIST (한국과학기술

연구소)에 간청하여 거기에서 열렸으며, 이 때 간단한 

2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그 뒤 5년 후에는 30주년 기

념행사를 가졌으나, 수학회의 역사에 대한 회고는 전혀 

없었다.

1981년 [8] --- 35주년 시기

오랜 동안 [1]과 [2]를 보지 못했던 박세희는 대한수학

회 역사상 처음으로 그 역사를 기록한 35년사 [8]에서 

“조선수물학회” 대신 “대한수물학회”만을 사용하였는데, 

그 근거는 최윤식 초대 회장의 생전의 이력서 [5]와 대한

수학회지 <수학> 1권 [4]에 실린 장기원 2대 회장의 창

간사에 “대한수물학회”만 나오기 때문이었다.

35년사 [8]에는 수물학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

하고 있다.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혼란과 국대안 사건의 와중에서 일부는 월

북하고, 남은 분들이 1946년 10월에 뜻있는 물리학자들과 더불어 

대한수물학회를 창립하였다. 

이는 국립서울대학교의 발족과 거의 때를 같이 한다. 학회의 창

립은 서울대 문리대 교수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회원수는 40명을 

조금 웃도는 정도의 집회였으며, 수학계 회원은 대학생을 포함해서 

24명에 지나지 않았다…

1945년… 이듬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로 개편되면서 

(1947년 부터는) 교수 최윤식, 전임강사 이임학, 강사 박정기, 박경

찬, 신영묵, 유충호로 교수진이 짜여졌다. 

한편 서울대학교의 공과대학 수학교실은 박경찬, 정봉협, 이정기

로 이루어졌으며… 또, 1949년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연희대학의 

수물과에서 수학과가 분리되었고, 교수진은 장기원, 박정기를 중심

으로 하였다.

수물학회 창립 당시의 사회적 혼란상은 학회에도 파급되어 좌우 

양파의 불협화음은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정기총회와 발표회를 연 2회씩 봄·가을에 가졌는데, 

1948년 10월의 경우, 어느 중학교의 교실을 빌어, 최윤식이 

Fourier 급수, 장기원이 산목(算木)을 쓴 Horner의 방법을 차트를 

써서 발표하였고, 또 그 밖의 몇 분이 연구발표를 하였다.

이 시기에 이미 이임학은 Bull. Amer. Math. Soc.에 두 편의 논

문을 발표하였고, 6.25 뒤에 카나다로 건너가 ‘단순군’의 발견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같은 엽적 이외에, 초창기의 한국 수학계는 중고교 교과서의 

집필과 체계적인 대학 수학강좌를 세우는 데 힘을 썼다. 

이 기록은 1981년 당시에 생존해 있던 수학회의 여러 

회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기술한 것인데, 그 뒤의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할 점이 있다.

(1) “학회의 창립은 서울대 문리대 교수들이 중심이 되

었는데”는 부정확하다. 당시 서울대 문리대의 수학과는 

최윤식 교수 한 분이고, 물리학과는 최규남, 박철재, 김

종철 세 분의 교수 뿐이며, 이 세 분은 수물학회에 참여

하지 않았다. 창립 당일 회의에 참가한 고윤석 학생(현 

학술원 회원)의 기억에 의하면 장소는 문리대 본관 2층

의 한 교실이었으며, 최윤식 교수가 열정적으로 주도하

였다고 한다.

(2) 이임학은 1947년에 문리대 수학과 전임강사로 복

귀하였으며, 한 편의 논문 “On a problem of Max A. 

Zorn”을 써서 Zorn 교수에게 보냈는데, 그는 6.25 전쟁 

중인 1953년에 캐나다에 유학하고 나서야 그 논문이 

1949년에 미국수학회의 기관지 Bull. Amer. Math. 

Soc.에 Zorn 교수의 투고로 게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3) 1948년 10월 가을 발표회의 경우, 중학교 교실은 

착오이며, 윤갑병 (당시 수학과 조교, 전 학술원 회원)의 

회고 [12]에 따르면 장소는 문리대 대강당이었고, 자신

은 4색문제에 관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한편 연희대 

수물과 장기원 교수의 차트를 걸머메고 수행한 이가 안

세희 학생(현 학술원 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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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11] --- 40주년 시기

서울시 임시 인민위원회의 문서 [1]은 틀린 기억을 바

로 잡는 데 쓰일 수 있다. 가령 박을룡(전 학술원 회원) 

[11]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대한수학회는 1946년에 조선수물학회로 발족하여…그러나 그 무

렵의 사회적 혼란, 더 구체적으로는 좌, 우 진영의 대립은 학회에도 

밀어닥쳐, 미구에 조선수학회, 조선물리학회로 분리되었을 뿐 아니

라 소위 ‘사회단체’로서 좌, 우에 임의로 이용되어 수학회는 다시 분

열되어 실질적인 ‘학회’로서의 활동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수물학회는 1950년 9월에 서울시 임시 인민위원

회에 등록하지만, 조선수학회나 조선물리학회라는 것은 

[1]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위의 기록은 뒤의 

윤갑병(전 학술원 회원) [12]의 내용과 상반된다.

1998년 [10] --- 52주년 시기

1996년 대한수학회의 50주년 시기의 집행부는 “대한

수학회사”(제1권) [10]을 1998년에 간행하였는데, 실질

적으로는 25주년 시기로 끝을 내고 있다.

<수학교육> 제1집의 발견으로 50주년 팀은 “35년사”

[8]의 일부 내용을 더 확대할 수 있었다. 더구나 [10]에서

는 1948년에 조선수물학회가 한국수물학회로 개칭되었

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참으로 그럴듯하다. 

그 이유는 1948년 5월의 남한만의 선거로 8월에 대한

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해 11월에 북한도 총선거

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기 때문

에 조선수물학회의 “조선”은 쓰기 거북하였으리라 생각

된다. 그러나 개칭하였다는 근거는 <수학교육> 제1집의 

최윤식 회장의 글에 나타난 “한국수학물리학회” 밖에 없

다. 그 뒤 1950년에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군 

점령하의 서울시 임시 인민위원회에 여전히 조선수물학

회라는 이름으로 등록하고 있다.

더구나 같은 책에 실린 박을룡의 글 [11]과 그보다 대

학 1년 선배인 윤갑병의 글 [12]은 현격하게 상반되어 있

다. 실제로 [12]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946년에 수물학회가 창립되었다. 주로 각 대학의 수학, 물리학 

교수 대부분과 뜻 있는 중등학교 교사, 대학생들이 회원이 되었다. 

이 학회는 1950년, 1951년, 1961년, 1962년을 빼고는 해마다 각 

대학을 돌아다니며 총회를 열었다. 

1948년… 이 해 가을 동숭동 문리대 대강당에서 열린 수물학회에

서 본인이 4색 문제에 관해서 발표하였다.

1949년 가을 수물학회에서는 “학회에서 회원들의 도서출판을 맡

되 인세의 반을 학회의 발전기금으로 징수함”을 결의하였으나 곧 

이은 6.25 동란으로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

1952년 부산 피난 시절에 수물학회는 수학회와 물리학회로 분리

하여 대한수학회가 되었다.

잘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1952년에는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한수학회 활동이 시작

되며, 1960년 4월 학생혁명이 일어나고, 수학회를 이끌어 

오던 최윤식 회장이 서거하며, 1961년에 5.16 군사혁명

이 일어나고 계엄령이 선포되어 그 이듬해까지 모든 사회

단체의 활동이 금지 당했었다. 

위의 기록에서 “수물학회는 수학회와 물리학회로 분리”

는 적절치 않다. 왜냐 하면 한국물리학회가 그 뒤 1952년 

12월 7일에 창립되기는 하였으나, 수물학회와는 독립적

으로 창립된 것이며, 수물학회와 관련이 없는 최규남 서

울대 총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였기 때문이다.  

[10]에 실린 “이임학 박사와의 대담”에서 이임학은 당

시 수학회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수학회는 1946년에 수학회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 모임은 순수한 

수학자 뿐이었습니다. 물리학자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틀린 기억이다. [1]에 의하면 물리학 전

공자는 분명히 있었고, 또 Newton 탄생 기념강연회 등

을 개최했는데[2], 물리 전공자 없이 하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00년 [13] --- 54주년 시기

김정흠 [13]에는 광복 전후의 물리학을 중심으로 한 우

리 나라 고등교육의 실태에 관한 해설이 있으며, 당시의 

물리학 전공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 그리고 당시에 

물리학회를 조직하자는 주장과 시기상조라고 맞서는 주

장이 있었다 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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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반되는 두 주장이 나오자 두 주장의 중간을 따서 물리학

회를 단독으로 조직하기에는 너무도 벅차니 수학회와 합동하여 수

물학회를 만들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리하여 1946년 최윤식을 

회장으로 수물학회가 조직되고 수 회의 강연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도 근대화 초창기에 수물학회로 시작했었다.

2002년 [14] --- 물리학회 50주년

물리학회 50년사 [14]에는 “조선수물학회”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교 있다.

학회 창립에 대한 시기상조론이 분분한 가운데 우선 물리학회를 

단독으로 설립하기보다는 수학계와 함께 합동으로 `수물학회’를 조

직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1046년 10월 수학자인 최윤식

(1899-1960)의 주도로 수학자와 물리학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수물

학회가 결성되었다.

최윤식은 평북 선천 출신으로 1917년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

하고 관비로 일본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에 유학했던 사람이다. 

1922년 도꾜제대에 들어간 그는 1925년 수학과를 졸업하고 경성

고등공업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해방 후 1946년 서울대학교 초대 

수학과 주임교수와 조선수물학회 초대 회장이 되었다. 1954년에는 

조선수물학회에서 분리 독립한 대한수학회의 초대 회장이 되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수물학회는 창립 당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각 대학의 수학, 물리학 교수, 중학교의 수학, 물리 교사, 대학생 등 

약 50명 정도가 참여했다. 수물학회는 창립한 뒤에 수 차례에 걸쳐 

강연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육이오전쟁

을 맞게 되었다. 수물학회에서는 최종환, 한인석 등 좌파 학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수물학회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찰서

에 구금된 사람도 있었다.

결국 물리학자보다는 수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했고 좌익 성

향의 단체로 낙인찍힌 조선수물학회는 좌파 학자들이 월북하면서 

점차로 활동이 없어지다가 육이오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활동이 마

비되고 말았다. 

이 글에서 부정확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창립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는 최

윤식 교수 한 분 뿐이다. 

(2)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채”와 “좌파 학자들이 월

북하면서 점차로 활동이 없어지다가 육이오전쟁 이후에

는 완전히 활동이 마비되고 말았다.”는 부정확하다. 

1949년까지는 분명히 활동을 하였으며, 6.25 전란시인 

1950년과 1951년에는 거의 모든 학회가 활동할 수 없었

다. 그러나 수물학회는 1952년 3월에 피란지인 임시 수

도 부산에서 대한수학회로 부활하게 된다. 

 

2. 수물학회의 명칭에 관한 연대기적 정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수학회의 연원인 수물학회의 

이름에 대하여, 최윤식 회장에 관한 기록은 [1], [2], [5] 

세 가지가 알려져 있다. 

[1]에는 “조선수물학회”(p.828)라 등록되어 있고, [2]

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힌국수학물리학회”라 나와 있

으며, [5]와 또다른 이력서에는 항상 “1946년 10월 대한

수물학회 회장”이라 나와 있다. 최윤식 회장의 가장 가

까운 동지로 수학회를 시종일관 함께 이끌어온 장기원 2

대 회장도 <수학> 창간호 [4]에서 “대한수물학회”를 사

용하고 있다, 혹시 이 두 분 선각자의 마음 속에는 “대

한”을 염원하여 그 이름이 오랜 동안 각인되어 있던 것

이 아닐까.

수학계와 물리학계의 많은 이들은 [10]의 윤갑병의 글

이나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물학회”로만 기억하고 

있다. 오랜 동안 [1]과 [2]를 보지 못했던 필자는 수학회 

역사상 처음으로 그 역사를 세운 “35년사” [8]에서 “대한

수물학회”만을 사용하였다. 

연 대 이  름 근  거

1946 조선수물학회 여러 사람의 증언

1946 대한수물학회 1960년 경의 최윤식 회장의 이력서 [5]

1950 조선수물학회 <정당 사회단체 등록철> [1], [14]

1955 한국수학물리학회 <수학교육> 1집의 최윤식 회장의 글 [2]

1964 대한수물학회 <수학> 1권, 장기원 회장 창간사 [4]

1981 대한수물학회
<대한수학회의 35년>[8]. 위의 1960년 

경의 최 회장의 이력서에 근거를 둠

1996 한국수물학회
<대한수학회사>(제1권)[9]. 위의 1955

에 따라 1948년에 개명했으리라 추정

2000 수물학회
윤갑병[10], 김정흠[12].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이 이름으로만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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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글에서 판단하건대, 대한수학회의 연원인 수물

학회의 정식 명칭에 대한 논의는 앞의 표와 같이 정리된

다[16].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1946년과 1950년 사이에 

“조선수물학회”를 개칭하였을 수도 있겠으나, 1950년   

9월[1]까지 그 이름을 썼고, 1년 반 후인 1952년 3월에 

“대한수학회”로 재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또 [1]에서는 이사장이라 하고, 다른 모든 문서는 최윤

식 회장이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 관례상 회장이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3. 대한수학회 70년사에서의 조선수물학회
필자는 2015년 3월 3일 대한수학회로부터 “대한수학

회 70년사”의 편찬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그리하여 대

한수학회의 연원인 조선수물학회를 “대한수학회 70년

사”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다. 

다음은 그에 대한 한 예이다.

광복 직후인 1946년 10월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 주임

교수 최윤식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수물학회가 창립되었다. 

그 회원은 각 대학의 수학, 물리학 교수 대부분과 뜻 있는 중등학

교 교사, 대학생들이었다. 초기의 수물학회는 유지의 연구 발표와 

Newton 탄생 기념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동호자의 고무 격려와 일

반의 계몽 운동을 병행하였다.

수물학회 창립 당시의 사회적 혼란상은 학회에도 파급되어 좌우 

양파의 불협화음은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정기총회 또는 발표회를 연 2회씩 봄·가을에 가졌는

데, 1948년 10월의 경우, 동숭동 문리대(현재의 마로니에 공원) 대

강당에서 열린 수물학회에서는, 최윤식이 Fourier 급수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장기원이 산목(算木)을 쓴 Horner의 방법을 차트를 써

서 발표하였으며, 윤갑병은 4색 문제에 관해서 발표하였고, 그 밖의 

몇 분이 연구발표를 하였다.

이 시기에 이미 이임학은 미국수학회 기관지 Bulletin of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에 논문을 발표하였고, 6.25 뒤에 

캐나다로 건너가 ‘단순군’의 발견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같은 업적 이외에, 초창기의 한국 수학계는 중고교 및 대학 교

과서의 집필과 체계적인 대학 수학강좌를 세우는 데 힘을 썼다 

[15].

1949년 가을 수물학회에서는 “학회에서 회원들의 도서출판을 맡

되 인세의 반을 학회의 발전기금으로 징수함”을 결의하였으나 곧 

이은 6.25 동란으로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 

수물학회는 전쟁 중인 1950년과 1951년에 활동을 못하다가, 

1952년 3월 임시 수도 부산에서 대한수학회로 개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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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학회 창립 70주년 기념사

박세희 (대한수학회 제7대 회장, 대한수학회 7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 35주년 기념사

1946년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최윤식 선생님을 

비롯한 선각자들에 의하여 대한수물학회가 창립되

고 6․25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1952년 대한수학

회로 분리된 이래 1978년에는 사단법인으로 재발

족되면서 우리 학회는 꾸준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창립 당시 수학 분야 회원은 대학 

재학생을 포함해서 24명에 불과했고 분리 당시 50

여 명의 회원 밖에 없었던 우리 학회는 오늘날 450

여 명의 국내회원, 30여 명의 외국인 회원, 40여 명

의 해외 체류회원을 가진 큰 단체로 자라났습니다.

1968년에 시작한 Journal과 Bulletin은 Kyungpook 

Journal, Honam Journal과 함께 우리나라 수학계

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자라나 매년 4권에 40여 편

의 논문을 총 400여 페이지로 간행되며 그 논문들

은 Mathematical Reviews와 Zentralblatt에서 평

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수학회는 국제적으로도 두터운 인정을 받

아 미국수학회와 상호회원제를 수립하 으며 1971

년 이후 해마다 많은 외국학자들이 초청되어 국제 

수준의 강연, 세미나를 가져왔으며 1979년에는 한·

미 워크숍을 서울대학교와 공동 개최하 고 이번 

1981년 1월에는 IMU에 정식으로 가입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이 모두가 35년 동안의 우리 회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선 우리 회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구나 과

거에 어려운 살림을 맡아하셨던 최윤식 전 회장, 

장기원 전 회장을 비롯한 작고 회원들의 노력에 새

삼 경의를 표하고 다시 한 번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이제 뜻깊은 3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학회의 현

황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직도 어려운 여건 속에 있

습니다. 재정적인 자립도도 약하고 연구 여건도 어

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새로운 35년을 위한 큰 

도약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35년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학회의 

이념을 재정립하여야 하며 보다 강력한 학술활동을 

위한 체제가 정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유능한 젊은 

학자들에게는 참여와 초청강연의 기회가 주어져야 

      ■

70주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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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다년간 학회에 공헌한 선배 학자들에게는 그 

공로가 정당히 평가되어 그에 알맞은 예가 주어

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간행물과 연구발표의 질은 적극적으

로 향상되어야 하며 국제적 학술활동에도 적극 참

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내년 8월 바

르샤바에서 열리는 IMU 총회에 대표단이 파견되어

야 하겠고, 또 최근에 활발해진 수학의 세계 올림

피아드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올림

피아드 참여 노력은 우수한 두뇌를 계발하여 수학 

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

다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노력은 몇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35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굳은 각오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

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후략)

○ 70주년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읽어드린 것은 1981년 대한수학회 창

립 35주년 기념식에서의 당시의 권택연 회장의 35

주년 기념사입니다. 이 기념사는 우리 수학회의 과

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구상을 제시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념사는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당시의 상황을 학술지, 국제 활동, 재

정에 관하여 진단한 뒤에, 미래의 과업에 대한 방

향 제시를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념사는 

대한수학회의 두 번째 35년 역사의 원동력이 되는 

글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수학회의 첫째 35년은 “교육의 

시대”라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이 생겨나

는 것과 때를 맞추어 교수나 학생이나 교육에 중점

을 두었던 시기 습니다. 교수는 스스로 공부하면

서 대체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에 치중하 고, 한

국인 연구자는 국내외에 소수가 있을 뿐이었습니

다. 그 당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수학회는 

연구발표회를 꾸준히 열어옴으로써, 여러 간행물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수학의 교육과 보급과 연구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의 둘째 35년 동안은 “연구의 시

대” 습니다. 우리 수학계는 여전히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가면서 국가적인 연구 중심 체제에 들어섰

고, 대한수학회는 제도를 갱신하고 내실을 기하여 

국가 수학 활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

가적으로 국제 수준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국

제 교류가 활발해져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나 IMU 

활동에서 큰 명성을 얻어 Group 4로 승격하 습니

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4년에는 대한수학회가 

Seoul ICM 2014를 주최하는 예를 누려, 세계적

으로 국위를 선양하 습니다.

(아래) 1981년에 개최된 35주년 

기념식 및 총회 사진

(오른쪽) 2016년 70주년 기념식 

  



2016년 11월호 The Newsletter of the KMS ∙ 17

그 70년 동안에 수십 명에 불과하던 회원 수는 

근 4천 명으로 늘어났고, 한 명도 없던 박사학위 

소지자는 1천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연간 한 두 

차례의 발표회밖에 못 열던 학회는 대한수학회지, 

대한수학회보, 대한수학회논문집, 수학교육논총, 프

로그램 및 논문초록집, 대한수학회소식 등 여러 정

기간행물을 발간하고, 봄·가을 연구발표회, 여러 국

제학술회의 등을 주최하여 국제 수준의 학회로 올

라섰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70년 동안 여

러 회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

한 학회를 위하여 봉사해온 임직원들의 헌신의 결

과입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노력과 봉사에 진심어

린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 백년사를 위한 준비, 후진에게의 당부

2016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대한수학회는 

30년 후인 2046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

니다. 미래의 30년 동안 대한수학회와 우리나라 수

학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세계 수학의 조류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는 우리 모두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수학회가 세계 수준의 

업적을 양산하고 세계의 수학계를 선도하는 “세계화

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인은 초대 회장이셨던 최윤식 스승님의 조교

로 시작하여 역대 모든 회장과 친근하게 지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라는 자각과, 1981년에 우리 

학회 최초로 그 역사를 기록한 <대한수학회의 35

년>을 집필했던 연유 때문에, 작년 3월부터 <대한

수학회 70년사> 편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지

금까지 불철주야 일해 왔습니다. 오늘까지 <70년

사>의 가쇄본을 두 차례 간행하여 왔고, 금년 연말

까지는 멋진 <70년사>를 완결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장래의 수학회 운 진에게 <100

년사>를 준비하는 임원을 두어 역사 기록을 발굴하

고 꾸준히 정리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구성될 장래의 <100년사 편찬위원회>

에 훨씬 더 멋진 <100년사>를 만들어 줄 것을 무

한한 애정을 가지고 부탁하는 바입니다.

○ 감사의 말씀

끝으로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수학회”를 키워오

고 열심히 참여해 준 모든 회원과 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충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회의 70돌을 다 함께 축하하면서도,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회원들이 계십니다. 옛말에 사랑

하던 이는 가슴에 묻고, 때때로 이름을 불러드려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15년간 고군분투하며 수학회를 이끌어 오셨던 

최윤식 스승님, 그 뒤에 수학회를 이끌어 오셨던 

작고 회장님들 

2대 장기원 회장님, 3대 박경찬 회장님, 

4대 김정수 회장님, 5대 박을룡 회장님, 

6대 권택연 회장님, 8대 조태근 회장님, 

11대 김종식 회장님, 12대 우무하 회장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본인의 스승 같은 분

들이며, 선배들이며, 수학회를 위하여 함께 일해 

온 후배들입니다. 이 분들 외에도 우리 수학회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기억해 

내셔서 이름을 불러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드렸던 분들 

못지않게 노력하시어 여러분의 뜻하는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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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ô�Ç �.���s	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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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75�̧�: p�²DG ���n�E��� @/�<Æ�§\� Ä»�<Æ���. )²DGô�Ç 75�̧� 2�<Æl�\� s�

p� @/�<Æ"é¶ y©�_�\� 3>h õ�3lq(@/Ãº&h� 0A�©�Ãº�<Æ, @/Ãº�<Æ:£¤y©�, 0A�©�Ãº�<Æ:£¤y©�)s�

[þt#Qe��#Q, Õªs�Êê@/�<Æ"é¶î�r%ò
_�×�æd�����Óüts�÷&��. Õªo��#� 26�̧�\����5g

þj�í�Ð "fÖ�¦@/ ���]j ~ÃÌ��[þt�̀¦ U�́�QÍÇx��.

1980�̧�: �Ý¶×þ���� �r�©� {©����, éß�{9� ÂÒ�r�©�s� ÷&��.

1981�̧�: Ãº�<Æ�r_� ÆÒ��;Ü¼�Ð "fÖ�¦r� ë�H�o�©�(�����õ��<Æ ÂÒë�H)�̀¦ ~ÃÎ��. s�

�¦̀�	כ >�l��Ð �#� Ãº�<Æ�r�©� ]j�̧\�¦ SX�wn���¦, 1982�̧�\� /BN�Ð�©��̀¦ ~ÃÌ&ñ
l� �§

Ãº, �<ÆÕüt�©��̀¦ l�Äº�½Ó �§Ãº\�>� Ãº#����.

1982�̧�: Ãº�<Æ�r ]j7@/ �r�©�\� {©����÷&��.

1982-84�̧�: þj�í_� Ãº�<Æ�§¹¢¤ d���ít�¹¡§ >hþj, l��FK SX�Ø�æ, �7Hë�H�í2�¤|9� µ1Ï

çß�, ¾»Û¼YU'�\�¦ &ñ
l�çß�'��Óüt�Ð µ1Ïçß�, ì�rõ��r ���$í
, ð�r>�µ1Ï³ð�r 4�¤"é¶, �rt� �r

�Ð_� �̂F� >h��� 1px #��Q ��t� Dh�Ðî�r ]j�̧\�¦ [j�°?��.

2015-17�̧�: @/ô�ÇÃº�<Æ�r 70�̧���¼#�ðøÍ0A"é¶�©��̀¦ ú́ ��y���¦_� �̧§4�Ü¼�Ð 850#�

�̀s�t�\� s�ØÔ��H ������̀¦ ¢-a$í
���.

�:r����Ér �í@/ �r�©�ÂÒ'� �&³ �r�©���t� �̧��H s�ü< ���_� \O�s� @/½+É Ãº e��%3�

~�� Ä»{9�ô�Ç ��|ÃÐs����¦ Òqty��ô�Ç��. Õª�Q�<Ê\��̧ Ô�¦½̈��¦ Ãº�<Æ�r �r�©� e��l�\�¦

48[j 11>h�Z4\� ���2; Êê\���H Ãº�<Æ�r\�¦ 0A�#� Z>��Ð ½+É {9�s� \O�%3���. Õªo��

#� @/�<Æ"é¶ y©�_�\� ���§4���¦ ²DG]j&h���� ���½̈ �Ö̧1lxõ� K�ü@ µ1Ï³ð\� jËµ�̀¦ @Åsl�

r����Ùþ¡��. K�ü@ #�'���̀¦ ��ÅÒ �>� �)a �̧�	כ s���� ���Ä»\�"fs� 9 ���õ�&h�Ü¼�Ð

70#� >h²DG ÃºÑþ� >h �̧r�\�¦ [�t����¥Æ���.

ô�Ç ²ú� ����s� ¢̧��H Õª s��©� �̂ÀÓô�Ç �̧r�ëß� ���9 �Ð���̧ p�²DG_� �ÐE$�Û¼,

�̂¦ÀÒbç
���,!Q9þto�,0>dç
���,�ÐÛ¼îß�7�qYUÛ¼;H�����d�����>rÛ¼;{9��:r¹כ�ï���;

@/ëß� ��s��̀s�, �½Ó�o; Z�àÔz�� ��̧s�; �9�o��2; ��u�́��; áÔ|½ÓÛ¼ ��o�; �̧Û¼àÔ³1Ï

o��� r�×¼m�, ¾»H�_þt; e�¦êøÍ×¼ ��ØÔ����, �Ðê�r, ÀÒ�̂¦�2; 1px 17>h �̧r�s���.

ô�Ç¼#� &ñ
�̧� Êê\��̧ Ãº 	�YV_� Ä»XO� ô=�̧ #�'��, r�Z�o��� ô=�̧ S �éß�, z��p�

ß¼ÀÒÝ¼#�'��,�ª���y©�ß¼ÀÒÝ¼,eç
/åJ�½�×¼-Û¼�ïd�¦�½�×¼-��{9�êøÍ×¼ß¼ÀÒÝ¼#�'��1px

�̀¦ �%i���.

Õª�Q��H1lxîß�@/ô�ÇÃº�<Æ�rt�,�r�Ð\�µ1Ï³ðô�Ç 50#�¼#��̀¦�í�<Ê�#�²DG?/ü@�<Æ

Õütt�,�r_��7Hë�H|9�\� 390#�¼#�_��<ÆÕüt�7Hë�H(Õª×�æ 90%s��©�s�éß�1lq|9��9�)�̀¦z�́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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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_�MathSciNet\�_����� 2014�̧��í��t�²DG?/ü@ô�Ç²DG>��<Æ��×�æ�:r���

�7Hë�H ���6 x�̧�� ���©� Z�}��¤��. Õªµ1Ú\� 30#��Ý¶_� $�"fü< %i�"f(Õª ×�æ\���H 1000

�̀s�t�����î�r ðÃº�<Æ_� ô=�<Æñ���%i�s�e����), 20#�¼#�_�²DG?/K�[O��7Hë�H, 100#�

¼#�_�/åJ�̀¦/ú��¦, AMS_�MR\� 286¼#�_� Review\�¦z�́%3���. s�%�!3�8úx>� 800#�

¼#�_� /åJ�̀¦ /ú���. ô�Ç¼#� ²DG?/ �<ÆÕüt µ1Ï³ð x9� �í'õAy©���� ��H 150�r, ²DG]j�r_� µ1Ï³ð

x9� ü@²DG@/�<Æ �í'õAy©���� ��H 200�r, Ãºz��"î
_� ²DG?/ü@ ~ÃÌ���<Æ0A �7Hë�H d����, ÃºÑþ�

¼#�_� ü@²DG�<ÆÕütt� ÈÒ�¦�7Hë�H d����\�¦ �%i���.

s��Qô�Ç ²DG]j µ1Ï³ð��H ��o� 1@/�<Æ(�½Ó_�6�x-�èØÔ�:rÖ¼), U.C. Berkeley, @/ëß�

×�æ�©����½̈"é¶, 'õA�o@/�<Æ, e�¦êøÍ×¼ Ãº�<Æ���½̈�è, ����̧ ������r�@/�<Æ, �9�o��2;@/�<Æ,

�̧�î/BN\O�@/, �§¢̧@/�<Æ, �©�ä¼�̀_�ØÔÂÒØÔß¼ @/�<Æ, ×�æ²DGõ��<Æ"é¶, I�²DG b(¦��2�x9�x

@/�<Æ 1px [j>� Ä»Ãº_� ���½̈l��'a_� �í'õAy©���� ¢̧��H ��l�\�"f >hþj�)a �<ÆÕüt�r_�

\�"f l��̧ y©�����̀¦ �%i���.

��HA�_� ²DG]j î̈
��l��'a_� X<s�����H ��6£§õ� °ú ��.

[2017. 11. 1.] According to MathSciNet of the American Mathematical So-

ciety, Sehie Park has 293 publications and is cited 1,456 times by 391 authors.

[2018. 6. 26.] According to ResearchGate, Sehie Park has 394 Research items,

11,442 Reads, and 4,515 Citations.

s��©�s� @/ô�ÇÃº�<Æ�rü< �<Êa� �����:r �:r���_� ���Òqt_� ¼#��2;s���. #Q~� s��	כ

ëß�s� �:r���_� ���Òqt_� ���ÂÒs���x��H��.

[“@/ô�ÇÃº�<Æ�rü< �<Êa� 60�̧�”, @/ô�ÇÃº�<Æ�r 70�̧���, 2017, pp.72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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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학회의 70년
朴世熙 會員(數學)

머리말

사단법인 대한수학회(약칭 수학회)는 2016년 10월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통

과 혁신의 조화”라는 주제로 7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기조강연과 대중강연, 수

학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및 전시, 수학회 70년사 특

별세션, 제2회 대한수학회-일본수학회 공동학술회의와 

상설분과 발표를 포함한 스페셜 세션을 진행하였다. 

더구나 수학회 70년의 역사를 다룬 <대한수학회 70년

사>를 846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책으로 간행하여, 수

학회의 역사와 거의 모든 관련 사항을 망라한 백과사전

적인 내용을 수록하였다. 2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작성된 

이 책의 편찬위원장을 맡아본 필자는 이 기회에 대한민

국학술원의 동료 회원들에게 수학회의 현황과 역사를 간

단히 소개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수학회의 현황

수학회는 순수수학, 응용수학 및 수학교육의 연구 및 

보급과 아울러 과학의 여러 부문과 협력하여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학회는 한국수

학의 발전과 수학문화의 확산 및 대중화를 위해 여러 활

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수학계는 지난 10년 동안에 세계 

수학계에서도 그 유래가 드물 정도의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구체적인 예로, 지난 10년간 수학분야 연구논

문의 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국가는 중국, 한국, 브라

질 등 3개국 뿐이며, 2009년 수학분야의 연구논문 수에

서 한국은 세계 11위를 기록하였다.

수학회의 학술활동은 전문 학술지로 SCIE 급인 대한

수학회지(연 6회), 대한수학회보(연 6회)와 대한수학회

논문집(연 4회)를 간행하고, 연 2회 연구발표회와 연     

2회 대중강연회(봄, 가을)를 개최하며, 대한수학회소식

(연 6회)을 간행한다. 또 수학교육 부문에서 한국수학올

림피아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 수학교육심포지

엄, 전국대학생수학경시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수학회는 산하에 9개 분과(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위

상수학, 확률통계학, 응용수학, 수학교육, 이산수학, 암

호학)와 4개 지방 지부를 두고 있으며, 편집위원회(회지, 

회보, 논문집), 기금관리 및 운용위원회, 국제교류위원

회,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상시위원회/한시

위원회)를 두어, 현재 정회원 2,058명을 포함하는 총 

4,094명의 회원에게 봉사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대규모의 국제적인 학회로 자라난 수학회

의 역사를 돌이켜보기로 한다.

역사의 첫째 35년 (1946~1981)

대한수학회의 첫째 35년은 “교육의 시대”라 불릴 수 

있다. 우리의 대학이 생겨나는 것과 때를 맞추어 교수나 

학생이나 교육에 중점을 두었던 시기였다. 교수는 스스

로 공부하면서 대체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에 치중하였

고, 한국인 연구자는 국내외에 소수가 있을 뿐이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10월 국립 서울대학교의 개

교와 때를 맞추어 대한수학

회의 전신인 <조선수물학회>

가 창립되었다. 이는 서울대

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 주

임교수인 최윤식 초대 회장

이 주도하였고, 창립회원은 

서울대학교 문리대, 공대, 

사대와 연희대학의 교수와 학생 및 중등학교 교사들이

며, 수학계는 24명 정도였다. 수물학회는 1949년까지 

봄·가을에 연구발표회와 강연회 등을 열어 연구와 계몽 

운동을 병행하였다.

최윤식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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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이 미미하였던 가운데서도 이임학 선생이 

1947년 경에 논문 한 편을 써서 1949년에 미국수학회보

에 게재하였는데, 그것이 본인에게 알려진 것은 6.25 전

쟁 중 그가 캐나다에 유학한 뒤였다.

1950년 6.25 전쟁 때문

에 초창기의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그 해    

9월에 북한군 점령하의 서

울시 임시인민위원회 문화

선전국의 “정당 사회단체 

등록철”에 조선수물학회가 

등록한 서류의 사본이 수물

학회의 유일한 기록이다.

전쟁 중인 1952년 3월 11일 부산 피난지에서 최윤식 

회장을 중심으로 수물학회는 대한수학회로 갱신 재발족

하여, 봄·가을에 총회와 학술발표회를 여는 등 활동을 

시작하였다. 1953년에 서울로 환도한 뒤에 활동을 재개

한 수학회는 1955년 7월에 

학회지 〈수학교육〉을 간행

하기 시작하여 3호까지 발

간하였다. 한편 1958년에

는 경북대학교에서 박정기 

교수의 주도로 〈경북수학

잡지〉를 간행하기 시작하

여 오늘날까지 연면히 이어

지고 있다.

6.25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회원들이 1950년대 

후반부터 학위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중 몇 사람이 일시 

귀국하였으나, 수학계 자체의 활동이 미미한 가운데, 대

부분이 다시 미국으로 진출하여 두뇌 유출의 선구가 되

었다.

1960년 4.19 학생 혁명이 일어났으며, 8월에 최윤식 

회장이 작고하셔서 연세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장기원 부

회장이 승계하였다. 다시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모

든 학술단체의 활동이 정지되었다가, 1962년 10월 9일

에 연세대학교에서 대한수학회가 재발족되었다.

1964년 학회지 〈수학교육〉이 이름을 바꾸어 이우한 

선생의 주도하에 〈수학〉으로 창간호와 2호를 발행하였

고, 3호와 4호는 필자가 편집하였다.

1966년 장기원 회장의 급서로 박경찬 선생이 회장으

로 선임되었고, 1968년에는 과학기술처의 보조로 학회

지 〈수학〉을 〈대한수학회지〉와 〈대한수학회보〉로 분리

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창간호인 

대한수학회지 제5권

을,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1968년 총회

에 맞추어 가기 위해

서, 박세희 회원이 조

교와 대학원 학생들

과 더불어 원고를 수집하여 정서하고 편집하여, 2주일 

동안 민중서관 인쇄소에서 야근을 한 결과, 최지훈, 박

세희, 이우한, 한화석, 김제필, 윤재한, 윤옥경 등 여러 

회원들의 논문으로 이루어진 회지가 처음으로 탄생하

였다.

1970년대에는 김정수, 박을룡 회장의 시기였다, 1971

년에는 수학회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가졌고, 1978년 

“대한수학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 이때에 국

제수학연맹 IMU에 가입하려 노력하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지부별 활동이 활발해져, 일부 지부가 지

부학회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등록철

수학교육

수학

수학회보수학회지

25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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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35년의 기반 조성 (1981~1996)

대한수학회의 둘째 35년 동안은 “연구의 시대”였다. 

우리 수학계는 여전히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가면서 국가

적인 연구 중심 체제에 들어섰고, 수학회는 제도를 갱신

하고 내실을 기하여 우리나라 수학 연구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1980년부터 1996년 50주년 시기까지는 회장 임기가 

2년으로 정착되었으며 권택연, 박세희, 조태근, 임정대, 

윤재한, 김종식, 우무하, 주진구 회원이 차례로 회장직

을 맡았다.

권택연 회장 시기에는 임원의 세대 교체, 단임제, 지부

자치제, 재원 확보, 수학회상 제도가 확립되었다. 특히, 

1981년에는 대한수학회의 숙원 사업이었던 IMU에 

“Republic of Korea”로 가입되어, 세계 속의 학회로 자

리매김을 하였고,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박세희 회장 시기인 1982~84년에는 중·고등학교 수

학 교과과정을 분석, 검토하기 위하여 “수학교육 심포지

엄”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매년 한 두 차례 개최되어오

고 있다. 그리고 수학교육논총, 논문초록집, 뉴스레터를 

정기간행물로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분과회를 결성하였

으며, 춘계발표회를 20여 년 만에 복원하였고, 회지와 

회보를 현대화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해외 유학한 학자들이 다수 귀국

하여 대학원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1980년대부터 국내 

박사학위 수여자가 다수 늘어나기 시작하고, 국내 학자

들의 연구가 해외 체류학자들보다 높은 피인용지수를 기

록하기 시작하여, 비로소 국내에서도 국제 수준의 연구

가 가능해졌다.

조태근 회장 시기인 

1986년에는 <대한수

학회 논문집>이 창간

되고, 마포구의 성지

빌딩 706호를 매입하

여 학회 사무실을 서

울대학교에서 성지빌

딩으로 이전하였다.

임정대 회장 시기인 1987년 11월 제1회 한국수학올림

피아드 KMO가 개최되었으며, 호주에서 열린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IMO에 처녀 출전하였다. 한국수학올림피아

드 대표단은 IMO에서 1990년 후반부터 10위권 안의 좋

대학수학회 눈문집 성지빌딩

35주년 기념식

사단법인화

뉴스레터 창간호 현대화된 회지·회보

수학교육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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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2012년과 2017년에는 전 세계가 

놀랄만한 종합 1위를 기록하였다.

1988~1990년 윤재한 회장 시기에는 홍성대 명예회원

의 도움으로 학회 사무 전산화 사업이 시작되어, 학회가 

현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초반, 김종식 회장과 우무하 회장은 대한수

학회가 일본, 중국과의 학술 교류를 통한 국제화로의 기

틀, 특히 한민족 수학 교류의 기초를 놓았고, 1981년 

IMU에 가입 당시 그룹 I에 소속되어 있던 대한수학회를 

꾸준한 노력으로 1993년 그룹 II로 승격시켰다.

1990년대 초에 설립된 경북대의 TGRC와 서울대의 

GARC 등 SRC가 설립되었고,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를 

모델로 한 고등과학원(KIAS)이 1996년에 설립되었다. 

곧이어 기초과학연구소 지원 사업과 BK21 사업팀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 수학계의 연구력 발전을 가속시키는 커

다란 엔진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95~1996년 주진구 회장 시기에는, “창립 50주년 

기념 세계 한민족 수학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임학 

선생이 특별강연을 하였다.

국제화 활동 (1997~2010)

1997~1998년 장건수 회장 시기에는, 수학회의 국제

화를 위하여 아시아 수학 연맹(AMU) 결성을 위해 노력

하였으며, 논문상을 확대 개편하고, 학회지의 수준 향상

에 기여하였다.

1999~2000 김성기 회장의 시기에는 IMU가 2000년

을 “세계 수학의 해”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수학회도 

“수학으로 여는 새천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제41회 

국제 올림피아드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정동

명, 조용승, 민경찬, 김도한 회장의 시기였다.

2003년 1월에 <대한수학회지>가 SCIE에 등재되어 

모든 회원의 큰 기쁨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수

학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5년 11월

에는 모든 수학인의 소망이었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NIMS)가 설립되었다.

2006년 제2기 BK21에서 총 13개의 사업단이 선정되

어 수학연구의 기반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학회 창

립 60주년을 맞이하여 “Global KMS Day” 국제학술대

회와 “Asia Mathematics Forum”을 통해 글로벌 역량

을 키우게 되었다. 2006년과 2007년은 수학회로서는 

중요한 해였다. 2006년에는 창립 60주년 기념학회와 

더불어,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회 ICM에 한국 수학자

로는 처음으로 김정한, 오용근, 황준묵 회원이 초청강

연을 하였다.

2007년에는 회지에 이어 회보도 SCIE에 등재되었고 

국내 수학자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수가 세계 12

위가 되었다. 더구나 유례없는 일로 IMU 등급이 II등급

에서 IV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국제적으로 높아진 

한국 수학계의 위상을 바탕으로 수학회가 역량을 발휘하

여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 ICM을 유치를 위한 위원회

를 결성하고 2년 후인 2009년에 서울이 2014년 ICM 개

최 장소로 결정되었다. 이후 7년간은 ICM 유치와 성공

적인 개최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학회의 주업무가 되

었다. 또한 12월에는 제12회 국제수학교육자 대회

(ICME-12)도 개최 장소가 서울로 결정되어 겹경사를 

맞게 되었다. 

가을 연구발표회를 2008년에는 제주 국제 컨벤션 센

터에서 캐나다 수학회, 2009년에는 이화여대 ECC에서 

미국수학회, 그리고 2010년 5월에는 중국 충칭에서 중

국수학회와의 공동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가졌다. 미

국수학회와의 공동학술회의에서는 외국인 수백 명과 내

국인 포함 총 1000여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

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014년 ICM을 성

공적으로 치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이 해에 

수학자로는 처음으로 이임학 교수가 “과학기술인 명예

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2010년 봄 연구발표회는 “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

(수총)” 주관으로 2014년 ICM을 위한 “한국수학자대회”

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2013년 아시아수학대회

(AMC 2013)를 유치하여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4 서울 ICM의 성공과 수학회 100년의   

준비 (2011~2016)

2011년부터는 2014년 서울 ICM을 성공적으로 개최하



2017년 11월 1일(수) | 제 292 호

6

기 위하여 수학회와 ICM 조직위원회가 총력을 기울였

다. 이 시기의 회장은 서동엽, 김명환 회원이며, ICM 조

직위원장은 박형주 회원이었다. 

2012년에는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ICME-12)가 

코엑스에서 83개국 3,600여 명이 참가하여 1,500여 편

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국수학

올림피아드 참가 학생들이 참가 25년만에 20년의 중국

의 아성을 깨고 세계 1등으로 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루

어내었다. 

2013년에는 2014 ICM을 앞두고 국회에서 “세계수학

자대회와 미래창조전략 포럼”을 개최하였고, 벡스코에

서 2013년 아시아수학대회를 개최하여 KMS-SEAMS 

공동으로 아시아수학연합을 추진하자는 “부산 결의안

(Busan Resolution)”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14년 마침내 2014년 ‘한국 수학의 해’로 지정되고 

그 중심에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Seoul ICM 

2014) (2014. 8. 13~21 / COEX, Seoul)가 자리하였다. 

제22대 대한수학회 임원들은 ICM 2014 조직위원회와 

함께 ICM 2014를 가장 성공적인 수학자대회로 멋지게 

치루면서, 국내외에 수학의 즐거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위대함을 동시에 보여주어 한국에서 수학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학과는 학생들이 가장 

전공하고 싶은 학과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2015년 이용훈 회장은 지난 70년간의 한국 수학을 결

산하고 100년을 맞이하기 위한 〈대한수학회 70년사〉를 

제안하고, 제7대 박세희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편찬위

원회가 2년여 동안의 집필 노력의 결과를 마무리하였다.

끝으로, 70주년 기념식에

서는 박세희 전 회장의 기념

사, 모리 IMU 회장의 축사 

외에, 신임 24대 이향숙 회장

의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30년의 원대한 발전 계획(70

년사 참조)이 발표되었다. 이

에 따라 이용훈 회장과 이향

숙 회장이 함께 <전통과 혁신

의 조화를 선도하는 수학>이라는 비젼을 선포할 때 축포

와 함께 꽃비처럼 쏟아지는 흰 테이프들은 내외 귀빈들

을 비롯한 참석회원 전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하여 수학회는 세계화 시대를 위한 100주년을 

향하여 힘찬 새 걸음을 내디뎠다.

제22대 대한수학회 임원과 ICM 2014 조직위원회

편찬위원회

➊ 중국수학회와의 공동 학술회의
➋ 2012년 IMO 한국 대표단 
➌ 제12차 수학교육대회
➍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 팀 우승

➊

➋

➌

➍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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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학회의 70년

글 | 박세희 (명예교수)

최윤식 선생

머리말

사단법인 대한수학회(약칭 수학회)는 2016년 10월에 창립 70주년

을 맞이하여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통과 혁신의 조화”라는 주

제로 7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기조

강연과 대중강연, 수학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및 전시, 수학회 70

년사 특별세션, 제2회 대한수학회-일본수학회 공동학술회의와 상설

분과 발표를 포함한 스페셜 세션을 진행하였다. 

더구나 수학회 70년의 역사를 다룬 <대한수학회 70년사>를 846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책으로 간행하여, 수학회의 역사와 거의 모

든 관련 사항을 망라한 백과사전적인 내용을 수록하였다. 2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작성된 이 책의 편찬위원장을 맡아본 필자는 이 기회

에 우리 수리과학부의 구성원과 동문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수학회

의 현황과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수학회의 현황

수학회는 순수수학, 응용수학 및 수학교육의 연구 및 보급과 아울

러 과학의 여러 부문과 협력하여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학회는 한국수학의 발전과 수학문화 확산 및 대중

화를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수학계는 지난 10년 동안

은 세계 수학계에서도 그 유래가 드물 정도의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

루었다. 구체적인 예로, 지난 10년간 수학분야 연구논문의 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국가는 중국, 한국, 브라질 등 3개국뿐이며, 2009

년 수학분야 연구논문 수에서 한국은 세계 11위를 기록하였다.

수학회는 학술활동으로 전문 학술지로 SCIE 급인 대한수학회지

(연6회), 대한수학회보(연6회)와 대한수학회논문집(연4회)를 간행하

고, 연 2회 연구발표회와 연 2회 대중강연회(봄, 가을)를 개최하며, 

대한수학회소식(연6회)을 간행한다. 또 수학교육 부문에서 한국수학

올림피아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 수학교육심포지엄, 전국대

학생수학경시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수학회는 산하에 9개 분과(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위상수학, 확

률통계학, 응용수학, 수학교육, 이산수학, 암호학)와 4개 지방 지부

를 두고 있으며, 편집위원회(회지, 회보, 논문집), 기금관리 및 운용

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상시위

원회/한시위원회)를 두어, 현재 정회원 2,058명을 포함하는 총 

4,094명의 회원에게 봉사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대규모의 국제적인 학회로 자라난 수학회의 역사를 

돌이켜보기로 한다.

역사의 첫째 35년 (1946-1981)

대한수학회의 첫째 35년은 “교육의 

시대”라 불릴 수 있다. 우리의 대학이 

생겨나는 것과 때를 맞추어 교수나 학

생이나 교육에 중점을 두었던 시기였

다. 교수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대체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에 치중하였고, 

한국인 연구자는 국내외에 소수가 있을 

뿐이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10월 국립 서

울대학교의 개교와 때를 맞추어 대한수학회의 전신인 <조선수물학

회>가 창립되었다. 이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 주임교수인 

최윤식 초대 회장이 주도하였고, 창립회원은 서울대학교 문리대, 공

대, 사대와 연희대학의 교수와 학생 및 중등학교 교사들이며, 수학

계는 24명 정도였다. 수물학회는 1949년까지 봄·가을에 연구발표

회와 강연회 등을 열어 연구와 계몽 운동을 병행하였다.

연구 활동이 미미하였던 가운데서도 이임학 선생이 1947년 경에 

논문 한 편을 써서 1949년에 미국수학회보에 게재하였는데, 그것이 

본인에게 알려진 것은 6.25 전쟁 중 그가 캐나다에 유학한 뒤였다.

1950년 6.25 전쟁 때문에 초창기의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그 해 9월에 북한군 점령하의 서울시 임시인민위원회 문화선전국의 

“정당 사회단체 등록철”에 조선수물학회가 등록한 서류의 사본이 수

물학회의 유일한 기록이다.

등록철

전쟁 중인 1952년 3월 11일 부산 피난지에서 최윤식 회장을 중심

으로 수물학회에서 대한수학회로 갱신 재발족하여, 봄·가을에 총

회와 학술발표회를 여는 등 활동을 시작하였다. 1953년에 서울로 환

도한 뒤에 활동을 시작한 수학회는 1955년 7월에 학회지 <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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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

육>을 간행하기 시작하여 3호까지 발간하였다. 한편 1958년에는 경

북대학교의 박정기 교수의 주도로 <경북수학잡지>가 간행되기 시작

하여 오늘날까지 연면히 이어지고 있다.

6.25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회원들이 1950년대 후반부터 박사

학위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중 몇 

사람이 일시 귀국하였으나, 수학계 

자체의 활동이 미미한 가운데, 대부

분이 다시 미국으로 진출하여 두뇌 

유출의 선구가 되었다.

1960년 4.19 학생 혁명이 일어났

으며, 8월에 최윤식 회장이 작고하

셔서 연세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장

기원 부회장이 승계하였다. 다시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모든 학술단체의 활동이 정지되었다가, 

1962년 10월 9일에 연세대학교에서 대한수학회가 재발족되었다.

1964년 학회지 <수학교육>의 이름을 바꾸어 이우한 선생의 주도

하에 <수학>으로 창간호와 2호를 발행하였고, 3호와 4호는 필자가 

편집하였다.

수학

1966년 장기원 회장의 급서로 박경찬 선생이 회장으로 선임되었

고, 1968년에는 과학기술처의 보조로 학회지 <수학>을 <대한수학회

지>와 <대한수학회보>로 분리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수학회지 수학회보

실질적인 창간호인 대한수학회지 제5권을 1968년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총회에 맞추어 가기 위하여, 박세희 회원이 조교와 대학원 

학생들과 더불어 원고를 수집하여 정서하고 편집하여, 2주일 동안 

민중서관 인쇄소에서 야근을 한 결과, 최지훈, 박세희, 이우한, 한화

석, 김제필, 윤재한, 윤옥경 등 여러 회원들의 논문으로 이루어진 회

지가 처음으로 탄생하였다.

25주년 기념식

1970년대에는 김정수, 박을룡 회장의 시기였다, 1971년에는 수학

회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가졌고, 1978년 “대한수학회”가 “사단법

인”으로 등록되었다. 이 때에 IMU에 가입하려 노력하기 시작하였으

며, 1979년부터는 지부별 활동이 활발해져, 일부 지부가 지부학회지

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사단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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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35년의 기반 조성 (1981-1996)

대한수학회의 둘째 35년 동안은 “연구의 시대”였다. 우리 수학계

는 여전히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가면서 국가적인 연구 중심 체제에 

들어섰고, 수학회는 제도를 갱신하고 내실을 기하여 우리나라 수학 

연구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1980년부터 1996년 50주년 시기까지는 회장 임기가 2년으로 정

착되었으며 권택연, 박세희, 조태근, 임정대, 윤재한, 김종식, 우무

하, 주진구 회원이 차례로 회장직을 맡았다.

권택연 회장 시기에는 임원의 세대 교채, 단임제, 지부자치제, 재

원 확보, 수학회상 제도가 확립되었다. 특히, 1981년에는 대한수학

회의 숙원 사업인 국제수학연맹 IMU에 “Republic of Korea”로 가

입되어, 세계 속의 학회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그 뒤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35주년 기념식

박세희 회장 시기인 1982-84년에는 중.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

을 분석, 검토하기 위하여 “수학교육 심포지엄”을 처음으로 시작하

여, 매년 한 두 차례 개최되어오고 있다. 그리고 수학교육논총, 논문

초록집, 뉴스레터를 정기간행물로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분과회를 

결성하였으며, 춘계발표회를 20여 년 만에 복원하였고, 회지와 회보

를 현대화하였다.

수학교육 심포지엄

뉴스레터 창간호 현대화된 회지·회보

1970년대 후반부터 해외 유학한 학자들이 다수 귀국하여 대학원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1980년대부터 국내 박사학위 수여자가 다수 

늘어나기 시작하고, 국내 학자들의 연구가 해외 체류학자들보다 높

은 피인용지수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비로소 국내에서도 국제 수준

의 연구가 가능해졌다.

조태근 회장 시기인 1986년에는 <대한수학회 논문집>이 창간되

고, 마포구의 성지빌딩 706호를 매입하여 학회 사무실을 서울대학

교에서 성지빌딩으로 이전하였다. 

대한수학회 논문집 성지빌딩

임정대 회장 시기인 1987년 11월 제1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KMO

가 개최되었으며, 호주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 IMO에 첫 출

전하였다. 한국수학올림피아드 대표단은 IMO에서 1990년 후반부터 

10위권 안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2012년과 2017년에는 전 세계

가 놀랄만한 종합 1위를 기록하였다.

1988-1990년 윤재한 회장 시기에는 홍성대 명예회원의 도움으로 

학회 사무 전산화 사업이 시작되어, 학회가 현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초반, 김종식 회장과 우무하 회장은 대한수학회가 일본, 

중국과의 학술 교류를 통한 국제화로의 기틀, 특히 한민족 수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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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기초를 놓았고, 1981년 IMU에 가입 당시 그룹 I에 소속되어 

있던 대한수학회를 꾸준한 노력으로 1993년 그룹 II로 승격시켰다.

1990년대 초에 설립된 경북대의 TGRC와 서울대의 GARC 등 

SRC가 설립되었고,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를 모델로 한 고등과학원

(KIAS)이 1996년에 설립되었다. 곧이어 기초과학연구소 지원 사업

과 BK21 사업팀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 수학계의 연구력 발전을 가

속시키는 커다란 엔진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95-1996년 주진구 회장 시기에는, “창립 50주년 기념 세계 한

민족 수학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임학 선생이 특별강연을 하였다.

국제화 활동 (1997-2010)

1997-1998년 장건수 회장 시기에는, 수학회의 국제화를 위하여 

아시아 수학 연맹(AMU) 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논문상을 확대 

개편하고, 학회지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1999-2000 김성기 회장의 시기에는 IMU가 2000년을 “세계 수

학의 해”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수학회도 “수학으로 여는 새천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제41회 국제 올림피아드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정동명, 조용승, 

민경찬, 김도한 회장의 시기였다.

2003년 1월에 <대한수학회지>가 SCIE에 등재되어 모든 회원의 

큰 기쁨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수학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

가 되었으며, 2005년 11 월에는 모든 수학인의 소망이었던 국가수

리과학연구소(NIMS)가 설립되었다.

2006년 제2기 BK21에서 총 13개의 사업단이 선정되어 수학연구

의 기반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Global KMS Day” 국제학술대회와 “Asia Mathematics Forum”
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게 되었다.

2006년과 2007년은 수학회로서는 중요한 해였다. 2006년에는 

창립 60주년 기념학회와 더불어,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회 ICM에 

한국 수학자로는 처음으로 김정한, 오용근, 황준묵 회원이 초청강연

을 하였다.

2007년에는 회지에 이어 회보도 SCIE에 등재되었고 국내 수학자

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수가 세계 12위가 되었다. 더구나 유례

없는 일로 IMU 등급이 II등급에서 IV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국

제적으로 높아진 한국 수학계의 위상을 바탕으로 수학회가 역량을 

발휘하여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 ICM을 유치를 위한 위원회를 결성

하고 2년 후인 2009년에 서울이 2014년 ICM 개최 장소로 결정되었다. 

이후 7년 간은 ICM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학회의 주업무가 되었다. 또한 12월에는 제12회 국제수학교육자 대회

(ICME-12)도 개최 장소가 서울로 결정되어 겹경사를 맞게 되었다.

가을 연구발표회를 2008년에는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캐나다 

수학회, 2009년에는 이화여대 ECC에서 미국수학회, 그리고 2010

년 5월에는 중국 충칭에서 중국수학회와의 공동 학술회의를 성공적

으로 가졌다. 미국수학회와의 공동학술회의에서는 외국인 수백 명

과 내국인 포함 총 1000여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학

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014년 ICM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이 해에 수학자로는 처음으로 이임학 

교수가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2010년 봄 연구발표회는 “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수총)” 주관

으로 2014년 ICM을 위한 “한국수학자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

으며, 2013년 아시아수학대회(AMC 2013)를 유치하여 부산 벡스코

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4 서울 ICM의 성공과 수학회 100년의 준비 (2011-2016)

2011년부터는 2014년 서울 ICM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수학회와 ICM 조직위원회가 총력을 기울였다. 이 시기의 회장은 

서동엽, 김명환 회원이며, ICM 조직위원장은 박형주 회원이었다. 

2012년에는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ICME-12)가 코엑스에서 

83개국 3,600여 명이 참가하여 1,500 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참가 학생들이 참가 25

년만에 20년의 중국의 아성을 깨고 세계 1등으로 우승을 하는 쾌거

를 이루어내었다. 

2012년 IMO에서 세계 1위를 한 한국대표단

2013년에는 2014 ICM을 앞두고 국회에서 “세계수학자대회와 미

래창조전략 포럼”을 개최하였고, 벡스코에서 2013년 아시아수학대

회를 개최하여 KMS-SEAMS 공동으로 아시아수학연합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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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부산 결의안(Busan Resolution)”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14년 마침내 2014년 ‘한국 수학의 해’로 지정되고 그 중심에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Seoul ICM 2014) (2014. 8. 13~21 

/ COEX, Seoul)가 자리하였다. 제22대 대한수학회 임원들은 ICM 

2014 조직위원회와 함께 ICM 2014를 가장 성공적인 수학자대회로 

멋지게 치루면서, 국내외에 수학의 즐거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위대

함을 동시에 보여주어 한국에서 수학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였

다. 이 과정에서 수학과는 학생들이 가장 전공하고 싶은 학과의 하

나로 자리매김하였다.

2014 서울 수학자대회 폐막식

2015년 이용훈 회장은 지난 70년간의 한국 수학을 결산하고 100

년을 맞이하기 위한 <대한수학회 70년사>를 제안하고, 제7대 박세

희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편찬위원회가 2년여 동안의 집필 노력의 

결과를 마무리하였다.

편찬위원회

끝으로, 70주년 기념식에서

는 박세희 전 회장의 기념사, 

모리 IMU 회장의 축사 외에, 

신임 24대 이향숙 회장의 100

주년을 향한 새로운 30년의 원

대한 발전 계획(70년사 참조)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이용훈 

회장과 이향숙 회장이 함께 <전

통과 혁신의 조화를 선도하는 

수학>이라는 비전을 선포할 때 

축포와 함께 꽃비처럼 쏟아지는 

흰 테이프들은 내외 귀빈들을 비롯한 참석회원 전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하여 수학회는 세계화 시대를 위한 100주년을 향하여 힘찬 

새 걸음을 내디뎠다.

2017년 IMO에서 다시 세계 1위를 한 한국대표단

수학회와 우리 수리과학부

우리 수리과학부의 전신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와 자연

과학대학 수학과는 70년 역사에서 항상 수학회의 중심에 있었다. 실

제로 창립 당시부터 1986년까지 수학회 사무실은, 4.19혁명 후 

1965년까지 연세대학교에 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서울대학교 안

에 있었다. 1975년에 관악산으로 옮겨온 후,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도서실 구석에 전화도 없이 사무원의 작은 책상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가난한 수학회의 임원이 된 서울대 교수진의 고초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며, 수학과 사무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수학회 일에 

동원되어야 했다. 특히 1974년에 수학회의 첫 사무원이 된 박채언 

여사는, 그 뒤 수학과 직원이 되어 근 30년간 수학과 사무장으로 근

무하면서 여러 가지로 수학회에 공헌하였다. 그밖에 70년간 수학회

를 위하여 봉사한 이들에 관하여는 “70년사”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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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ty Year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The first 35 Years (1946-1981)

The first 35 year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KMS) can be

recalled as ’Age of Education’. It was when teachers or students put someem-

phasis on teaching and learning, just in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uni-

versities. Back then, there were a few Korean mathematicians with bache-

lor’s degree. In October of 1946, a year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ese occupation, the predecessor of the KMS, known as the Chosun So-

ciety of Mathematics and Physics, was established, along with the found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This was led by the first President of the

society, Yoon-sik Choi, a mathematics professor at SNU, and the founding

members included the faculties and students of Colleges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Engineering, and Education of SNU, of Yonhee University, and some

high school teachers. There were about 24 mathematicians among them. Un-

til 1949, the Society held Spring and Fall meetings and seminars and promoted

research and education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 research has not been

done very vigorously, Rimhak Ree wrote a paper in 1947, and published in Bul-

letin of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AMS) later in 1949. It was only

after he went to Canada to study during the Korean War, he learned it was

published. The only record of Chosun Society of Mathematics and Physics is

a copy of the registration on the ’Registration Booklet of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September, 1950) of ’Seoul Provisional People’s Com-

mittee’ under the North Korean occupation. On March 11, 1952, while the

Korean War was undergoing, President Yoon-sik Choi reorganized the Society

of Mathematics and Physics to Korean Mathematical Society and started to

hold annual meetings and conferences in Spring and Fall. In July 1955, the

Society started to launch its journal, Mathematics Education, and published

its three volumes. In 1958, on the other hand, Chung-ki Park began to publish

Kyungpook Mathematics Journal which continues even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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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the members of the KMS,

who went to study abroad, received their degrees from late 1950s. Some of

them returned to home and, as the research environment of mathematics in

Korea was very poor, most of them went back to the United States. In 1960,

after the April Student Revolution, President Yoon-sik Choi of the Society

passed away in August, and Vice President Ki-won Chang succeeded. Due to

the disbandment of all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just after the

military coup in May, 1961, the KMS had its second inauguration on October

9, 1962 at Yonsei University. From 1964, the Society published its first and

second volume of its journal under a new name, ’SooHak (Math)’, edited by

Wuan Lee. The 3rd and 4th volumes were edited by Sehie Park. After Pres-

ident Ki-won Chang suddenly passed away, Kyung-chan Park was elected as

the third president in 1966. Two years later, the journal ’SooHak (Math)’ was

divided into Jou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JKMS) and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BKMS) with the sponsorship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5th volume of Journal of the Ko-

rean Mathematical Society, just in time for the annual meeting held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October 1968, Sehie Park and his students collected

and edited the accepted manuscripts, working days and nights for two weeks

at Minjung Publishing Company. The first new volume consisted of articles

from several members, such as Chi-Hoon Choi, Sehie Park, Wuhan Lee, Hwa S.

Hahn, Jehpill Kim, Jaihan Yoon, Ok-Kyung Yoon, etc. was published. The

presidents of the KMS in the 1970s were Jungsuh Kim and Eulyong Park. In

1971, the Society celebrated its 25th anniversary, and in 1978, it was registered

as a social corporation. This was when the KMS started to work on join Inter-

national Mathematical Union (IMU). Since 1979, regional branches have also

worked actively, and they began to publish their own journals independently

during this period.

The second 35 years: Period of Major Expansion (1981-1996)

The second 35 years of the KMS can be regarded as ’Age of Research’. The

field of mathematics in Korea continued to improve the qua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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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nd the KMS revised its system and became a driving force of na-

tional research activities. From 1980 to 1996, the term of presidency was set

to two years. Taikyun Kwon, Sehie Park, Tae Geun Cho, Jeong Dae Rim,

Jaihan Yoon, Jongsik Kim, Moo Ha Woo, and Chin-Ku Joo were the presi-

dents of KMS in order. President Taikyun Kwon settled the systems for the

generation change, self-governing system of regional branches, securing funds,

and awards of the KMS. In 1981, KMS finally joined the IMU and secured

its international position for Republic of Korea. It also celebrated its 35th

anniversary. In 1983, during the term of President Sehie Park, Symposium

on the Mathematical Education was first held to analyze and revise the cur-

riculum of school mathematics. The 33rd symposium was held in 2016. Also,

Symposium Proceeding of the Mathematical Education, Abstracts of Arti-

cles, and Newsletters began to publish regularly, subcommittees were formed,

Spring meetings were revived after more than 20 years, and JKMS and BKMS

were reformed in their formats. After the later half of the 1970s, majorities of

those who studied abroad returned and took parts in graduate level education.

The number of Ph.D.’s received in Korea has grown since the 1980s, and the

Korean mathematicians have begun to receive higher citations. Finally, Ko-

rea has achieved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level for her research quality.

In 1986, during the term of President Tae Geun Cho, the Society issued its first

volume of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CKMS), and

purchased an office in Seong-Ji Building in Mapo-Gu, moving the office of the

Society from SNU to the new one. During the term of President Jung Dae

Rim, the first Korean Mathematical Olympiad (KMO) was held in Novem-

ber, 1987, and the KMO representatives obtained relatively good scores in

their first participation in the IMO in Australia. They made it to the top

10 rankings in the late 1990s, and won the first place in 2012 for the first

time. When Jaihan Yoon was the president from 1988 to 1990, an honorary

member Seong-Dae Hong sponsored to digitalize and modernize the admin-

istration system of the KMS. When Jongsik Kim and Moo Ha Woo became

presidents of the Society in the early 1990s, the KMS laid the groundwor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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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through conference exchanges with Japan and China. At the

time when Korea joined the IMU in 1981, Korea was in Group 1. After

strenuous efforts by the Society, it was raised to Group 2 in 1993. TGRC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d GARC of SNU were established in

the early 1990s, and Korea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KIAS) was estab-

lished in 1996. Government supports for basic science research centers were

also started. These research institutes played a very important and major

role in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mathematical research in Korea. When

Chin-ku Chu was the president in 1996, International Mathematics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KMS was held, with Rimhak Ree

giving a special lecture for this occasion.

Toward Globalization (1997-2010)

During the presidency of Kun Soo Chang from 1997 to 1998, the KMS

worked hard to establish Asian Mathematical Union (AMU). The Society ex-

panded the research awards and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

ity of journals. Under President Sung Ki Kim from 1999 to 2000, the IMU

designated the year 2000 as the World Mathematical Year and the KMS fol-

lowed suit by hosting the 41st International Mathmatical Olympiad (IMO)

in Daejeon successfully with the slogun Beginning the new millennium with

mathematics. The year 2001, the beginning of the new millennium, marked

the presidencies of Dong Myung Chung, Yong Seung Cho, Kyung Chan Min,

and Dohan Kim. In January 2003, JKMS was registered in the SCIE list,

bringing much happiness to all members and elevating Korea’s mathematical

status. In November 2005, every mathematician’s dream came true as Na-

tional Institute of Mathematics and Science (NIMS) was founded. In 2006,

13 Centers were selected by the second Brain Korea 21 (BK21), increasing

the base for mathematical research. Moreover, greeting its 60th Anniver-

sary, the KMS expanded its global capacity by holding the academic con-

vention Global KMS Day and Asia Mathematics Forum. The year 2006 and

2007 were significant for the KMS. In 2006, along with the 60th anniver-

sary, Jeong Han Kim, Yong-Geun Oh, and Jun-Muk Hwang became the first

Korean mathematicians to give invited lectures at Madrid ICM 2006.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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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KMS was also registered in the SCIE list, and Korea ranked the 12th in

the world in terms of Mathematics SCI publications. Most importantly, IMU

raised Korea’s group level from Group 2 to Group 4 at once, making Korea

the first country whose IMU group level has been raised by two steps. With

this new confidence, based on a series of high-level accomplishments, the KMS

has made the hosting of ICM 2014 as its prime objective. Two years later,

in 2009, Seoul was selected to be the venue for ICM 2014, and the main goal

of the KMS during the next seven years was to host the ICM successfully.

Moreover, there was another congratulatory events in December as the 12th

International Congress on Mathematical Education (ICME-12) was decided to

be held in Seoul as well. As for the Fall Meeting, the joint meeting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and Canadian Mathematical Society was held

in Jeju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in 2008, the joint meeting with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AMS) at Ewha ECC in 2009, and with the

Chinese Mathematical Society in Chung-Ching, China in May 2010. Espe-

cially, the KMS was successful in hosting the Joint Meeting of KMS and AMS

where more than 1,000 people participated and gave talks, so it gained con-

fidence that the ICM in 2014 can be hosted successfully. Also, Rimhak Ree

became the first member entered to National Hall of Fame for Science and

Technology. The 2010 Spring Meeting was sponsored by Korean Federation

of Mathematics Related Societies and hosted Korean Congress of Mathemati-

cians for the ICM 2014 with success.

Success of Seoul ICM 2014 and Getting Ready for the 100 years

of KMS (2011-2016)

Since 2011, the KMS and the ICM Organizing Committees spent all their

efforts in hosting the Seoul ICM 2014. During this period, Dong Youp Suh and

Myung-Hwan Kim were the presidents of the KMS, and the chair of the ICM

Organizing Committee was Hyungju Park. The ICME-12 was held at COEX

in 2012, and 3,600 people participated from 83 countries, with around 1,500

papers being presented. Besides, Korea won the first place in 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IMO). In 2013, prior to the ICM 2014, the I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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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Future Planning Strategy Forum was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Also the Asian Mathematics Conference 2013 (AMC 2013) was held in BEXCO

in Busan. During the AMC 2013, the Busan Resolution for the KMS-SEAMS

joint promotion of the Asian Mathematics Union was passed unanimously.

The year 2014 was finally set as the year of Korean Mathematics, and Seoul

ICM 2014 stood in the center of it. Together with the ICM 2014 Organizing

Committees, the members of the KMS have made the ICM 2014 the most

successful ICM, showing the people the joy, beauty, and greatness of mathe-

matics. They shined the future of mathematics in Korea, and mathematics

became one of the most wanted major field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2015, President Yong-Hoon Lee proposed to publish the 70 year history of

KMS in order to sum up the past seventy years of Korean Mathematics. The

Editorial Committee, chaired by Sehie Park, finalizes the publication after two

years of hard works of the members and staffs of the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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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의 일생

東林 崔允植 선생은 <대한민국학술원>의 초기인 

1954~1960년간의 회원이시고, 개인적으로는 필자의 

학부와 대학원 시절의 은사이시다. 우선 스승님의 경력

을 간단히 소개한다.

스승님은 1899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출생하여, 1917

년 경성고등보통학교(오늘날의 경기고등학교)와 1918년 

그 학교 사범과를 졸업하였고, 1922년에 히로시마 고등

사범학교 제1부를, 1926년에 도꾜제국대학 이학부 수학

과를 졸업하였다. 

그 뒤 휘문고보, 전주고보, 경성공업학교의 교유로 봉

직하다가, 1932년에 경성고등공업학교(고공) 조교수를 

겸임하였고, 1936년에 교수로 승진하였다. 1940년에 당

시의 첨단산업을 위한 경성광산전문학교(광전)가 창립

됨에 따라, 그 학교 교수로 전임하였으며, 같은 해 연희

전문학교 강사를 겸임하였고, 1943년에는 경성제국대학 

예과 강사를 겸임하였다. 

1945년 8.15 광복 후에는 광산전문학교 교장으로 취

임하였고, 1946년에 이 학교가 국립서울대학교로 통합

됨에 따라, 9월에 문리과대학 수학과의 초대 주임교수로

서 국내 최초의 대학 수학과를 조직하였으며, 10월에는 

조선수물학회를 창립하여 회장(이사장)으로 선임되었

다. 1948년에는 1년 여 동안 문리과대학 학장의 보직을 

맡았다. 

1950년 6.25 전란으로 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1952

년에 수물학회를 분리하여 대한수학회를 창립하고 회장

으로 피선되었다. 환도 후인 1954년에 대한민국학술원

이 창립됨에 따라 추천회원이 되었고, 1955년 가을 학기

부터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1년간 연구하는 중간인 

1956년 3월에, 서울대학교에 제출한 논문이 통과되어 

수학으로는 국내 최초의 이학박사가 되었으며, 1956년 

8월에 유럽을 경유하여 미국에서 귀국하였다. 그 해 10

월에 대한교육연합회에서 37년 근속상을 받았고, 그밖

의 활동으로는 학내에서 여러 차례 대학원위원으로, 학

외에서 문교부 고시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60년 8월 3일 급환으로 별세하였으며, 장례는 서울

대학교 문리과대학장(葬)으로 거행되었다. 

 

인터넷에 나타나는 스승님

과거의 기록보다 오늘날의 웹 사이트에 나타나는 스승

님의 면모는 대체로 위의 경력을 약간은 부정확하게 전

달하면서 1954년에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한편, 사사오입 개헌이 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단초를 제

공하여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7년 6월 26일자 추가

  
“자유당이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추

진할 때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을 최

윤식 교수가 203명의 2/3이 135.33... 명이므로 반올림해서 

135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이승만 측에 말해 주었다. 당시 개

헌에 필요한 한 표가 모자랐던 상황에 ‘사사오입(四捨五入, 4

는 버리고 5는 올린다)이라는 아이디어는 궤변이라고 알려져 

있다.”                                          --- 위키백과 “최윤식”

  
“원래 재적의원 203명의 2/3은 135.33... 명으로서 정족수

의 경우 이 숫자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올림한 숫자인 

136명이 맞았다. 그러나 자유당은 당시 대한수학회 회장이었

던 최윤식 교수를 내세워 정족수를 135명으로 하여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하였다.”     --- 위키백과 “사사오입 개헌”

  
“1954년 11월 27일 개헌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무효 1명. 

즉, 개헌 정족수이자 재적의원 2/3인 135.333... 명에 불과 

스승을 위한 변명

崔允植 선생과 四捨五入 改憲
 朴世熙 會員(數學)



2018년 1월 1일(월) | 제 294 호

10

0.333...명이 모자라 부결이 선포된 것이다. 

그러나 자유당은 개헌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11월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개헌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끝

에... 203의 수학적 2/3는 135.33...인데 0.333...은 0.5 이하

로서 수학의 사사오입의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2/3은 135.333... 명이 아니라 135명이다라는 주장

을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 인하공과대학의 학장, 서울대학교 

현직 수학 교수까지 대동하며[3], [4], [5] 최순주 국회부의장

의 사회로 개헌정족 수가 135.333...이 아닌 135이라 주장하

며 개헌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논리를 11월 29

일 본회의에서 억지로 가결되면서 결국 개헌이 선언되었다.

[3]   인하공과대학 학장을 재임 중인 천문학자 이원철  

 (1896~1963) 박사와 서울대 문리대 최윤식(1899~1959) 교 

 수의 이름이 언급되었다(출처: 1973년 1월 16일자 동아일보  

 5면 비화 제1공화국 <183> 제7화  --- 사사오입 개헌 (22)). 

[4]   한국기상학회 설립에 참여하고 초대 회장을 지낸 이원철은 당 

 시 인하공과대학 학장을 재임하고 있었다. 이후 1961년에는  

 기상기술원양성소를 설립하여 기상요원을 배출하였고 현대  

 기상관측장비를 들여오는 등 대한민국 기상업무 발전에 큰 기 

 여를 했다. 또한 창씨개명을 거부한 인물 중 하나이다.

[5]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최윤식은 대한수학회 초대 회장을  

 맡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이후, 미국으로 가서 수학을  

 연구한 뒤 서울대학 대학원장, 문교부 고시위원을 역임하였다.                         

                             --- 사사오입 개헌  --나무위키

이 글의 목표는 위에서 스승님이 사사오입 개헌의 단

초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거짓임을 밝히고, 두 분의 초창

기 학술원 회원의 명예를 회복해 드리려는 것이다.

세상에 알려진 “사사오입 개헌”은 자유당이 “203의 

2/3 미만인 135가 2/3 이상”이란 거짓으로 개헌을 자행

한 것이다. 위의 기록들 또한 거짓인 것이, 출처를 1973

년 1월 16일자 동아일보 5면의 자유당 의원의 발언을 근

거로 삼고 있으나, 그보다 앞선 1월 14일자의 객관적인 

기사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왜 14일자의 기사는 인용하

지 않는가? 위의 예만 보더라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사사오입 개헌에 관한 다른 기록은 대부분이 거짓이거나 

부정확하다. 더구나 위의 기록은 가령 스승님의 “졸년, 

서울대 대학원장, 이원철 박사와 스승님을 대동하여, 

1973년” 등 부정확하거나, 문장의 세련미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진실을 향하여

1954년 대학 입시 준비 중이었던 필자는 당시의 신문

에 나타난 스승님과 사사오입 개헌에 관한 기사를 대부

분 기억하고 있다. 1955년에 수학과에 입학한 필자는 어

떤 기회에 학생들을 나무라시던 스승님께서

 
  “사사오입처럼 얼렁뚱땅하면 안 돼!”

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너무나 놀랐다. 이것은 스승님

에 대한 당시의 사회 통념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배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당시의 재학생들

이 언론기관에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러 가자고 하

자, 대학원 학생이었던 스승님의 자제를 비롯한 선배들

이 그래봐야 추문만 재확대될 뿐이니 참고 기다리면 잊

혀질 것이라 말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뒤로 지금까지 언

론 메디아에서는 계속하여 스승님을 사사오입 개헌의 주

모자로 낙인을 찍고, 삼선 개헌의 일등공신인 양 악의에 

찬 글을 실어대어 오고 있다.

실제로 평생을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과 수학 연구의 

보급 확대에 진력해오고, 학술단체 이외의 정치 활동에 

전혀 참여한 일이 없는 스승님께서는 당시에도 참고 견

디는 수밖에 없었다. 

1959년에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생이 된 필자는 스승

님의 미발령 무급조교가 되어, 그 해 11월 28일에 스승

님의 회갑을 맞게 되었다. 선배들이 주관한 회갑연에서 

접수를 맡아본 필자는 개헌의 ‘주모자’이고 자유당과 이

승만의 ‘일등공신’의 회갑연에 한 사람의 정치인도 보이

지 않았으며, 스승님의 가까운 동네에 살던 국회의장 이

기붕의 비서가 축의금을 가져온 것이 기억될 뿐이다. 

그 이듬해는 격동의 1960년이었다. 사사오입 개헌으

로 3대 대통령까지 지낸 이승만은 4대 대통령에 출마하

고, 부통령 이기붕과 함께 당선되었는데, 이것이 유명한 

3.15 부정선거의 결과이다. 그리하여 4.19 학생혁명이 

일어나고, 이 날 서울대 문리대 수학과 김치호 군이 영웅

적인 죽음을 당했다. 그가 그 날 새벽 일기장에 마지막으

로 써놓고 나간 “오늘도 나는 정의를 위하여 죽음을 두

려워하지 않으련다”는 의기에 찬 글은 “문리대 4.19 기

념탑” 뒷면에 새겨져 있어, 아직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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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뒤에 서

울문리대 학생회는 며칠에 걸쳐 학생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어용교수 축출문제가 논의되었다. 하루는 수

학과 과회장 김하진 군(뒤에 아주대학 교수)이 스승님의 

연구실에 있던 필자를 찾아와 스승님을 총회에서 어용교

수의 필두로 규탄하고 있는데, 스승님께 해명을 직접 요

청하기 어려우니 필자가 대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래서 스승님께 들은 얘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그 날(개헌안이 부결된 1954년 11월 27일) 저녁 이익흥 군

과 손도심 군이 찾아왔어요. 전자는 내가 고공 조교수를 할 

때 부속학교 같은 경성공업학교 제자이고, 손도심 군은 내가 

문리대 학장이었을 때 학생회장이어서 잘 알지요. 수인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자들이 지나가는 말로 203의 2/3가 얼마냐

는 산술문제를 물어서 계산을 해보니 135.333...이라고 답했

지요. 그랬더니 사사오입을 하면 얼마냐 물어서, 근사값으로 

135가 된다고 해준 것이 전부예요.”

자유당의 핵심 간부였던 두 사람은 2/3 이상이라는 

것, 즉

“135의 2/3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가장 2/3에 가까운 자연수”

즉 136을 구하는 문제를

“135의 2/3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

즉 2/3의 근사값을 자연수의 범위에서 구하라는 초등학

교 산수문제로 물어본 것이다. 11월 28일에 자유당의 의

원 총회는 “203의 2/3 미만인 135가 2/3 이상”이라고 거

짓된 결정을 하고, 11월 29일 국회에서 27일에 부결된 

개헌안을 번복하게 된다. 그리고 자유당은 모든 언론에 

“203의 2/3는 135이다”가 수학계의 최고권위자 최윤식 

교수의 언명이라고 강변하기 시작했다. 그 보도 전후에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나 전화로 의견을 물어온 일이 있

었냐는 물음에 스승님께서는 “전혀 없었다”고 대답하셨

다. 결과적으로 모든 언론 매체는 자유당의 공표 대로 일

제히 똑같이 보도한 것이다.

그렇게 이용당할 줄을 상상도 못했던 스승님은 일거에 

사사오입 개헌의 ‘주모자’로 격하되고 자유당과 이승만

의 ‘일등공신’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찾아온 두 사

람은 자유당 안의 진짜 주모자의 하수인으로서, 스승님

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스승님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잔꾀에 놀아난 것이다.

수학자는 절대로 “2/3 미만(less than, ＜)인 135가 

2/3 이상(larger than or equal, ≧)”이라고 말하지 않

는다.

위와 같은 해명에 문리대 학생회는 스승님의 평소의 

성실성과 고매한 인품에 비추어 문리대에는 단 한 사람

의 어용교수도 없다고 선언하게 된다. 앞에서 이익흥이 

제자라는 것은 스승님의 착각이고, 고향이 같은 평북 선

천이라는 인연으로 지면이 있었던 것 같다.

격동의 해인 1960년 8월 3일 저녁에 스승님께서는 뇌

출혈로 서거하셨다. 세간의 오해와는 달리 영등포의 어

떤 도량형기기 제조업자의 자문 요청에 응하고 난 뒤 염

천하의 과도한 술대접 탓이었다. 수많은 문상객들은 대

체로 학계, 교육계의 중진들과 제자들이며, 스승님께서 

출강하시던 육군사관학교의 교장 이한림 중장이 눈에 띄

는 이였다. 물론 이번에도 폐족이 된 자유당 인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장례식은 8월 6일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장(葬)으로 

거행되었으며, 시종일관 육군사관학교 군악대가 문리대 

본관 앞 넓은 터에 대열을 취하고 장엄한 주악을 해주었

다. 학장의 조사 후에, 당시의 허정 과도정부의 문교부 

장관이었던 이병도 박사가 학술원 회장 자격으로 조사를 

하였고, 끝으로 필자가 감히 제자 대표로 조사를 낭독하

였다. 육군사관학교 군악대는 장례 행렬이 장지로 출발

할 때 스승님의 애창곡이던 “매기의 추억”을 연주하여 

전송하였고, 나팔수 몇 명은 장지에서 하관시까지 예악

을 해주었다.

생각해보면, 학생 권력이 최고조인 때에, 더구나 사회

가 극단적으로 혼란했다던 시기에, 대학 본관 앞에서 장

엄한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승님이 절대로 

어용학자일 수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1954년부터 6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승만 독재나 

자유당의 무능했던 정치 행각이 모두 스승님의 삼선개헌

의 ‘공적’인 것처럼 세간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것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이 일상화한 언론 탓이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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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님의 생전에 어느 언론매체도 스승님께 진실을 문의해

온 일이 없었다고 한다.

1954년 11월 27일에 부결되었던 개헌안이 29일에 가

결된 것으로 번복되고 난 뒤에도, 그 경위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으며, 소위 사사오입 개헌을 희화화하는 

일이 시중에 난무하였다. 한 예를 들면, 그 해 12월 5일

자 경향신문에는 “2/3의 수학문제”라 하여

  
“이원철 박사와 최윤식 교수의 수학 푸는 비법을 다음 제시

하는 문제를 통해 가르쳐 주십시오”

  
로 시작하는 엉뚱한 문제에 엉뚱한 답을 제시한 끝에,

  
“수학 방식은 다수파 정당에 가 물어보시는 게 빠를 것입

니다.”

  
로 끝내고 있다.

몇 개의 제1공화국 드라마마다, 검은 머리에 검은 신

사복 차림에 검은 가방을 든 젊은이가 이기붕의 집에 찾

아와 비굴한 표정으로 사사오입을 하면 된다고 아뢴다는 

거짓 대목이 사실인 양 나온다. 최윤식 교수라는 것이

다. 오늘날의 동년배와는 달리 당시의 스승님께서는 백

발이 성성한 노인의 풍모를 지니셨었다.

심지어 SBS 드라마 야인시대 (野人時代) (2002~03년 

방영) 103화에서는 사사오입 개헌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윤식 교수가 차트까지 들고 나와 브리핑을 하였다는 

거짓 장면이 나온다. 이런 작가군들은 그보다 훨씬 앞선 

1974년에 나온 동아일보의 기사도 읽지 않은 것이다.

몇 년 전에도 <서울대 동창회보>에는 어떤 철없는 언

론인이 폴리페써를 규탄하면서, 학자가 권력에 영합하

여 아부하는 첫 번째 예로 스승님을 그런 전형처럼 묘사

한 일이 있다. 그는 마땅히 많은 언론매체가 엘바섬 탈출 

후의 나폴레옹 황제 시절처럼 권력에 아부해온 사실부터 

규탄했어야 했다. 필자는 물의를 싫어하는 수학과의 전

통 대로 굴욕감을 인내할 수밖에 없었으나, 정직하고 반

듯한 제자 한 사람이 “학자의 권위를 이용하려는 정상배

가 훨씬 더 나쁘다”라고 반론을 편 것이 감동적이었다.

필자는 이런 추악한 이야기에 끼어들 용기도 없이 평

생을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왔지만, 언제인가는 진상이 

밝혀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80여세인 필자의 생전에 충

족될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존경하던 선배 사학자와 점심을 같이 

하다가, 젊은 날의 그 분이 스승님 댁 근처에 살았는데, 

출근하시는 스승님을 자주 뵈었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

서 그 분과 함께 60여 년 전의 먼 얘기를 주고받다가 무

심코 사사오입 얘기를 했더니, 필자에게 역사의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이며, 적어도 학술원 동료 회원들에게만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삶을 살다 가신 선배 회원에 관한 진실을 알

리고 싶어서이다. 이 글을 쓰면서 대부분의 언론이 과연 

참된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해 왔는지 의심스러우

며, 그런 언론이나 권력에 전혀 영합하지 않고 살아온 필

자의 삶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이것은 오로지 스

승님의 생애를 보면서 자생적으로 깨달은 지혜이다.

 

동아일보가 말하는 진실 

오랜 동안 자유당이 첫날의 부결 결과를 3일 동안에 

번복하여 사사오입 개헌을 강행한 과정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 결과로 스승님이 제공해준 단서로 번복이 이

루어진 것처럼 와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 수학자가 

한 산수 문제로 이렇게 큰일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자유

당 간부들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었는지 너무나 개탄

스럽다.

동아일보는 근 20년이 지난 뒤에야 1973년 12월 15일

부터 1974년 1월 21일까지 25회에 걸쳐, 정치 부분 (4

면)에 “秘話(비화) 第一共和國(제일공화국) 第七話(제칠

화) 「四捨五入(사사오입)」 改憲(개헌)”이라는 진실에 가까

운 기사를 연재하였다. 그 중 스승님과 관련된 내용 20

편(1974. 1. 14.)과 22편(1974. 1. 16.)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한 표 차로 부결된 개헌안이 하룻밤 사이에 자유당에 의해 

가결된 것으로 뒤바뀐 데는 이승만 대통령의 불타는 집권욕

과 자유당 간부들의 무분별한 충성심 그리고 사사오입에 대

한 수학적 이론을 제공해준 어용학자의 뒷받침이 작용했다.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선은 136표가 아니라 135표로 충

분하다는 주장을 맨 처음 내 세운 사람은 바로 이 대통령 자

신이었다. 이 박사에게 이같은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따로 있

었는지 아니면 그 자신의 독창적인 발상인지는 알려지지 않

고 있지만 11월 27일 밤 이기붕 국회의장과 최순주 부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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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135표면 개헌안은 통과된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다름 아

닌 이 대통령 자신이었던 것이다.

이 모씨가 수학적 이론

이같은 사실은 다음날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이기붕 의장이 

“개헌안이 135표로 통과됐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

힌 점으로 미루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135표로써 개헌안이 가결됐다고 주장

하기는 했으나 그의 입에서 사사오입이라는 수학이론이 제

기됐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다. 사사오입 이론은 이 대

통령의 말을 듣고 난 자유당 간부들이 사후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항간에는 장경근, 한희석 의원 등이 사사오입론을 주

장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서울대 문리대의 C 교수를 비롯

한 저명한 수학자들이 이론적 뒷받침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

다. 그러나 당시 자유당 중진의 한 사람으로 이 무렵의 상황을 

잘 아는 모씨는 “자유당 간부들이 학자를 찾아가 자문을 구한 

것은 사실이나 사사오입론을 제공해 준 사람이 반드시 수학 

전공의 교수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자유당 의원은 

“자유당 간부들에게 사사오입에 대한 이론을 소상히 설명해준 

사람은 당시 기술관계의 공무원으로 봉직하고 있던 이 모 씨

였다고 밝히면서 “고인이 된 그의 이름을 세상에 밝힐 수 없는 

것은 그가 단순히 수학 이론을 가르쳐 준 데 불과한 데도 오명

을 뒤집어 쓸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트 만들어 브리핑까지

이같은 여러 증언을 종합할 때 수학과 관련이 깊은 학문을 

전공한 후 당시 관직에 몸담고 있던 이 모씨가 자유당 간부들

과의 친분관계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줄도 모르고 단

순하게 사사오입 이론을 가르쳐 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이 모씨가 제공해 준 사사오입 이론은 자유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돼 28일의 의원총회에서 김철주 의원(전남 

여천 출신)으로 하여금 차트까지 들고 나와 자유당 의원들에

게 브리핑을 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유당은 하룻밤 사이에 사사오입 이론을 내 

세워 1표 차이로 부결된 개헌안을 가결된 것으로 둔갑시키는 

정치적 연극을 꾸몄다. 그리고 일요일인 28일 하룻밤 사이에 

두 차례에 걸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조정을 꾀한 후 29일 국

회 본 회의에서 회의록을 정정하는 형식으로 엄청난 의사당 

안에서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1974년 1월 14일 동아일보

    
중학교에서 3, 4년 동안 수학을 가르친 일이 있다는 윤상순 

의원은 “수학계의 태두인 이원철 박사와 서울대 문리대의 최

윤식 교수의 입증에 의해서도 135명은 재적의원 203명의 3

분의 2인 것이 확증했다”고 주장, 주목을 끌었다. 또 자유당 

의원 총회에서 차트까지 들고 나와 사사오입 이론을 설명한 

김철주 의원도 숫자가 나열된 게시판을 발언대 옆에 세워 놓

고 사사오입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1974년 1월 16일 동아일보

위의 기사는 이 글을 쓰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1974년 당시 필자가 도미 유학 중이었기 때문이

다. 웹사이트에 나오는 거짓된 글들은 위의 1월 14일자

의 내용을 무시하고 1월 16일자의 엉터리 주장만을 반

복하고 있다. 더구나 중학교 수학 교사의 전력을 가진 이

가 “수학계의 태두”들을 빙자하여 어떻게 “203의 2/3 미

만인 135가 2/3 이상”이라고 거짓 주장을 공개석상에서 

할 수 있는가 !

위의 기사에서 사사오입 이론이라고 나오는 것은 수

학에서는 이론 축에도 못 끼는 초등학교에서의 소위 “반

올림”이라는 것이며, 근사값을 구하는 원시적인 방법이

다. 따라서, 203의 3분의 2 “미만”인 135를 3분의 2 “이

상”이라고 주장했던 자들은 말뜻도 잘 모르는 초등학생

만도 못한 학력 수준이다. 이렇게 하여 책임 있는 자들

은 초등학교 산수도 몰라서 빠지고, 수학계의 태두들을 

기망하여 그들의 권위를 악용하였던 것이다. 그런 탓으

로 비난을 받아오셨던 스승님께서는 야간에 테러를 당

하신 적도 있다. 이 사실은 경찰에 알렸지만 전혀 보도

되지도 않았다.

동아일보의 위와 같은 내용이 1954년의 사건 발생 후 

20년이 지난 1974년이 되어서야 밝혀진 것도 개탄스러

우며, 그 뒤에도 이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스승

님에 대한 오해는 아직도 인터넷에서 보아온 바와 같다. 

  

사회 각계에 대한 쓴소리

각종 언론 매체, 신문, 잡지, 드라마, 웹 페이지에서 거

의 같은 경우를 당했을 천문학자 이원철 박사에 관한 것

은 거의 안 다루다 시피 하고, 수학자인 스승님만이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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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사와 글과 드라마에 등장한다. 그리하여 스승님은 

사회 각계에 사사오입 개헌의 주모자이며 일등공신으로 

각인되어 왔다.

이 사실이 사회 각계의 참새떼들처럼 지저귀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예를 들어보자.

이승만을 추앙하는 인사들에게는 삼선, 사선을 가능하

게 해 준 것으로 알려진 스승님은 단연 일등공신으로 치

부되어 그들의 최고의 존경을 받을만하다. 그러나 그런 

헛된 존경은 스승님에 대한 모독이다.

초등학교 수준의 산수 문제를 한국의 대표적인 수학자

의 자문을 받고서 그대로 준수했다는 자유당 국회의원들

은 학력이 유치원 수준의 어리석은 이들이 된다. 

자유당이 공표한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한 당시

의 언론 매체들은 언론의 기본기도 모르는 어리석은 기

관이었음이 명백하며, 스승님을 주모자로 매도하기에 

앞서,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오늘날의 

그 소속원들은 선배들의 과거의 기사를 맹종할 것이 아

니라 언론의 기본기를 연마하여 선배들의 잘못을 밝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드라마 작가나 언론인이나 웹사이트에 글을 남긴 이들

은 좀 더 공부를 해서 터무니없는 기사를 확대 재생산할 

것이 아니라, 1974년의 동아일보 기사라도 제대로 읽고, 

역사를 바르게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역사학자나 헌법학자들은 신문 기사나 헛된 거짓 유언

비어에 의존하여 기록을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사실 규명

을 바르게 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쓴 소리를 달게 받아

들여야 정의롭고 슬기로운 국민이 될 것이다.

스승님의 학문과 교육에의 공적

앞서 스승님의 경력을 소개했거니와, 이제 우리 사회

에서의 스승님의 학문과 교육에서의 공적을 정리하여 역

사에 바르게 남기려 한다.

(1) 교육자로서 --- 근 30여년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

신인 경성고등공업학교와 경성광산전문학교에서 수학을 교육

하여 국내 과학기술자를 배양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의 창설자로서 우리나라 수학 분야의 체계

적인 수학 전공 교육 제도를 만들어, 많은 수학자를 양성한 결

과, 그 문하에서 30여명의 박사가 배출되는 데 공헌하였음.

(2) 교육행정가로서 --- 해방 직후의 혼란기인 1945년에 

당시의 첨단산업인 광공업을 교육하던 경성광산전문학교의 

교장으로서 봉사하였고, 1948년에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장으로서 초창기의 서울대학교의 기틀을 세우는 데 공헌하

였으며, 1960년까지 16년간 수학과 주임교수로서 전국 수학

과의 전형이 되도록 그 운영에 크게 기여했음.

(3) 학자로서 --- 해방 당시 전국에 단 두 명뿐이던 수학

교수의 한 분으로서, 수학 연구를 선도하였을 뿐 아니라, 당

시로서는 드물게 6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여 국내 최초로 

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0여 편의 해설 논문을 발표

하여, 연구하는 풍토를 우리나라 수학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식하였음. 또 193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국격상 요긴한 학술

원 운동의 중심인물 중 한 분이며, 1954년에 창립된 <대한민

국 학술원>의 회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음.

(4) 학회 창립자로서 --- 1946년에 <수물학회>를 창시하

여 그 회장으로서, 다시 1953년 부산 피란지에서 <대한수학

회>로 분리시켜, 1960년 서거 시까지 15년간 회장으로서 수

학과 물리학계 연구자들을 선도해온 큰 공적이 있음. 오늘날 

<대한수학회>는 회원 수 4천 여 명의 큰 학회로 자라나, 2014

년에 <세계수학자대회> (ICM2014)를 주최하고, 세계 11위의 

논문 생산량을 보였으며, 주관하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는 2012년과 2017년 두 번이나 세계 1위를 하여 국위를 크게 

선양하고 있음.

(5) 저자로서 --- 해방 직후 중등학교 또는 대학 교과서가 

태부족하던 시기에 6종의 저서를 집필하여 우리 나라 수학 교

육에 크게 진력했음.

이상으로 사회 각계의 스승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

기 위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스러우나, 고매하신 

인격과 한없이 너그럽고 따듯한 인품을 지니셨던 스승님

께서 때늦은 이 글을 너그러이 용서해주시리라 믿고, 이 

글을 스승님의 영전에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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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회
역사

崔允植 회장과 四捨五入 改憲

박세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스승님의 일생

동림 최윤식(東林 崔允植) 선생은 조선수물학회

와 대한수학회의 초기인 1946~1960년의 회장이시

고, 개인적으로는 필자의 학부와 대학원 시절의 은

사이시다. 우선 스승님의 경력을 간단히 소개한다.

스승님은 1899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출생하여, 

1917년 경성고등보통학교(오늘날의 경기고등학교)

와 1918년 같은 학교 사범과를 졸업하였고, 1922

년에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제1부를, 1926년에 도

쿄제국대학 이학부 수학과를 졸업하였다. 그 뒤 휘

문고보, 전주고보, 경성공업학교의 교유로 봉직하

다가, 1932년에 경성고등공업학교 조교수를 겸임

하였고, 1936년에 교수로 승진하였다. 1940년에 

당시의 첨단산업을 위한 경성광산전문학교가 창립

됨에 따라 교수로 전임하였으며, 같은 해 연희전문

학교 강사를 겸임하였고, 1943년에는 경성제국대

학 예과 강사를 겸임하였다. 1945년 8․15 광복 후

에는 경성광산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고, 1946

년에 이 학교가 국립서울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9월에 문리과대학 수학과의 초대 주임교수로서 국

내 최초의 대학 수학과를 조직하였으며, 10월에는 

조선수물학회를 창립하여 회장(이사장)으로 선임되

었다. 1948년에는 1년여 동안 문리과대학에서 학

장을 맡았다. 1950년의 6․25 전란으로 전시 수도

였던 부산에서 1952년에 수물학회를 분리하여 대

한수학회를 창립하고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환도 

후인 1954년에 대한민국학술원이 창립됨에 따라 

추천 회원이 되었고, 1955년 가을학기부터 1년간 

미국 시카고대학교(Univ. of Chicago)에서 연구하

던 중  서울대학교에 제출한 논문이 1956년 3월에

통과되어 수학 분야로는 국내 최초의 이학박사가 

되었으며, 1956년 8월에 유럽을 경유하여 미국에

서 귀국하였다. 그 해 10월에 대한교육연합회에서 

37년 근속상을 받았고, 그 밖의 활동으로는 학내에

서 여러 차례 대학원 위원으로, 학외에서는 문교부 

고시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60년 8월 3일 급환으

로 별세하였으며, 장례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장

(葬)으로 거행되었다. 

 

제2차 사사오입 헌법 개정

1946년에 창립된 조선수물학회는 몇 명 되지 않

던 회원들 사이의 좌우 대립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활동을 이어 왔으나, 6․25 전쟁 와중인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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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대한수학회로 개편된 후에는 회원들이 단합하

여 새로운 학회로 거듭났다. 전쟁이 끝나고 1953

년에 서울로 환도한 뒤에 활동을 이어오던 대한수

학회는 1954년 말에 뜻하지 않던 정치적 말썽에 

휘말려 마음고생을 하게 된다. 그것은 속칭 ‘사사

오입 개헌’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의 제2차 헌법 개

정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8.15 광복 이후 미군

의 군정 하에 있던 남한에서는 국제연합(UN)의 결

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의 국회의원 선거로 2

년 임기의 제헌국회가 결성되었다. 이 국회는 당시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뜻에 따라 대통령 중심

제의 헌법을 제정하여, 4년 임기의 대통령을 국회

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

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1950년 5월 30일에 제2차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1차 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하였던 중도파들이 2차 선거에 대거 참여하여 

많이 당선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지지 세력은 극

소수만 남았다. 

이 상황에서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고, 

그동안의 독주와 실정 때문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의 간접 선거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될 가

망이 없게 되자, 그는 ‘자유당’을 조직하고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으나, 1952년 1월 18일 국회에서 부

결되었다. 야당은 이에 고무되어 1952년 4월 17일

에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질세라 

이승만 대통령은 5월 14일에 지난 1월에 부결된 

것과 같은 내용의 정․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로

의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5월 26일부터 국

회의원들을 강제 연행․연금하고 국회의원 소환운동

을 벌였으며, 폭력단을 동원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

성한 뒤에 의원들을 의사당에 강제 연행하여 결국 

7월 4일에 정부 측의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 측의 

국무원 불신임제가 바탕이 된 ‘발췌 개헌안’을 심

야국회에서 불법으로 통과시켰다. 이 1차 개헌에 

따라 8월 5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2대 대

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여기까지는 임시 수도 부산

에서의 일이다.

환도 후 이듬해인 1954년 5월 20일 제3차 국회

의원 선거로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원내 절대 다수

당이 되자,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하여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하려는 자유당의 2

차 개헌안이 상정되었다. 11월 27일의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로, 헌법 개정에 필

요한 3분의 2에 한 표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국회

는 부결을 선포하였으나, “4사 5입 하면 135표가 

3분의 2”라 하여 자유당은 이틀 후에 가결로 번복 

선포하였다. 

그 뒤의 여러 헌법 개정도 독재자의 의중에 따

라 헌법의 참된 정신이 왜곡된 것이 많았으나, 필

자는 이 글에서 사사오입 개헌으로 알려진 대한민

국 헌법 제2차 개정이 최윤식 회장과 관련되었다

는 항간의 오해를 밝히려 한다.

인터넷에 나타나는 스승님

과거의 기록보다 오늘날의 웹사이트에 나타나는 

스승님의 면모는 대체로 앞서 보인 경력을 약간은 

부정확하게 전달하면서 1954년에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한편, 사사오입 개헌이 수학적으로 타당하

다는 단초를 제공하여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

였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7년 6월 26일 자 추가)

“자유당이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해 사사

오입 개헌을 추진할 때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을 최윤식 교수가 

203명의 2/3이 135.33…명이므로 반올림해서 

135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이승만 측에 말해주

었다. 당시 개헌에 필요한 한 표가 모자랐던 상황

에 ‘사사오입(四捨五入, 4는 버리고 5는 올린다)

이라는 아이디어는 궤변이라고 알려져 있다.”

- 위키백과 “최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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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재적의원 203명의 2/3은 135.33…명

으로서 정족수의 경우 이 숫자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올림한 숫자인 136명이 맞았다. 

그러나 자유당은 당시 대한수학회 회장이었던 

최윤식 교수를 내세워 정족수를 135명으로 하

여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하였다.”

- 위키백과 “사사오입 개헌”

“1954년 11월 27일 개헌 투표 결과는 재적

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무효 1명. 즉, 개헌 정족수이자 재적의원 

2/3인 135.333…명에 불과 0.333…명이 모자

라 부결이 선포된 것이다 (중략) 그러나 자유

당은 개헌안이 부결된 다음 날인 11월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개헌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끝에 (중략) 203의 수학적 2/3

는 135.33…인데 0.333…은 0.5 이하로서 수

학의 사사오입의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

이므로 203명의 2/3은 135.333…명이 아니라 

135명이다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 

인하공과대학의 학장, 서울대학교 현직 수학 

교수까지 대동하며([3], [4], [5]) 최순주 국회

부의장의 사회로 개헌 정족수가 135.333…이 

아닌 135이라 주장하며 개헌안을 통과시킨 것

이다. 어쨌든 이러한 논리를 11월 29일 본회의

에서 억지로 가결되면서 결국 개헌이 선언되었다.

([3] 인하공과대학 학장을 재임 중인 천문학자 이원철

(1896~1963) 박사와 서울대 문리대 최윤식(1899~ 

1959) 교수의 이름이 언급되었다(출처: 1973년 1월 

16일 자 동아일보 5면 비화 제1공화국 <183> 제7화 

사사오입 개헌 (22)). 

[4] 한국기상학회 설립에 참여하고 초대 회장을 지

낸 이원철은 당시 인하공과대학 학장을 재임하고 있

었다. 이후 1961년에는 기상기술원양성소를 설립하

여 기상요원을 배출하였고 현대 기상관측 장비를 들

여오는 등 대한민국 기상업무 발전에 큰 기여를 했

다. 또한 창씨개명을 거부한 인물 중 하나이다. 

[5]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최윤식은 대한수학회 

초대 회장을 맡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이후, 

미국으로 가서 수학을 연구한 뒤 서울대학 대학원장, 

문교부 고시위원을 역임하였다.)”

- 나무위키 “사사오입 개헌”

세상에 알려진 사사오입 개헌은 자유당이 “203

의 2/3 미만인 135가 2/3 이상”이란 거짓으로 개

헌을 자행한 것이다. 위의 기록들 또한 거짓인 것

이, 출처를 1973년 1월 16일 자 동아일보 5면의 

자유당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그보다 

앞선 1월 14일 자의 객관적인 기사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왜 14일 자의 기사는 인용하지 않는가? 

위의 예만 보더라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사사오

입 개헌에 관한 다른 기록은 대부분이 거짓이거나 

부정확하다. 또한 스승님의 “졸년, 서울대 대학원

장, 이원철 박사와 스승님을 대동하여, 1973년” 등 

부정확한 내용이 있고, 문장의 세련미에서 개선해

야 할 점이 많다. 

이 글의 목표는 위에서 스승님이 사사오입 개헌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거짓임을 밝히고, 초창

기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셨던 스승님과 당시에 관

상대(오늘날 기상청) 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원철 

박사님, 두 분의 명예를 회복해 드리려는 것이다.

진실을 향하여

1954년에 대학 입시 준비 중이었던 필자는 당시

의 신문에 나타난 스승님과 사사오입 개헌에 관한 

기사를 대부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1955년에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한 필자는 어떤 기회에 학생

들을 나무라시던 스승님께서 

“사사오입처럼 얼렁뚱땅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너무나 놀랐다. 이것은 

스승님에 대한 당시의 사회 통념에 어긋나기 때문

이다. 그리하여 선배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당시의 

재학생들이 언론기관에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

러 가자고 하자,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스승님의 

자제를 비롯한 선배들이 그래봐야 추문만 재확대 

될 뿐이니 참고 기다리면 잊힐 것이라며 말렸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뒤로 지금까지 언론 매체에서는 

계속하여 스승님을 사사오입 개헌의 주모자로 낙인

을 찍고, 삼선 개헌의 일등공신인 양 악의에 찬 글

을 실어 대어 오고 있다. 실제로 평생을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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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학 교육과 수학 연구의 보급․확대에 진력해 

오고, 학술단체 이외의 정치 활동에 전혀 참여한 

일이 없는 스승님께서는 당시에도 참고 견디는 수

밖에 없었다. 

1959년에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생이 된 필자는 

스승님의 미발령 무급 조교가 되었고, 그 해 11월 

28일에 스승님의 회갑을 맞게 되었다. 선배들이 주

관한 회갑연에서 접수를 맡아본 필자는 개헌의 ‘주

모자’이고 자유당과 이승만의 ‘일등공신’이라던 스

승님의 회갑연에서 한 사람의 정치인도 보지 못했

으며, 스승님과 가까운 동네에 살던 국회의장 이기

붕의 비서가 축의금을 가져온 것만 기억할 뿐이다. 

그 이듬해는 격동의 1960년이었다. 사사오입 개

헌으로 3대 대통령까지 지낸 이승만은 4대 대통령

에 출마하고, 부통령 이기붕과 함께 당선되었는데, 

이것이 유명한 3․15 부정선거의 결과이다. 그리하

여 4․19 학생혁명이 일어나고, 이날 서울대 문리대 

수학과 김치호 군이 영웅적인 죽음을 당했다. 그가 

그날 새벽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써놓고 나간 “오늘

도 나는 정의를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련

다”라는 의기에 찬 글은 서울대 문리대 4․19 기념

탑 뒷면에 새겨져 있어, 아직도 우리의 심금을 울

리고 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뒤

에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는 며칠에 걸쳐 학생총회

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어용 교수 축출 문제가 논

의되었다. 하루는 수학과 과회장 김하진 군(뒤에 

아주대학 교수)이 스승님의 연구실에 있던 필자를 

찾아와 학생총회에서 스승님을 어용 교수의 필두로 

규탄하고 있는데, 스승님께 해명을 직접 요청하기 

어려우니 필자가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

래서 스승님께 들은 얘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그날(개헌안이 부결된 1954년 11월 27일) 저녁, 

이익흥 군과 손도심 군이 찾아왔어요. 이익흥 

군은 내가 경성고등공업학교에서 조교수를 할 

때 경성고등공업학교의 부속학교 같은 경성공

업학교에서의 제자이고, 손도심 군은 내가 문

리대 학장이었을 때 학생회장이어서 잘 알지요. 

수인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자들이 지나가는 

말로 203의 2/3가 얼마냐는 산술문제를 물어

서 계산을 해보니 135.333...이라고 답했지요. 

그랬더니 사사오입을 하면 얼마냐 물어서, 근삿

값으로 135가 된다고 해준 것이 전부예요.”

  자유당의 핵심 간부였던 이익흥과 손도심은 ‘135

의 2/3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가장 2/3에 가까운 

자연수, 즉 136을 구하는 문제’를 ‘135의 2/3에 가

장 가까운 자연수, 즉 2/3의 근삿값을 자연수의 범

위에서 구하는 초등학교 산수문제’로 물어본 것이

다. 수학자는 절대로 “203의 2/3 미만(less than, 

<)인 135를 2/3 이상(larger than or equal, ≧)”

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이튿날인 11월 28일에 자유당의 의원 총회는 

‘203의 2/3 미만’인 135를 ‘203의 2/3 이상’이라

고 거짓된 결정을 하고, 11월 29일에는 국회에서 

27일에 부결된 개헌안을 번복하게 된다. 이어 자유

당은 모든 언론에 “203의 2/3는 135이다”가 수학

계의 최고 권위자 최윤식 교수의 언명이라고 강변

하기 시작했다. 

그간의 사정에 대하여 필자가 스승님께 

“그 보도 전후에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나 전화로  

    의견을 물어온 일이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스승님께서는 한 마디로 대답하셨다. 

“전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언론 매체는 자유당의 공표대

로 일제히 똑같이 보도한 것이다. 그렇게 이용당할 

줄을 상상도 못했던 스승님은 일거에 사사오입 개

헌의 ‘주모자’로 격하되고 자유당과 이승만 대통령

의 ‘일등공신’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스승님

을 찾아온 이익흥과 손도심은 자유당 안의 진짜 주

모자의 하수인으로서, 스승님을 잘 안다는 이유만

으로 스승님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잔꾀에 놀아난 

것이다. 앞에서 이익흥이 스승님의 제자라는 것은 

스승님의 착각이고, 고향이 같은 평북 선천이라는 

인연으로 지면이 있었던 것 같다. 한편,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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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에 문리대 학생회는 스승님의 평소의 성실성과 

고매한 인품에 비추어 문리대에는 단 한 사람의 어

용 교수도 없다고 선언하게 된다. 

격동의 해인 1960년 8월 3일 저녁에 스승님께

서는 뇌출혈로 서거하셨다. 세간의 오해와는 달리 

영등포의 어떤 도량형 기기 제조업자의 자문 요청

에 응하고 난 뒤 염천 하의 과도한 술대접 탓이었

다. 수많은 문상객들은 대체로 학계, 교육계의 중

진들과 제자들이며, 스승님께서 출강하시던 육군사

관학교의 교장 이한림 중장이 눈에 띄는 이였다. 

물론 이번에도 폐족이 된 자유당 인사는 전혀 나타

나지 않았다. 장례식은 8월 6일에 서울대학교 문리

과대학장(葬)으로 거행되었으며, 시종일관 육군사관

학교 군악대가 문리대 본관 앞 넓은 터에 대열을 

취하고 장엄한 주악을 해주었다. 학장의 조사 후에 

당시의 허정 과도정부의 문교부 장관이었던 이병도 

박사가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자격으로 조사를 하였

고, 끝으로 필자가 감히 제자 대표로 조사를 낭독

하였다. 육군사관학교 군악대는 장례 행렬이 장지

로 출발할 때 스승님의 애창곡이던 ‘매기의 추억’

을 연주하여 전송하였고, 나팔수 몇 명은 장지에서 

하관시까지 예악을 해주었다.

생각해보면, 학생 권력이 최고조인 때였고 더구

나 사회가 극단적으로 혼란했다던 시기였음에도 대

학 본관 앞에서 장엄한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승님이 절대로 어용학자일 수 없었다

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1954년부터 64 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승만 독재

나 자유당의 무능했던 정치 행각이 모두 스승님의 

삼선 개헌의 ‘공적’인 것처럼 세간에 전해 내려오

고 있다. 이것은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일상화된 언론 탓이다. 스승님의 생전에 어느 

언론매체도 스승님께 진실을 문의해온 일이 없었다

고 한다. 1954년 11월 27일에 부결되었던 개헌안

이 29일에 가결된 것으로 번복되고 난 뒤에도 그 

경위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으며, 소위 사사

오입 개헌을 희화화하는 일이 시중에 난무하였다. 

한 예를 들면, 그 해 12월 5일 자 경향신문에는 

“2/3의 수학문제”라 하여, “이원철 박사와 최윤식 

교수의 수학 푸는 비법을 다음 제시하는 문제를 통

해 가르쳐 주십시오”로 시작하는 엉뚱한 문제에 엉

뚱한 답을 제시한 끝에, “수학 방식은 다수파 정당

에 가 물어보시는 게 빠를 것입니다.”로 끝내고 있

다.

또한 몇 개의 제1공화국 드라마마다, 검은 머리

에 검은 신사복 차림에 검은 가방을 든 젊은이가 

이기붕의 집에 찾아와 비굴한 표정으로 사사오입을 

하면 된다고 아뢴다는 거짓 대목이 사실인 양 나온

다. 그 사람이 최윤식 교수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동년배와는 달리 당시의 스승님께서는 백발이 성성

한 노인의 풍모를 지니셨었다. 

심지어 SBS 드라마 야인시대(野人時代, 2002~ 

2003년 방영) 103화에서는 사사오입 개헌을 정당

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교수가 차트까지 만들어 

와서 이익흥 경기도 지사의 안내로 자유당 본부에 

나와 이기붕을 비롯한 자유당 간부들 앞에서 브리

핑을 하였다는 거짓 장면이 나온다. 이기붕과 간부

들이 이 차트를 들고 경무대에 들어가 보고를 하니 

이승만이 파안대소하며 기뻐하는 장면이 계속된다. 

그 공로로 이익흥이 내무부장관으로 승진했다는 것

이 뒤이어 나온다.

이런 엉터리 드라마의 작가 군들은 그보다 훨씬 

앞선 1974년에 나온 동아일보의 기사도 제대로 읽

지 않은 것이다.

몇 년 전에도 <서울대 동창회보>에 어떤 철없는 

언론인이 폴리페서를 규탄하면서, 학자가 권력에 

영합하여 아부하는 첫 번째 예로 스승님을 그런 전

형처럼 묘사한 일이 있다. 그는 마땅히 많은 언론

매체가 엘바섬 탈출 후의 나폴레옹 황제 시절처럼 

권력에 아부해온 사실부터 규탄했어야 했다. 필자

는 물의를 싫어하는 수학과의 전통 대로 굴욕감을 

인내할 수밖에 없었으나, 정직하고 반듯한 제자 한 



6 ∙ 대한수학회소식 제 177호

사람이 “학자의 권위를 이용하려는 정상배가 훨씬 

더 나쁘다”라고 반론을 편 것이 감동적이었다.

필자는 이런 추악한 이야기에 끼어들 용기도 없

이 평생을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왔지만, 언젠가는 

진상이 밝혀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80여 세인 필자

의 생전에 충족될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기 시작했

다. 그러던 어느 날 존경하던 선배 사학자와 점심

을 같이 하다가, 젊은 날의 그분이 스승님 댁 근처

에 살았는데 출근하시는 스승님을 자주 뵈었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60여 년 전의 먼 

얘기를 주고받다가 무심코 사사오입 얘기를 했더니 

필자에게 역사의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이것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이며, 적어도 

대한수학회 동료 회원들에게만은 참으로 존경스러

운 삶을 살다 가신 초창기 회장에 관한 진실을 알

리고 싶어서이다. 

글을 쓰면서 대부분의 언론이 과연 참된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해 왔는지 의심스러웠고, 그런 

언론이나 권력에 전혀 영합하지 않고 살아온 필자

의 삶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이것은 오로지 

스승님의 생애를 보면서 자생적으로 깨달은 지혜

이다.

 

동아일보가 말하는 진실 

오랫동안 자유당이 첫날의 부결 결과를 3일만에 

번복하여 사사오입 개헌을 강행한 과정은 잘 알려

지지 않았다. 그 결과로 스승님이 제공해준 단서로 

번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와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

다. 어떻게 한 수학자가 한 산수 문제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자유당 간

부들이 이렇게나 무지할 수 있는지 너무나 개탄스

럽다.

동아일보는 근 20년이 지난 뒤에야 1973년 12

월 15일부터 1974년 1월 21일까지 25회에 걸쳐, 

정치 부분 (4면)에 “秘話 第一共和國(비화 제1공화

국) 第七話(제7화) 「四捨五入(사사오입)」 改憲(개

헌)”이라는 진실에 가까운 기사를 연재하였다. 그

중 스승님과 관련된 내용 20편(1974. 01. 14.)과 

22편(1974. 01. 16.)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한 표 차로 부결된 개헌안이 하룻밤 사이

에 자유당에 의해 가결된 것으로 뒤바뀐 데는 

이승만 대통령의 불타는 집권욕과 자유당 간부

들의 무분별한 충성심 그리고 사사오입에 대한 

수학적 이론을 제공해준 어용학자의 뒷받침이 

작용했다.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선은 136

표가 아니라 135표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맨 

처음 내 세운 사람은 바로 이 대통령 자신이었

다. 이 박사에게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 사람

이 따로 있었는지 아니면 그 자신의 독창적인 

발상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11월 27일 

밤 이기붕 국회의장과 최순주 부의장에게 “135

표면 개헌안은 통과된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대통령 자신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다음날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이기붕 의장이 “개헌안이 135표로 통과됐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루

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 대통

령이 135표로써 개헌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하

기는 했으나 그의 입에서 사사오입이라는 수학 

이론이 제기됐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다. 

사사오입 이론은 이 대통령의 말을 듣고 난 

자유당 간부들이 사후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

서 제기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항간

에는 장경근, 한희석 의원 등이 사사오입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서울대 문리대

의 C 교수를 비롯한 저명한 수학자들이 이론적 

뒷받침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자유당 중진의 한 사람으로 이 무렵의 상황을 

잘 아는 모 씨는 “자유당 간부들이 학자를 찾

아가 자문을 구한 것은 사실이나 사사오입론을 

제공해 준 사람이 반드시 수학 전공의 교수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자유당 의원은 

“자유당 간부들에게 사사오입에 대한 이론을 

소상히 설명해준 사람은 당시 기술 관계의 공

무원으로 봉직하고 있던 이 모 씨였다”고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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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고인이 된 그의 이름을 세상에 밝힐 수 

없는 것은 그가 단순히 수학 이론을 가르쳐 준 

데 불과한 데도 오명을 뒤집어쓸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여러 증언을 종합할 때 수학과 관

련이 깊은 학문을 전공한 후 당시 관직에 몸담

고 있던 이 모 씨가 자유당 간부들과의 친분관

계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줄도 모르고 

단순하게 사사오입 이론을 가르쳐 준 것으로 보

인다. 그 후 이 모 씨가 제공해 준 사사오입 이

론은 자유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돼 28일의 

의원총회에서 김철주 의원(전남 여천 출신)으로 

하여금 차트까지 들고 나와 자유당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유당

은 하룻밤 사이에 사사오입 이론을 내세워 1표 

차이로 부결된 개헌안을 가결된 것으로 둔갑시

키는 정치적 연극을 꾸몄다. 그리고 일요일인 

28일 하룻밤 사이에 두 차례에 걸친 의원총회

를 열어 당론 조정을 꾀한 후 29일 국회 본 회

의에서 회의록을 정정하는 형식으로 엄청난 의

사당 안에서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 1974년 1월 14일 동아일보

“중학교에서 3, 4년 동안 수학을 가르친 일

이 있다는 윤상순 의원은 “수학계의 태두인 이

원철 박사와 서울대 문리대의 최윤식 교수의 

입증에 의해서도 135명은 재적의원 203명의 3

분의 2인 것이 확증했다”고 주장, 주목을 끌었

다. 또 자유당 의원 총회에서 차트까지 들고 

나와 사사오입 이론을 설명한 김철주 의원도 

숫자가 나열된 게시판을 발언대 옆에 세워 놓

고 사사오입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 1974년 1월 16일 동아일보

위의 기사는 이 글을 쓰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

데, 그 이유는 1974년 당시 필자가 도미 유학 중

이었기 때문이다. 웹사이트에 나오는 거짓된 글들

은 위의 1월 14일 자의 내용을 무시하고 1월 16일 

자의 엉터리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더구나 중학

교 수학 교사의 전력을 가진 이가 ‘수학계의 태두’

들을 빙자하여 어떻게 “203의 2/3 미만인 135가 

2/3 이상”이라고 거짓 주장을 공개석상에서 할 수 

있는가! 위의 기사에서 사사오입 이론이라고 나오

는 것은 수학에서는 이론 축에도 못 끼는 초등학교

에서의 소위 ‘반올림’이라는 것이며, 근삿값을 구하

는 원시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203의 3분의 2 ‘미

만’인 135를 203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했

던 자들은 말뜻도 잘 모르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학

력 수준이다. 이렇게 하여 책임이 있는 자들은 초

등학교 산수도 몰라서 빠지고, 수학계의 태두들을 

기망하여 그들의 권위를 악용하였던 것이다. 그런 

탓으로 비난을 받아오셨던 스승님께서는 야간에 테

러를 당하신 적도 있다. 이 사실은 경찰에 알렸지

만 전혀 보도되지도 않았다. 동아일보의 위와 같은 

내용이 1954년의 사건 발생 후 20년이 지난 1974

년이 되어서야 밝혀진 것도 개탄스러우며, 그 뒤에

도 이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스승님에 대

한 오해는 아직도 인터넷에서 보아온 바와 같다. 

  

사회 각계에 대한 쓴소리

각종 언론 매체, 신문, 잡지, 드라마, 웹페이지에

서 거의 같은 경우를 당했을 천문학자 이원철 박사

에 관한 것은 거의 안 다루다시피 하고, 수학자인 

스승님만이 수많은 기사와 글과 드라마에 등장한

다. 그리하여 스승님은 사회 각계에 사사오입 개헌

의 주모자이며 일등공신으로 각인되어 왔다. 이 사

실이 사회 각계의 참새 떼처럼 지저귀는 이들의 어

리석음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먼저, 이승만을 추앙하는 인사들에게는 3선, 4선

을 가능하게 해 준 것으로 알려진 스승님은 단연 

일등공신으로 치부되어 그들의 최고의 존경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런 헛된 존경은 스승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수준의 산수 문제를 한

국의 대표적인 수학자의 자문을 받고서 그대로 준

수했다는 자유당 국회의원들은 학력이 유치원 수준

의 어리석은 이들이 된다. 또, 자유당이 공표한 내

용을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한 당시의 언론 매체들은 

언론의 기본기도 모르는 어리석은 기관이었음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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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며, 스승님을 주모자로 매도하기에 앞서 스스

로 반성하는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오늘날의 언론 

매체 소속원들은 선배들의 과거의 기사를 맹종할 

것이 아니라 언론의 기본기를 연마하여 선배들의 

잘못을 밝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또한, 드라마 작

가나 언론인이나 웹사이트에 글을 남긴 이들은 좀 

더 공부를 해서 터무니없는 기사를 확대․재생산할 

것이 아니라, 1974년의 동아일보 기사라도 제대로 

읽고, 역사를 바르게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학자나 헌법학자들은 신문 기사나 

헛된 거짓 유언비어에 의존하여 기록을 해 나갈 것

이 아니라 사실 규명을 바르게 해 나가야 한다. 이

러한 쓴소리를 달게 받아들여야 정의롭고 슬기로운 

국민이 될 것이다.

스승님의 학문과 교육에의 공적

앞서 스승님의 경력을 소개했거니와,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스승님의 학문과 교육에서의 공적을 정

리하여 역사에 바르게 남기려 한다.

(1) 교육자 최윤식

근 30여 년 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신인 경

성고등공업학교와 경성광산전문학교에서 수학을 교

육하여 국내 과학기술자를 배양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의 창설자로서 우리

나라 수학 분야의 체계적인 수학 전공 교육 제도를 

만들어, 많은 수학자를 양성한 결과, 그 문하에서 

30여 명의 박사가 배출되는 데 공헌하였다.

(2) 교육행정가 최윤식

해방 직후의 혼란기인 1945년에 당시의 첨단산

업인 광공업을 교육하던 경성광산전문학교의 교장

으로서 봉사하였고, 1948년에는 서울대학교 문리

과대학 학장으로서 초창기의 서울대학교의 기틀을 

세우는 데 공헌하였으며, 1960년까지 16년간 수학

과 주임교수로서 전국 수학과의 전형이 되도록 그 

운영에 크게 기여했다.

(3) 학자 최윤식

해방 당시 전국에 단 두 명뿐이던 수학 교수의 

한 분으로서, 수학 연구를 선도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로서는 드물게 6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여 

국내 최초로 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0여 

편의 해설 논문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수학의 역사

상 처음으로 ‘연구하는 풍토’를 이식하였다. 또 1930

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국격상 긴요한 학술원 운동의 

중심인물 중 한 분이며, 1954년에 창립된 대한민

국학술원의 회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4) 학회 창립자 최윤식

1946년에 조선수물학회를 창시하여 그 회장으로

서, 다시 1953년 부산 피란지에서 대한수학회로 

분리시켜, 1960년 서거 시까지 15년간 회장으로서 

수학과 물리학계 연구자들을 선도해온 큰 공적이 

있다. 한편 국가 수리과학연구소의 창립을 처음으

로 주장하여, 그와 같은 연구소가 있게 된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의 대한수학회는 회원 수 4천여 명

의 큰 학회로 자라나, 2014년에 서울세계수학자대

회(SEOUL ICM 2014)를 주최하고, 세계 11위의 

논문 출판 편수를 보였으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서는 2012년과 2017년 두 번이나 세계 1위를 하

여 국위를 크게 선양하고 있다.

(5) 저자 최윤식 

해방 직후 중등학교 또는 대학 교과서가 태부족

하던 시기에 6종의 저서를 집필하여 우리나라 수학 

교육에 크게 진력하였다.

글을 맺으며

이 글로 사회 각계의 스승님에 대한 오해를 불

식시키기 위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스러우

나, 고매하신 인격과 한없이 너그럽고 따듯한 인품

을 지니셨던 스승님께서 때늦은 이 글을 너그러이 

받아주시리라 믿고, 삼가 스승님의 영전에 바친

다.*) KMS

*) [편집위원회 주] 본 원고의 일부 내용은 학회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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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집단이자신들의그릇된행동을관계

도없는한개인의권위의탓으로돌리고넘어간

희귀한사건이우리의헌정사에나타나있다. 그

것은대한민국역사상두번째개헌인1954년의

소위사사오입개헌과당시의서울대학교문리

과대학최윤식교수에관련된사건이다. 

과거의수많은그릇된기록이외에, 오늘날의

웹사이트에조차최교수와1954년에일어난사

건에관하여다음과같은거짓이나타나있다.

““한한편편,, 사사사사오오입입개개헌헌이이수수학학적적으으로로타타당당하하다다

는는단단초초를를제제공공하하여여많많은은비비판판을을받받기기도도하하였였다다..””

-- 한한국국학학중중앙앙연연구구원원한한국국민민족족문문화화대대백백과과사사전전

22001177년년66월월2266일일자자추추가가

““최최 윤윤식식 교교수수가가 220033명명의의 22//33가가 113355..3333......

명명이이므므로로 반반올올림림해해서서 113355명명만만 찬찬성성하하면면 된된다다

고고이이승승만만측측에에말말해해주주었었다다.. 당당시시개개헌헌에에필필요요

한한 한한 표표가가 모모자자랐랐던던 상상황황에에‘‘사사사사오오입입((四四捨捨五五

入入,, 44는는버버리리고고 55는는올올린린다다))이이라라는는아아이이디디어어는는

궤궤변변이이라라고고알알려려져져있있다다..””

위위키키백백과과““최최윤윤식식””

이런기록들이전혀진실이아님을밝히려는

것이이글의참된목표이다.

제2차사사오입헌법개정

6.25 전쟁중임시수도부산에서 1952년에

“발췌개헌”으로알려진 1차개헌에따라8월 5

일의선거에서이승만은 2대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다. 

환도후이듬해 1954년 5월 20일선거로이

승만의자유당이원내절대다수당이되자, 이

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초대대통령의 중임제

한을철폐하려는여당의 2차 개헌안이상정되

헌정논단

崔允植 교수와 四捨五入 改憲

朴 世 熙

학술원회원

서울대명예교수, 수학

이 글은 朴世熙 학술원 회원(서울대 명예교수, 수학자)인 필자가 대한민국학술원에서 발행하는 <大韓民

國學術院通信> 2018년 1월1일자(제294호)에‘스승을위한변명: 崔允植선생과四捨五入改憲’에게재

한내용가운데일부를필자가요약정리한것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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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토요일인 11월 27일표결결과재적의원

203명중찬성 135표로헌법개정에필요한 3

분의 2에 한 표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국회는

부결을 선포하였으나, 4사5입하면 135표가 3

분의 2라 하여 자유당은 이틀 후인 월요일에

가결로 번복 선포하였다. 우리의 관심사는 사

사오입 개헌이 최윤식 교수 탓이라는 항간의

오해를밝히려는것이다.

동아일보가말하는진실

오랜동안자유당이첫날의부결결과를3일

동안에번복하여사사오입개헌을강행한과정

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 결과로 최 교수가

제공해준단서로번복이이루어진것처럼와전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 수학자가 한 산수

문제로이렇게큰일을이루어낼수있으며, 자

유당 간부들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었는지

너무나개탄스럽다.

동아일보는 근 20년이 지난 뒤에야 1973년

12월 15일부터 1974년 1월 21일까지 25회에

걸쳐, 정치 부분 (4면)에“秘話(비화) 第一共和

國(제일공화국) 第七話(제칠화) 「四捨五入(사사

오입)」改憲(개헌)”이라는 진실에 가까운 기사

를연재하였다. 

한한 표표 차차로로 부부결결된된 개개헌헌안안이이 하하룻룻밤밤 사사이이에에

자자유유당당에에 의의해해 가가결결된된 것것으으로로 뒤뒤바바뀐뀐 데데는는 이이

승승만만대대통통령령의의불불타타는는집집권권욕욕과과자자유유당당간간부부들들

의의 무무분분별별한한 충충성성심심 그그리리고고 사사사사오오입입에에 대대한한

수수학학적적 이이론론을을 제제공공해해준준 어어용용학학자자의의 뒷뒷받받침침이이

작작용용했했다다.. 

국국회회의의재재적적의의원원 33분분의의 22선선은은 113366표표가가아아니니

라라 113355표표로로 충충분분하하다다는는 주주장장을을 맨맨 처처음음 내내 세세

운운사사람람은은바바로로이이대대통통령령자자신신이이었었다다.. 이이박박사사

에에게게 이이같같은은 의의견견을을 개개진진한한 사사람람이이 따따로로 있있었었

는는지지 아아니니면면 그그 자자신신의의 독독창창적적인인 발발상상인인지지는는

알알려려지지지지않않고고있있지지만만 1111월월 2277일일밤밤이이기기붕붕국국

회회의의장장과과 최최순순주주 부부의의장장에에게게““113355표표면면 개개헌헌안안

은은통통과과된된것것””이이라라고고말말한한사사람람은은다다름름아아닌닌이이

대대통통령령자자신신이이었었던던것것이이다다..

李李모모씨씨가가수수학학적적이이론론

이이같같은은 사사실실은은 다다음음날날 자자유유당당 의의원원총총회회에에서서

이이기기붕붕 의의장장이이““개개헌헌안안이이 113355표표로로 통통과과됐됐다다는는

것것은은이이대대통통령령의의뜻뜻””이이라라고고밝밝힌힌점점으으로로미미루루

어어의의심심의의여여지지가가없없는는듯듯하하다다..  

그그러러나나이이대대통통령령이이113355표표로로써써개개헌헌안안이이가가결결

됐됐다다고고 주주장장하하기기는는 했했으으나나 그그의의 입입에에서서 사사사사오오

입입이이라라는는 수수학학이이론론이이 제제기기됐됐다다는는 흔흔적적을을 찾찾아아

볼볼수수는는없없다다.. 사사사사오오입입이이론론은은이이대대통통령령의의말말

을을듣듣고고난난자자유유당당간간부부들들이이사사후후대대책책을을협협의의하하

는는과과정정에에서서제제기기됐됐다다는는의의견견이이지지배배적적이이다다.. 

당당시시 항항간간에에는는 장장경경근근,, 한한희희석석 의의원원 등등이이 사사

사사오오입입론론을을주주장장한한것것으으로로알알려려지지기기도도했했고고서서

울울대대 문문리리대대의의 CC교교수수를를 비비롯롯한한 저저명명한한 수수학학자자

들들이이이이론론적적뒷뒷받받침침을을해해준준것것으으로로전전해해졌졌다다.. 

그그러러나나 당당시시 자자유유당당 중중진진의의 한한 사사람람으으로로 이이

무무렵렵의의상상황황을을잘잘아아는는모모씨씨는는““자자유유당당간간부부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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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 학학자자를를 찾찾아아가가 자자문문을을 구구한한 것것은은 사사실실이이나나

사사사사오오입입론론을을 제제공공해해 준준 사사람람이이 반반드드시시 수수학학

전전공공의의교교수수는는아아니니었었다다””고고증증언언했했다다.. 또또다다른른

자자유유당당의의원원은은““자자유유당당간간부부들들에에게게사사사사오오입입에에

대대한한 이이론론을을 소소상상히히 설설명명해해준준 사사람람은은 당당시시 기기

술술관관계계의의공공무무원원으으로로봉봉직직하하고고있있던던이이모모씨씨였였

다다고고밝밝히히면면서서““고고인인이이된된그그의의이이름름을을세세상상에에

밝밝힐힐수수없없는는것것은은그그가가단단순순히히수수학학이이론론을을가가

르르쳐쳐준준데데불불과과한한데데도도오오명명을을뒤뒤집집어어쓸쓸우우려려

가가있있기기때때문문””이이라라고고설설명명했했다다.. 

차차트트만만들들어어브브리리핑핑까까지지

이이같같은은 여여러러 증증언언을을 종종합합할할 때때 수수학학과과 관관련련

이이깊깊은은학학문문을을전전공공한한후후당당시시관관직직에에몸몸담담고고

있있던던이이모모씨씨가가자자유유당당간간부부들들과과의의친친분분관관계계로로

정정치치적적으으로로어어떻떻게게이이용용할할줄줄도도모모르르고고단단순순하하

게게사사사사오오입입이이론론을을가가르르쳐쳐준준것것으으로로보보인인다다.. 

그그후후이이모모씨씨가가제제공공해해준준사사사사오오입입이이론론은은

자자유유당당에에 의의해해 정정치치적적으으로로 이이용용돼돼 2288일일의의 의의

원원총총회회에에서서 김김철철주주 의의원원((전전남남 여여천천 출출신신))으으로로

하하여여금금차차트트까까지지들들고고나나와와자자유유당당의의원원들들에에게게

브브리리핑핑을을하하게게한한것것이이다다..

이이렇렇게게해해서서자자유유당당은은하하룻룻밤밤사사이이에에사사사사오오

입입이이론론을을내내세세워워 11표표차차이이로로부부결결된된개개헌헌안안을을

가가결결된된것것으으로로둔둔갑갑시시키키는는정정치치적적연연극극을을꾸꾸몄몄

다다.. 그그리리고고일일요요일일인인2288일일하하룻룻밤밤사사이이에에두두차차

례례에에 걸걸친친 의의원원총총회회를를 열열어어 당당론론조조정정을을 꾀꾀한한

후후 2299일일국국회회 본본회회의의에에서서 회회의의록록을을 정정정정하하는는

형형식식으으로로엄엄청청난난의의사사당당안안에에서서의의쿠쿠데데타타를를일일

으으키키게게된된것것이이다다,,  

-- 11997744년년11월월1144일일자자동동아아일일보보

위에서C 교수는최교수를가리키며, 27일부

결된직후에이기붕의신문로자택에서열린자

유당간부모임에서는, 천문학전공의관상대장

이원철 박사와 서울문리대 수학과 주임교수인

최윤식교수에게자문을구하려한것으로보인

다. 이원철박사는한때연희전문학교에서수학

을가르친일이있다. 이때중앙관상대는이기

붕의자택으로부터500미터거리인현재의서울

시교육위의위치에있었으며, 최교수의자택은

약1000미터거리인새문안교회뒤에있었다.

웹사이트에나오는거짓된글들은위의동아

일보 1월 14일자의 내용을 무시하고 1월 16일

자의 엉터리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더구나

중학교수학교사의전력을가진이가“수학계

의태두”들을빙자하여어떻게“203의 2/3 미

만인135가2/3 이상”이라고거짓주장을공개

석상에서할수있는가!

위의 기사에서 사사오입 이론이라고 나오는

것은 수학에서는 이론 축에도 못 끼는 초등학

교에서의소위“반올림”이라는것이며, 근사값

을 구하는 원시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203의

3분의2 “미만”인135를3분의2 “이상”이라고

주장했던자들은말뜻도잘모르는초등학생만

도못한학력수준이다. 이렇게하여책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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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초등학교 산수도 몰라서 빠지고, 수학

계의태두들을기망하여그들의권위를악용하

였던것이다. 미국에서부실한교육을받은이

승만이사사오입이란동양말을몰랐을것은당

연해보인다.

동아일보의 위와 같은 내용이 1954년의 사

건발생후20년이지난1974년이되어서야밝

혀진것도개탄스러우며, 그뒤에도이내용이

잘알려져있지않아서, 최교수에대한오해는

아직도인터넷에서보아온바와같다. 

진실을향하여

1954년 11월 27일에 부결되었던 개헌안이

29일에가결된것으로번복되고난뒤에도, 20

년간 그 경위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으

며, 소위사사오입개헌을희화화하는일이시

중에난무하였다. 

몇개의제1공화국드라마마다, 검은머리에

검은 신사복 차림에 검은 가방을 든 젊은이가

이기붕의집에찾아와비굴한표정으로사사오

입을 하면 된다고 아뢴다는 거짓 대목이 사실

인 양 나온다. 최 교수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동년배와는 달리 당시의 그 분은 백발이 성성

한노인의풍모를지니셨다.

심지어 SBS 드라마 야인시대(野人時代)

(2002∼03년 방영) 103화에서는 사사오입 개

헌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익흥의 안내로 최 교

수가 차트까지 들고 나와 자유당 간부들에게

브리핑을 하였다는 거짓 장면이 나온다. 그런

뒤에이기붕등이이차트를들고경무대로가

자유당 2차개헌안상정당시(195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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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승만에게보여주자그가파안대소하며기

뻐한다는 대목이 나오며, 이 공적으로 경기도

지사였던 이익흥은 내무부 장관으로 승진하게

된다고나온다.

이런 작가군들은 그보다 훨씬 앞선 1974년

에나온동아일보의기사도읽지않은것이다.

돌이켜보면, 1954년에 대학 입시 준비 중이

었던 필자는 당시의 신문에 나타난 최 교수와

사사오입개헌에관한기사를대부분기억하고

있다. 1955년에수학과에입학한필자는최교

수를 스승님으로 모시게 되었고, 어떤 기회에

학생들을 나무라시던 스승님께서“사사오입처

럼얼렁뚱땅하면안돼!”라말씀하시는것을듣

고너무나놀랐다. 이것은스승님에대한당시

의사회통념에어긋나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선배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당시의

재학생들이 사사오입건에 관하여 언론기관에

진상을밝혀줄것을요구하러가자고하자, 일

부선배들이그래봐야추문만재확대될뿐이니

참고 기다리면 잊혀질 것이라 말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뒤로 지금까지 언론 미디아에서는

계속하여 스승님을 사사오입 개헌의 주모자로

낙인을 찍고, 삼선 개헌의 일등공신인양 악의

에찬글을실어오고있다.

실제로평생을우리나라의수학교육과수학

연구의보급확대에진력해오고, 학술단체이외

의정치활동에전혀참여한일이없는스승님

께서는당시에도참고견디는수밖에없었다. 

1959년에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생이 된 필

자는 스승님의 미발령 무급조교가 되었고, 그

이듬해는 격동의 1960년이었다. 사사오입 개

헌으로 3대대통령까지지낸이승만은 4대대

통령에출마하고, 부통령이기붕과함께당선되

었는데, 이것이유명한3.15 부정선거의결과이

다. 그리하여 4.19 학생혁명이 일어났고, 이승

만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그 뒤에 서울문리대

학생회는며칠에걸쳐학생총회를열었는데, 거

기에서어용교수축출문제가논의되었다. 하루

는수학과과회장김하진군(뒤에아주대학교

수)이 스승님의 연구실에 있던 필자를 찾아와

총회에서 스승님을 어용교수의 필두로 규탄하

고있는데, 스승님께해명을직접요청하기어

려우니필자가대신해주기바란다고했다.

그래서스승님께들은얘기는대체로다음과

같다.  

“그 날(개헌안이 부결된 1954년 11월 27일)

저녁이익흥군과손도심군이찾아왔어요. 전

자는내가고공조교수를할때부속학교같은

경성공업학교 제자이고, 손도심 군은 내가 문

리대 학장이었을 때 학생회장이어서 잘 알지

요. 수인사가끝나고난뒤에그자들이지나가

는 말로 203의 2/3가 얼마냐는 산술문제를

물어서 계산을 해보니 135.333...이라고 답했

지요. 그랬더니 사사오입을 하면 얼마냐 물어

서, 근사값으로 135가 된다고 해준 것이 전부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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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의 핵심 간부였던 두 사람은 2/3 이

상이라는 것, 즉“135의 2/3보다 큰 자연수

중 가장 2/3에 가까운 자연수”즉 136을 구

하는 문제를“135의 2/3에 가장 가까운 자연

수”즉 2/3의 근사값을자연수의범위에서구

하라는 초등학교 산수문제로 물어본 것이다.

11월 28일에자유당의의원총회는203의 2/3

미만인“135가 2/3 이상”이라고 거짓된 결정

을 하고, 11월 29일 국회에서 27일에 부결된

개헌안을 번복하게 된다. 그리고 자유당은 모

든언론에“203의2/3는 135이다”가수학계의

최고권위자최윤식교수의언명이라고강변하

기시작했다. 

“그보도전후에언론매체에서인터뷰나전

화로 의견을 물어온 일이 있었습니까”라는 물

음에 스승님께서는“전혀 없었다”고 대답하셨

다. 결과적으로모든언론매체는자유당의공

표대로일제히똑같이보도한것이다.

그렇게 이용당할 줄을 상상도 못했던 스승

님은 일거에 사사오입 개헌의‘주모자’로 격

하되고자유당과이승만의‘일등공신’의반열

에 오르게 된 것이다. 찾아온 두 사람은 자유

당 안의 진짜 주모자의 하수인으로서, 스승님

을잘안다는이유만으로스승님의명성을이

용하려는 잔꾀에 놀아난 것이다. 손도심은 뒤

에 사사오입 개헌이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

다고전해진다.

수학자는절대로“2/3 미만(less than, < )인

135가 2/3 이상(larger than or equal, ?)”이

라고말하지않는다.

위와같은해명에문리대학생회는스승님의

평소의성실성과고매한인품에비추어문리대

에는 단 한 사람의 어용교수도 없다고 선언하

게된다. 

격동의해인 1960년 8월 3일저녁에스승님

께서는뇌출혈로서거하셨다. 수많은문상객들

은 대체로 학계, 교육계의 중진들과 제자들이

며, 스승님께서출강하시던육군사관학교의교

장이한림중장이눈에띄는이였다. 

장례식은 8월 6일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

학장(葬)으로 거행되었으며, 시종일관 육군사

관학교군악대가본관앞넓은터에대열을취

하고장엄한주악을해주었다. 학장의조사후

에, 당시의 허정 과도정부의 문교부 장관이었

던이병도박사가학술원회장자격으로조사

를 하였고, 끝으로 필자가 감히 제자 대표로

조사를 낭독하였다. 육군사관학교 군악대는

장례행렬이장지로출발할때스승님의애창

곡이던“매기의 추억”을 연주하여 전송하였

고, 나팔수몇명은장지에서하관시에진혼곡

을연주해주었다.

생각해보면, 학생권력이최고조인때에, 더

구나 사회가 극단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에, 대

학본관앞에서장엄한장례식을거행할수있

었던 것은 스승님이 절대로 어용학자일 수 없

었다는증거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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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수많은 그릇된 기록 외에 오늘날 웹사이트들에도 최윤식 교수와 

1954년에 일어난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 거짓이 나타나 있다.”

대한민국헌정회가 

간행하는 월간 

『헌정』 5월호에 실린 한 

칼럼의 문장이다.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 당시 정권의 억지 주장을 

뒷받침해줬다고 그동안 알려진 수학자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세희(84) 서울대 수학과 명예교수는 『대한민국학술원통신』에도 ‘스승을 

위한 변명, 최윤식 선생과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세희(84) 서울대 수학과 명예교수 주장

"최윤식 박사는 사사오입 수학적인 조언 안 해"

[중앙일보] 입력 2018.07.25 10:40   수정 2018.07.25 10:47 

“사사오입 개헌 당시 스승인 수학자는 
기만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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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계 원로인 박 명예교수는 “서울대 학부, 대학원 스승인 고(故) 최윤식 

박사가 실제로는 사사오입 개헌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학적인 조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에 따르면 최 박사는 “억울하니 진상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러 가자”는 제자들의 말에 “그래 봐야 추문만 재확대될 뿐이니 

참고 기다리면 잊힐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최박사는 사사오입 개헌 당시의 

상황을 묻는 박 명예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날(개헌안이 부결된 1954년 11월 27일) 저녁 이익흥군과 손도심군이 

찾아왔다. 전자는 경성공업학교 제자이고, 손도심군은 내가 문리대 

학장이었을 때 학생회장이어서 잘 안다. 수인사가 끝나고 난 뒤 그자들이 

지나가는 말로 203의 2/3가 얼마냐는 산술 문제를 물어서 계산을 해보니 

135.333…이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사사오입을 하면 얼마냐 물어서 

근삿값으로 135가 된다고 해준 것이 전부다.” 

이익흥 전 의원은 서울시 경찰국장, 내무부 장관 등을 역임하고 이후 자유당 

박세희서울대수학과명예교수는 "사사오입개헌을뒷받침했다는수학자얘기는사실이아니다"고말했다. 
임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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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된 인물이다. 손도심 전 의원도 자유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했다. 

박 명예교수는 “자유당은 스승에게 초등학교의 산수 문제를 물어본 이후 

모든 언론에 ‘수학계의 최고권위자 최윤식 교수의 언명’이라고 강변하기 

시작했다”며 “당시 언론 매체들은 스승님에게 전화 등으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고 자유당의 공표대로 그대로 보도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학 이론 축에도 못 끼는 초등학생용 소위 ‘반올림’으로 수학계의 태두들을 

기만해 권위를 악용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명예교수는 또 “이후 ‘야인시대’ 등 드라마나 언론 보도 등에 비굴한 

표정을 한 수학자가 사사오입하면 된다고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모습이 

등장했다”며 “제대로 진실을 알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비판했다. 

최윤식 박사는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가 통합 출범하면서 문리과대학 

1954년 11월국회본회의장에서초대대통령의중임제한을없애는 '사사오입개헌안'이
통과되자야당의원들이항의하고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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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초대 주임교수가 됐고, 대한수학회의 전신인 조선수물학회를 창립한 

인물이다. 1960년 별세했다.   

송우영 기자 song.wooyeong@joongang.co.kr 

사사오입 개헌이란

1954년 11월 27일 자유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위해 한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안 투표에서 재적의원 

203명의 2/3인 135.333…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135표가 나와 부결됐다. 하지만 

자유당은 부결 다음달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뒤 “0.333…은 0.5이하로서 

수학의 사사오입의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2/3는 

135명”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개헌안을 통과돼 개헌이 선언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최윤식 박사는 사사오입 개헌이 

사사오입개헌안에서명하는이승만대통령.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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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단초를 제공하여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키백과에는 “자유당은 당시 대한수학회 회장이었던 최윤식 

교수를 내세워 정족수를 135명으로 하여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하였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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