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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華村은 저자의 조부이신 華麗공의 자손들이라는 의미로 1930년대부터 집

안에서 통용되었던 이름이다. 이제 이 이름을 저자의 號로 택할 생각이 든 것

은두가지이유에서이다.

첫째는 집안이 번성하지 못하여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84세인

저자 혼자 뿐이라는 것과, 둘째로 미국 유학을 했던 제3의 고향 같은 곳이

Bloomington, Indiana여서 프랑스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한 Bloomington이 華

村이란뜻에걸맞다는생각을하였기때문이다. 이이름을가진곳은 Illinois와

Minnesota에도있다.

저자는 대학 시절 이후 전공과 관계가 있거나 관계가 없는 글을 여러 기회

에썼는데, 이들가운데대한수학회초대회장이셨던스승님에관계된글과대

한수학회의 역사를 다룬 글들을 모아서 “동림 최윤식 선생과 우리 수학계”라

는문집을이미발표한바있다.

이 둘째 문집은 “華村文集 : 數學 속의 삶”이라는 제목 아래 주로 수학에

관계된글중에서기록에남아있는것들일부만을모아보기로한것이다.

이제그글들을간단히분류하여다음순서로실었다.

학부(1955-1959) 대학원(1959-1961) 시절에쓴글세편

강연과해설논문(1976-2010)

수학자평전(1976년부터)

대한수학회에서(1960년부터)

학술원에서(2001년부터)

저서, 역서머리말, 서평(1984년부터)

이글들은 60여년동안에쓴것이어서현실에맞지않는내용이있을수있

으나, 한편으로는 저자만이 쓸 수 있는 내용도 있어, 우리나라 수학의 역사의

펀린이라도남길수있다면더없는영광으로생각하고싶다.

끝으로 저자와 함께 60여년 중 한동안이라도 공부를 같이 해온 이들, 같이

살아온가족들모두에게이책을바친다.

2019년그더없이무더웠던여름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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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학부(1955-1959) 대학원(1959-1961) 시절

이시절에쓴글은

현대수학사상논고— 그기초, 방법및역사적전개를통한개관

수학기초론연구를위한서설

—-특히공리주의적방법의회고와그의현대수학사상에의한기여

현대수학사상의특성과수학교육

세 편과 최윤식 교수 추모문들이 있으며, 학부 졸업 직전에 문리대 학생회가 발행한

신문에 쓴 글들이 있으나, 그 신문들은 세 차례에 걸쳐 학교 당국에 압수 당하는 수모

를겪었다.

그추모문들은본인이엮은문집 “동림최윤식선생과우리수학계”에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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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수학 사상 논고

— 그 기초, 방법 및 역사적 전개를 통한 개관—

머리말

Descartés의 좌표 도입으로 말미암아 구체적 과학이던 기하학이 추상적 과

학으로의 첫 발자욱을 내딛어 근대수학이 건설된 뒤 300년이 지나, Cantor의

집합론 위에 신질서를 지니고 전개된 현대수학의 발전은 “수학적 생산의 공업

화”라불릴만큼눈부신바있다. 그리하여개별에서일반으로, 구체에서추상

으로 향하는 이 흐름은 참으로 인간의 가장 영원하고도 위대한 이상인 완전성

과 절대성에 대한 단적 표현으로서 그 본질적 양상은 단일성과 더불어 다양성

의 통일체가 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분과가 파생하고 심화의 도를 깊이 하여,

그 결과 Russell의 유명한 아이러니 “수학은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

는가 전연 알 수 없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인가 거짓말인가도 알 수 없는

과학이다”를연상케하고있다.

이 작은 글의 의도는 먼저 개관적인 입장에서 현대수학의 특성, 방법과 그

기초 및 분류하기 곤란한 여러 분과를 재래의 방법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

고 여기에 위상수학을 덧붙여 분과 파생의 역사적 과정을 단면적으로 소개하

는데그쳤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수준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수

학 사상의 편린만이라도 나타내보려는 것이며, 또 수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상

다른학문처럼그자체에대한규정(Bestimmen)이뚜렷하지못한만큼그것을

위한하나의어리석은시도로서제시되는것이다.

여기서다룬내용이외의것은앞으로달리좀더고차적입장에서다루어볼

까 한다. 이에 대하여 많은 비판과 또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하는 바

이다.

본문의 내용

1. 수학의본질

2. 방법론의역사적고찰

3. 수학기초론에대하여

4. 집합과집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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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수학의전개

6. 기하학의전개

7. 해석학의전개

8. 위상수학의전개

본문에서위와같은내용을다룬뒤에끝으로

9. 현대수학의여러특성

에서는 현대수학이 추상성, 일반성, 무한성, 공리성, 포괄성을 가진다는 것을

지적하고있다.

해 설

대학에입학한후우선수학전체에관한개관을가져야했다. 그것은중앙

도서관을 가보면 될 것 같았다. 6.25 전쟁 후반부터 미 5 공군 사령부로 쓰였

던 대학을 다시 찾은 지 1년 후였는데, 열람실의 도서 카드는 그대로 있었다.

그 카드를 뒤져서 수학에 관한 것 100권 정도를 차례로 신청했더니 겨우 20여

권만 있을 뿐 나머지는 서고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 전쟁 중에 약탈 당했는지

어쩐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여하간 이런 책들의 앞의 한 두 장씩을 읽고 또 어

떤철학사전에실린것을주로하여수학의개관을위한노트를만들어두었더

니, 이듬해의 「문리대학보」자연과학특집에수학과학생의글이꼭실려야한

다는 선배들의 강압에 못 이겨 싣게 된 것이 이 글이다. 너무나도 얼굴이 뜨거

운데뷔였다.

이글은몇십년후에

“현대수학의제문제” (민음사, 1991)

로심화되며, 수학에입문하려는학생을위한수학의소개는

“수학—합리적 사고의 형식과 패턴의 과학” (학문의 길(공저), 아카넷,

2005

로이어지며, 일반지식인을위하여는

“수학에서는무엇을연구하는가?” 학술원통신 240호 (2013. 7. 1)

로계속된다.



4

수학기초론 연구를 위한 서설

—특히 공리주의적 방법의 회고와 그의 현대수학사상에의 한 기여—

요 약

이 해설논문은 1장 “서언”에서 현대수학의 공리적 성격과 수학의 기초가

무엇인가 규정하고, 2장 “공리적 방법과 기초론의 탄생”에서는 초등기하학에

서의 공리 개념과 그 혁신, 해석학의 기초에 대한 반성, 수리논리학과 기초론

탄생의 계기를 다루었다. 3장 “기초론의 여러 입장에 대한 소고(小考)”에서는

Russell을중심으로한논리주의를해설하는것으로 (上)을마치고있다.

(下)에서는 3장 “기초론의 여러 입장에 대한 소고”에서 논리주의 다음에,

Brouwer를 중심으로 한 직관주의와, Hilbert를 중심으로 한 형식주의를 해설

하였다. 4장 “공리적 방법과 그 기여”에서는 현대수학에 있어서의 공리적 방

법이 무엇인가를 다룬 뒤에, 현대수학의 재조직이라는 제목으로 Bourbaki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 5장 “결언”에서는 맺음말과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시야

를돌리고있다.

차 례

一. 서언

0. 허두

1. 현대수학의공리적성격, 수학의기초

二. 공리적방법, 기초론의탄생

2. 초등기하학에서의공리개념과그혁신

3. 해석학의기초에대한반성

4. 수리논리학, 기초론탄생의계기

三. 기초론의여러입장에대한소고(小考)

5. 논리주의—-Russell을중심으로

6. 직관주의—-Brouwer를중심으로

7. 형식주의—-Hilbert를중심으로

四. 공리적방법과그기여

8. 현대수학에있어서의공리적방법

9. 현대수학의재조직—-N. Bourbaki

五.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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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기초론(Foundations of Mathematics)은문자그대로수학의기초에관

한 연구이다. 광대한 영역에 걸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전 수학체계의 밑받

침이 되는 이 연구는, 그 자신 크나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이한 입장과 방법적인 면에서의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학계에 있

어특히등한시되고있다. 이기초론에관한지식의필요는순수수학뿐만아니

라 철학 및 논리학, 심리학, 그리고 응용수학을 전공하는 이들에게 있어 절실

히요구되는것이며, 널리수학을방법론으로쓰는자연과학및사회과학의여

러 분야에 있어서도, 이 이론에 대한 이해 없이는 수학적 방법을 임의로 구사

하면서도일말의불안을느끼지않을수없을것이다.

이 작은 글이 의도하는 바는 수학기초론에 대한 개관적인 사상을 소개함과

아울러, 거기에 토대를 둔 헌대수학 사상의 본질적 성격을 조금이라도 뚜렷이

나타내보려는데있다. 실제로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는이이론의방법은

지극히 난해한 것이고, 또 이 이론과 관련이 깊은 주변의 여러 학문에 관한 소

양이 전혀 없는 필자의 현재의 수준으로서는 이 방법에 대하여 운위할 자격조

차 없다. 그러나 기초론적 사유의 역사적 계보와 그에 부수된 몇 가지 문제들

에 대한, 수학도로서의 사상적인 개관을 가지는 것이 전연 가능하지도 않으리

라생각하고, 감히붓을드는바이다. (이하생략)

[(상)문리대학보 6권 2호 (1958. 7), 109-116:

(하)문리대학보 7권 1호 (1958. 12), 58-67]

해 설

학문에서의첫사랑은수리철학(수학의철학)과수학기초론이었다. 거의모

든 철학자들이 수학에 대하여 몇 마디씩 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제각각이었고,

제대로 된 책을 구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일본의 이와나미 문고판으로 된 데

카르트의 「정신지도의 규칙」과 칸트의 「프롤레고메나」로 학문하는 정신을

배웠고, 푸앵카레의 「과학과 가설」, 「과학의 방법」, 「과학의 가치」, 「만년

의사상」, 「과학자와시인」으로지적허기를달랬다. 푸앵카레의책을통해서

20세기 초에 수리철학과 수학기초론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자세한내용은최근에서야책으로나와있다.

럿셀의 「수리철학입문」을 읽은 것은 학부 2학년 때이다. 그 내용은 “논

리학은 수학의 청소년기이고, 수학은 논리학의 장년기이다”라는 그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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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일반독자에게해설한것이다. 이책을읽는동안에프레게와비트겐슈

타인을알게되었는데, 물론그들의책은하나도구해볼수없었다.

3학년 때에는 1년간 김준섭 교수의 기호논리학과 과학철학 강의를 들으면

서 지식의 영역을 넓혔다. 이맘때, 라이헨바하의 최후의 저작 「과학적 철학의

발흥」을 일본어 번역판으로 읽었고, 비엔나 학단의 논리실증주의에 관한 유행

적인 해설서를 더러 읽었다. 오늘날의 평가로는， 럿셀의 영향을 받은 “아마

추어철학자”비트겐슈타인의주장을너무나진지하게믿은나머지, 비엔나학

단의 사람들은 “철학은 과학의 언어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프레게로부터 비롯된 수학과 논리학의 한 흐름이 분석

철학을태동시킨것이다.

공부를 더 깊이 하려고 해도 관련된 책과 논문을 구할 수 없었다. 더구나

브라우워의 직관주의나 힐버트의 형식주의에 관한 것은 원저를 전혀 구할 수

없었다. 그래도무엇인가공부한것을조금씩노트로만들어두었는데, 이것이

4학년 때 「문리대학보」에 두 번에 걸쳐 실린 「수학기초론 연구를 위한 서설」

이었다. 그로부터 30여년간이에관련된책이나논문은우리글로는전혀나타

나지않았다.

대학원첫해에최윤식교수의권고로이내용을공군사관학교에서열린대

한수학회에서한시간특강으로발표하였다. 너무나옛스런얘기이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학기초론에 관한 글은 별로 쓰지 않았는데,

다만다음두번역을소개하는것으로청춘시절의꿈을접었다.

수학의확실성 (클라인지음), 번역, 국판, 438pp. 민음사, 1984.

수학의철학 (베나세랖, 퍼트남엮음), 번역, 국판, 1006pp. 아카넷, 2002.



7

현대 수학 사상의 특성과 수학 교육

수학사를 살펴보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두에 걸쳐 일어났던 큰 변혁

이그전후에걸쳐사상적으로큰작용을하고있음을용이하게알수있다. 이

변혁은 수학에 있어서의 “혁명”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중대한 겻으로서, 그

뒤의 수학은 그 이전의 수학에 비하여 커다란 변천을 거듭하면서 발전을 계속

하여,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심오하고도 장려(壯麗)한 체계를 갖추게 되

었다. 그리하여이변혁을기해서, 그이전의수학을고전수학, 그이후의수학

을현대수학이라부른다.

외견상(外見上)의이급진적변혁은실제로수다한철학적, 논리학적, 그리

고 수학적인 제 문제를 제기시켜 그 뒤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그

수학적이론의전반의참된모습은역사적 “감상거리”가수십년에이르는오

늘에 이르기까지도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왜냐 하면 이 변혁은 수

학 자신이 내포하여 온 숙명적 요소가 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서, 어떤 우연

적인동기에의하여급진적으로생겨난것이아니라, 역사적해결을목표로조

금씩 진보하여 오던 문제점들이 이 시기에 이르러 필연적으로 구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역사적단계를이해하기곤란한탓이었을것이다.

사실 고전적 경향을 띤 수학의 여러 분야는 현대적인 입장에서 보아 특히

논리적, 기초적인 면에서 문제되는 점들이 너무나 많았다. 고전수학의 위기와

그 해결이라는 역사적 과제는 실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반성에서 일어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전 세기의 고전수학이 몇 가지의 이율

배반, 역리(逆理), 배리(背理), 역설(逆說) 등이라 불리어지는 것에 그 기초가

흔들려 20세기 초에서부터 수학의 기초 위기가 주장되고, 더 나아가 그렇게까

지도 진리의 표준이요, 모든 학문의 모범이라 일컬어지던 수학의 토대가 붕괴

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 문제가 주로 무한 연속의 이론인

Cantor의 집합론에 있었던 것은 유한적 존재였던 인간의 비약을 준비하는 역

사적사실이었다.

이 고전수학의 위기의 타개를 목적으로 한 수 많은 학자들의 노력은 그

후 여러 경향의 수학기초론(數學基礎論)으로 나타나고 논리적 사유의 기호화

인 수리논리학(數理論理學)의 발전과 더불어 사상계에 큰 영향을 주고, 또 수

학 내부에 있어 수다한 분과의 파생을 촉진시켜 현대수학 건설의 토대가 되

게 하였다. 또 이와 같은 발전의 도정에 있어 수학적 실재 또는 수학적 존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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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수학의 영역이 점차로 확대되어 수학

의면목을일신하게하였다. 실제로이런변혁은수학의기초, 방법과본질, 그

응용면 등의 모든 부면에 여실히 반영되어 수 백 권의 성서(成書)로써도 전부

기술할 수 없으리만큼 풍부한 성과를 남기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수학을 전공

하고 또 수학을 교수하는 수학자들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 벅찬 유산(遺産)을

전부 소화하기는커녕 세분화된 분과 하나에 억매여 전체적 시야(視野)를 가지

기는어려운일이되어버렸다. 참으로우리는역사상공전(空前)의거대한 “유

산”을상속받고그양의벅참에비명을올리지않으면안될시기에놓여있다.

사실 Hilbert의 말 대로 “우리의 학문이 서로 관계 없는 많은 분야로 세분되어

버리는 것은 서글픈 일”이고, 수학자들이 고전적인 시야 밖에 가질 수 없는 것

은인간지성의무력함을표현하는것밖에안된다.

이러한 현상에 있어 프랑스의 Bourbaki가 보여 준 “유산의 정리”라는 과

업—즉 수학의 재 체계화라는 과업은 당분간 학계의 가장 중요한 요청의 하나

이다. 이러한역사적요청을앞에놓고볼때당연히연상되는것은 18세기혹

은 19세기의 저명한 수학자들이 보여준 바 있는 보편정신(普遍精神)이다. 그

러나 다난한 시대에 생존하는 우리에게는 과거의 어떤 만능학자가 있어도 감

당 못할 정도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복하다고 할지,

두려운일이라할지, 여하간놀라지않을수없는것이다.

숭고한학문적의무는이런현실앞에놀라자빠지고있기를요구하지는않

는다. 우리는 전력을 기울여 과거의 성과를 소화하고 그 위에 더 진보적인 우

리자신의업적을건설하여다가오는세대에공헌하지않으면안된다. 이것이

야말로 우리의 세대가 앞선 세대들의 장구한 시일에 걸친 학문적 전통을 계승

하여, 이학문의연구에정진하여야할역사적사명인것이다.

이런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것은, 우리의 학문에 대한 정확한

시야를길러, 전분야를다소화하지는못할망정수학이라는한카테고리에공

통된 이념과 수학적 인식의 본질과 그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기위하여문제시되는것가운데근본적인것은현대수학의성격에관

한 논의일 것이고 이것은 또 간접적으로 수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의 답이 되

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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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학이 다른 과학과 다른 점은 그 대상이 어디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

니라, 수학자 자신의 “자유스런” 창조에 의한 관념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 적어도 그 대상은 논리의 가능한 한도 내에서 완전히 규정되어 만인에게

동일시(同一視)받을것을요구하는것이다. 왜냐하면그것은될수있는대로

완전한추상화(抽象化)를목표로하므로개인적경험과전연독립하고있기때

문이다. 이러한 사상은 근대에 이르러 의식적으로 사용되는 수학에 있어서의

소위 공리주의(公理主義)에 의하여 단적(端的)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수학의

각 부문은 하나의 공리체계 위에 서는 갓으로서, 이 공리는 고전적 방식대로

증명 없이 자명(自明)하다고 인정되는 진리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진

위(眞僞)는공리계(公理系)자신의무모순성(無矛盾性)에의존하는것일수있

으므로, 그분야를형성하기위한출발점에지나지않는다고생각하게되는것

이다.

이에 따르면 고전수학의 학문적 지위는 당연히 포기되어야만 할 성질의 것

이다. 근대적공리주의에의한수학의건설은고전수학을그특별한경우로포

함하면서,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고전적 교육

의 초보 정도의 교양 밖에 없는 자에게는 수학은 탄탄한 바위 위에 세워진 영

원한 기념비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수학의 역사와 그 현재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수학은 “어딘가 절대적 견고함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마치 기적에 의해서 떠 받혀지고 있는 공중누각, 정신의 가장 대담한,

가장 진실답지 않은 모험”(F. Gonseth)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수

학적 진리를 영원 부동한 것으로 생각했던 Platon의 철학과, 수학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학문으로서 등장할 수 있는” 모든 형이상학(形而上學)의 가능성

을 논했던 Kant의 철학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수학적 절대성

의몰락”이었던것이다.

그리하여 공리주의적 방법을 자각적으로 쓰게 된 수학은 전면적 추상화를

목표로하게되었고, 그에따라새로운철학즉논리적실증주의(論理的實證主

義)를 탄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자연수 개념만

하더라도 같은 개수(기수보다 약한 의미에서)의 집합의 공통성에서 추출(抽

出)하여 낸 원시적인 추상 개념인 것을 생각해보면 수학에서의 추상화의 방법

은 역시 가장 원초적(原初的)이었던 것이다. 이 방법을 분석해 보면 복잡성을

지닌 수학적 사고 대상의 상호 관련 속에서 제일 먼저 눈에 뜨이는 수학적 유

사성(類似性)을발견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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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의 추상화에 따르는 표현의 추상화는 어떤 문제의 수학적 처리

에 있어 최강력 무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상화의 예로 “군(群)” 개념 같은

것은, 5차 대수방정식의 대수적 해법 불가능의 증명에서 Galoi가 발견한 것이

었지만, 수학적 구조(數學的構造)의 근본적인 것의 하나로서 수학의 각 분야

에 침입하여 방법론으로서 필수불가결의 것이 되었다. 더구나 완전하게 고도

로 추상화(抽象化)된 사유(思惟)에서는 보다 일반화된 더욱 수많은 개별적 특

수적인경우를포함시키는결론을얻을수있다. 따라서현대수학의최종적대

상이 “집합(集合)”임은이일반화의적극적표시이며, 실제로현대수학의대부

분의 성과는 거기에 어떤 제한을 줌으로써 고전적인 결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적인 추상성(抽象性)에 따르는 순결화(純潔化)에 의하여 수학

의 내용에서 불필요한 잡물(雜物)이 제거되고, 본질적인 것만이 남게 되는 결

과, 서로 다른 수많은 개념이 고통성에 의해 한 개의 개념으로 정리되고 따라

서 서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던 상이(相異)한 부문 사이의 계통이 분명해져,

수학에서의통일적인경향이나타나는것이다.

또 이같은 경향은 수학의 내용이 실재적인 의미를 조금도 가지지 않는다는

무내용성(無內容性)을밝혀준다. 이것은 Hilbert가 Euclid 기하학의기초를확

립할 때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点, 直線, 平面이라고 하는 대신 컵, 의자, 테

이블이라고 하여도 상관없다”는 것, 즉 수학의 대상을 그들 사이의 관계를 중

심으로고증한다는것으로써충분히이해가간다. 따라서이같은방법은결과

적으로, “과거의 수학이 일가이론(一價理論)인 데 비하여 현대수학은 다가이

론(多價理論)”(N. Bourbaki)이란말을듣게하였다.

이리하여 수학이 무내용성을 가지고, 처음에 가정(假定)된 공리계(公理系)

에서논리적으로연역(演繹)되는체계로만되면, 당연히그것은형식적인체계

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형식주의 철학자들은 “수학은 형식적 체계의 과학

이다”(B. Curry)라는 말을 수학의 가장 현대적인 정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이와 같은 현대수학의 특성과 현대의 수학적 상황에 비추어 수학교육 —

특히 학문으로서의 수학 연구가 아니고, 일반교양으로서 요구될 경우의 —

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는 그다지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

고피상적(皮相的)인관찰이나전통적인방법에의한논증따위로무슨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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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 뒤로는 현대의 수학교육에 관

한근본적인문제를생각해볼까한다.

이제 다시 수학이 교육면에서 가진 존재 의의(存在意義)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일소 당할 가치가 있다. 학계, 교육계에도 수많은

인사들이수학을논의의대상으로삼고있으나, 필자자신그들의의견에대하

여 일괄적으로 찬의를 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들 논의의 대부분은, 수학

교육에 있어서의 지엽적(枝葉的)인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면, “외국에 비추어

. . .” 운운식의, 현실을 무시한 논의였거나 혹은, 개념적이고가공적인 무용지

설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교육의 기본이 될 중,고교의 “교과과정”

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학적 교양을 갖춘 분들이 작성한 것인지는 몰라

도, 그것이어느이웃나라의, 그것도몇년전에시행되던것에너무나닮은것

을 보고 얼굴을 붉히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도대

체 오랜 수학적 전통을 지닌 외국의 질서 있는 교육 방법을 짧은 역사밖에 없

고 더구나 전통 없는 학제를 지닌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식(移植)한다는 것부

터가큰과오의첫발자국이다. 거기에교수자의수준이라는것은, 평균적으로

말이아니라는것은널리알려진일이다.

중,고교의교육실태는그대로입시교육의영수학관비슷이되어가고, 수학

교사는 그 학문의 개념, 사상을 논의하기 전에 입시 문제에 출제될 듯한 내용

의 모래알 씹 듯 한 반복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떤 종류의 정신

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 참된 수학의 본연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교수한다는 이

념에합치되고있는것인지사실의심하지않을수없다.

소위 생활교육이라는 것도 그렇다. 모든 교육이 실생활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 상태의 유지를 위한 교

육이어서는향상을기대할수없는것이다. 실제로이새로운교육방법에서느

끼는 것은, 수학에 있어서의 엄밀한 논리성의 결여(缺如)와 교과서가 산만한

지식의 무질서, 무체계한 집대성(集大成)처럼 보이는 점이다. 논리성의 결여

가 생활교육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더구나 어떤 향상을 기대할 것이 못 된다

는것은, 최근미국에서의과학교육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에서역력히드러

난사실이다.

때로 유능한 교사가 있어 이런 교과 내용을 가지고 우수한 교육을 실시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과과정에 따르게 되면 어떤 특수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 면에 주력되고, 수학이 지닌 학문적 미감이나 문화적 가치



12 제1부학부(1955-1959) 대학원(1959-1961) 시절

는등한시된채, 학생들에게기계적인계산법과실생활에별반소용이되지않

는 실용 문제 등을 시종일관 가르쳐야 되니, 그들이 졸업한 뒤 명확히 이 학문

에대하여혐오감을가지는것은당연한일일것이다.

원래 수학이란, 역사적으로 보아 초기에는 인간의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태

어나, 그것의 기호적(記號的)인 취급으로써 논리적, 형식적 발전을 이룸과 동

시에, 한편 그것의 이용에 의하여 다시 경험 속에 되살려 왔던 것이다. 그런

데 과거의 수학 교육에 이어서도 이론면, 형식면이 중요시되는 나머지 실용성

과 경험적 성격이 경시되었기 때문에, 그 반발로서 소위 생활교육이라는 신교

육 운동이 일어나, 생활면에 기준을 둔 경험적, 실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상의 대의명분에 비추어 현실적인 교육의 실태는, 요약

해서무미건조하고시야가좁은계산기술의수련에시종하거나, 이학문의어

떤 분야가 가지는 경험적인 성격에 대하여 무반성한 취급을 하고 있고, 또 시

대착오적인 절대 진리 탐구(絶對 眞理 探究) 식의 수학 사상을 길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수학사적 관점(數學史的 觀點)에 서서 각 시대의 수학의 문화적 사

회적 역할에 대하여 약간의 암시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그릇된 교육을

받은 결과 상당한 교육을 받은 인사들도 수학에 대하여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하면, 중,고교에서 배운 직관적 구체적인 수

학에비하여현대수학이추상성을가지고, 또공리주의(公理主義)구조를가진

하나의가언적연역체계(假言的演繹體系)라는것을보고놀라게되는것이다.

최근 미국에 있어서 과학 발전의 낙후성(落後性)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교

육에 대한 재검토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대

학을중심으로연구토의한결과각각수학교육에현대적인방법을도입할것

을 제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우선 집합 개념(集合槪念)을 주고,

거기에서 보다 특수한 집합을 이끌어내게 하여 과거의 고전수학을 교수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배우는 사람 자신에

게있어서도, 보다자연스러운것이보다더합리적인것이다.

그런데 선진 제국을 따라 국민교육의 각 단계에 원자력 교육을 실시하려

고 서두는 우리나라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수학교육에 대하여 어떤 뚜렷한

반성이 없는 것은 무슨 탓일까? 이런 무반성과 무성의는 먼 훗날에 크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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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일이라는것을우리세대는잊어서는안될것이다. 교과과정의재검토라

든가 학제의 개편, 교수방식에 있어서의 반성할 점 등 얼마든지 생각해볼만한

문제가있다. 그러나그보다도현난국을손쉽게타개하는길은그렇게요원한

것은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수자 자신들이,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수학적

지식의 본질에 관한 투철한 이해를 가지고 현대에 있어서의 수학의 동향과 그

특성에대한안목을길러서전체적시야를잃지않기만한다면수학교육의실

태를개선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다. 가장중요한것은바로이것이다. 그

리고 이렇게만 한다면 무슨 새로운 방식에 의하지 않더라도 현실에 적응하면

서뒤떨어지지않는우수한교육이시행될것이라고믿어진다. 이런교육방식

이정상적(正常的)으로운영되기만한다면, 지금보다더많은학생들이기초과

학의 연구에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과학의낙후성을모면하게될것이라는것을믿어의심하지않는다.

[“경희”제9집 (1959. 12. 24) 17–23, 서울중.고등학교]

해 설

대학원학생때서울고등학교의교사생활을하였는데, 정식신분은사친회

발령 전임강사였다. 중고교의 수학 교육의 내용이 현대의 수학사상의 흐름과

너무나동떨어진것을밝힌것이이글이다.

이 글은 뒤에 문교부가 간행하던 “과학과 수학교육” 17호(1971. 12), pp.6-

7에도 게재되었다. 이 잡지에 몇 편의 글이 실린 일이 있으나, 기록에 남아 있

지 않다. 이 글의 목표는 수학을 만고불변의 지식으로 여기는 이들에 대한 경

고이며, 학교수학이외의수학이있다는것을알리고자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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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강연과 해설 논문 (1976-2000)

이 부분에서는 수 많은 일반 강연과 해설 논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기로한다:

“수학의과거현재미래” (서울대개교 30주년기념강연)

“새로운시대의위상수학”, 과학세대, 제1권 (1977), 285-293.

“수학과논리학” (김준섭박사고희기념) 197-207.

클라인의 “수학에있어서의확실성의상실”

(대우재단소식, 제8호, 1984년봄, 명저순례), 34-38.

“수학의확실성의문제”고대신보 (1986)

“현대수학의제문제”, 민음사 (1991), 47-93.

“Ninety Years of the Brouwer Fixed Point Theorem”

“해석적부동점이론의최근의통일화”

“일반화볼록공간에서의평형문제들”

“20세기수학에서의지적도전” (학술원세미나발표)

학술회의 발표, 연구 발표, 또는 학술적인 초청 강연 몇 백 개의 기록은 본인의 홈

페이지에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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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과거 현재 미래

—모형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서 언

널리 대중을 향하여 수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에 비유

될 만큼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이같이 제한된 작은 시간 안에 수

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살펴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강연의전체적주제에충실을기하려면당연히수학이인류의복지에얼

마나 기여해 왔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직설적으로 밝혀야

하겠지만, 이에대하여는제한된시간을감안하지않더라도, 이미통속해설가

를통하여또는매스콤을통하여널리알려져있는만큼새로이부언할생각은

없다.

따라서여기에서는과거와현재의수학을살펴보고, 그본질은어떻게변해

왔으며, 또 그 방법론에 대한 현대적인 해설을 통하여, 수학이 어떻게 현실문

제에 적용되어 인류의 복지에 공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상적으로 검토하

고자한다.

실제로, 현대수학의 가장 강력한 방법론으로는 공리주의가 채택되고 있으

며, 또 수학을 여러 가지 학문 분야—특히 사회과학, 생명과학, 경영과학 등에

적용하는데있어서는모형이론이중요한무기로되어있다.

이들이론의결과로현대수학의성격은보다분명해졌고, 따라서이에대한

이해가미래의수학적상황을예견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다.

차 례

1. 서언

2. 과거의수학

3. 모형이론

4. 공리론적방법

5. 현대수학의특징

해 설

이글이실린 “자연대교양강좌제1집”의내력에대하여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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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는 1972년부터 “문리대 교양강좌”라는

씨리즈를간행하기시작하여 1975년까지제4집을간행하였다. 그기간에본인

은미국에유학중이었으므로이런사실을전혀몰랐다.

1975년에귀국한후, 이듬해인 1976년에서울대학교개교 30주년기념행사

의 일환으로 자연과학대학에서는 “기념 자연과학 학술 강연회”를 열기로 하였

다. 다른 분야에서는 원로교수들이 강연을 하기로 하였는데, 수학과에서는 강

연을할만한원로가없다고하여본인에게그책무가돌아왔다.

그 내용은 학부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당시의 미국 대학 수학과의 응용수학 과목으로도 흔치 않은 “모형 이론” 과

목의 내용을 미래의 수학으로 택하였다. (뒤에 비슷한 내용이 강신택 교수의

저서 “사회과학 방법론”에 나타나 있음을 알았다.) 거기에 전통적인 공리론적

방법과현대수학의특징을덧붙였다.

이 강연의 내용이 “자연과학대학 교양강좌 제1집”에 실렸는데, 표지가 자

연과학대학의 색깔로 서울대학교에서 정한 황토색으로 바뀌고, 구 문리대 교

양강좌의체재를답습한것이었다.

이 제1집은 이태규(화학), 권영대(물리학), 이민재(생물학), 안수한(공대),

박세희(수학), Hill (SNU-AID 조정관)의 강연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분들은

역사에남는대교수들이지만, 본인만은간신히부교수에불과했다.

1977년에조완규학장의강권에따라학장보(교무담당)가된뒤에야 “문리

대 교양강좌”가 당시의 고병익 학장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고, 1-4집

네 권을 구할 수 있어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다. 그 내용이 아직도 훌륭한 읽을

거리로옛문리대스승들의글이남아있다는것은자못감회가새롭다.

농담 한 마디. 교무담당 학장보 발령 기사를 대학신문에서는 ‘교수담당’

이라 오기하여 주위의 까십거리가 되었는데, 임기 2년 후 해임기사를 낼 때,

대학신문 자문교수였던 본인은 담당기자에게 명하여 “학장보(교수담당)를 면

함”이라고 내게 하였다. 당시에는 두 명의 학장보가 있었는데, 다른 이는 ‘학

생담당’이었다.

그 뒤에 느낀 일 몇 가지. ‘자연대 뉴스레터’와 ‘자연대 논문집’ 등 자연대

초기의간행물에대한기억은그뒤의교수세대에게는전혀남아있지않다.

이글의내용에실망한독자는근삼십년후의 “현대과학의제문제” (민음

사, 1991)에들어있는글로써좀더심화된지식을얻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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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위상수학

– 그 과거, 기본문제와 현재

서 론

20세기 수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수학적 대상의 위상화와 그에

따르는 위상수학적 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에 있다. 한가한 수학사가는 모든 연

원을 그리스로부터 구하는 관례가 있으나, 위상수학에서는 몇 가지 단편적인

결과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체계는 20세기의 것이며, 더구나 공리론적 방법에

따라통일적인체계를세우려는노력은 1950년전후부터의일이며, 그뒤의발

전상과 장래에 대한 전망은 필자의 시야 안에서는 가능한 일도 아니고, 또 이

같은소론으로다루기에는너무나부적당한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확실한것은역사의무대에나타났다가한세대를풍미

하고 유행처럼 사라져가서 역사가의 뇌리에만 남아 있는 기하학이나 해석학의

몇분야와는달리, 위상수학은다른분야에많은방법론을제공하고있다는점

에서 유독 20세기의 수학일 수 만은 아니고, 장래의 수학에 대한 발판이며, 또

그 자신 아직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미해결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

서, 그 영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는 가령 몇 가지 분야가 자기 고

유의 방법론의 고수로 다른 분야와의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극히 적어 고립화

하는것과는좋은대조가된다.

이 소론에서는 학부 수준의 위상수학—일반위상수학 및 대수적 위상수학

의 초보—를 가정하고, 먼저 위상수학에 대한 역사적 회고와 그 기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절은 19세기까지의 위상수학에 대한 회

고이며, 3절에서는 위상수학에서의 기본문제가 무엇인가를 다루고, 4절에서는

20세기에서의중요한업적을살펴보게될것이다.

교과서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개개의 문제는 다루지 않

으며, 학부수준을넘는현대적인여러분야에대한해설은따로고(稿)를달리

하여다루기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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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I. 서론

II. 19세기까지의위상수학

III. 위상수학의기본문제

IV. 20세기의위상수학

해 설

이글의내용에관해서도

“현대과학의제문제” (민음사, 1991)

로좀더심화된지식을얻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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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논리학

요 지

먼저 수학의 대표적인 방법론인 공리론을 알아보고, 이것을 형식화하는 방

법에 대하여 논한 뒤에, 수학에서의 대표적인 증명 패턴을 소개한다. 이 과정

을통하여고전논리의형식화가수학에서어떻게쓰이고있는가를알아본다.

그 뒤에 수학의 본질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을 해설하고, 현대의 수리논리

학이 수학의 기초적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크게 발전하여 온 것임을 이해한

다.

차 례

I. 서론

II. 수학에있어서의공리론

III. 수학에있어서의증명

IV. 수학의본질에관한견해

해 설

이글은수학의문외한을위한교과서적인해설논문으로독자가읽을수있

을정도의평이한글을써달라는편집자의요청에부응한글이다.

출판기념회모임에서김교수가집필자전원을한사람씩소개하는가운데,

“수리논리학과 과학철학 강의를 들은 옛 제자로서 지금은 수학계의 중견 학

자”라고 저자를 소개하자, 뒤에서 작은 소리로 “수학회 회장을 보고 중견이라

니” 하는쫑알거림이들려왔다. 그러나필자는옛스승의고희모임에초청된

것을지금도기쁘게생각한다.

이런 인연으로 뒤에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운영위원이 되었는데, 그

연유는 다음과 같다. 근 100개 학과가 연구소를 만드는 데 몇 백개의 신청이

들어오자, “한 학과가 여러 개의 연구소를 만들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방침과, 운영위원에 외국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낸 사람이

있어야한다는것때문에저자가뽑힌것이다. 저자는운영진에게 “참여안하

는위원이최고”라는농담을던지고그밖의본래적인일에만매달려지냈다.



20

클라인의 “수학에 있어서의 확실성의 상실”

(Morris Kline, Mathematics — The Loss of Certaint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0, 366pp.)

0

독자들은이책의부제를보고아연해할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자체가지

식사회의 통념에 어그러지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명한 수학사가인 뉴욕대학

교 쿠란트수리과학연구소의 명예교수인 모리스 클라인 박사가 1980년에 옥스

퍼드대학교출판부에서출간한것이다.

지금까지의 일반독자를 상대로 한 수학의 역사와 철학을 다룬 책이나 계몽

적인해설서들은모두수학에관한찬사로채워진것들이고, 그결과로수학은

항상 성공적인 역정만을 거쳐왔다는 인상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다. 극히 소수

의 전문가들만이 이 거대한 학문체계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 클라인은 이같은 전문가들만이 알고 있던 내용도 과감하게 일반대중

에게공개한것인데, 그부제부터가약간선동적이고그내용도약간의편견과

자기 신념에의 고집이 섞여 있다. 이 저서에 대한 미국의 한 서평도 신랄한 것

으로미루어, 이책은문제작으로논난이될소지가있다.

그러나노대가클라인의말에도귀담아들을만한얘기가있으며, 수학의장

래의 역사에 대한 그의 우려는 백분 옳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잘 소화해서

듣는다면건전한시사로바뀔수도있다. 여하간, 이책은주로 20세기전반의

수학의 기초에 관한 위대한 수학자들의 노력을 다루고 있으며, 그것이 만족할

만한상태로해결되어있지못하다는것이그주장이다.

1

수학은 흔히 거대한 전당 또는 나무에 비유된다. 이 경우에, 수학기초론은

건설의기초또는나무의뿌리에해당되는것으로서, 문자그대로수학의기초

에관한클라인의이야기를들어보기로하자.

참된 수학이 무엇인가, 새로운 수학을 창조하려 할 때 어떤 기초를 채택하

여야 하는가를 결정하려는 시도는 계속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다만 응용가

능성만이 수학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데, 순수수학자들은 응용을 포기함으로써

수학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수학의 본질은 과연 무엇

인가하는것을재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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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선 어떻게 해서 수학이 이같은 곤경에 놓이게 되었으며, 근본적

인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살펴보기로 하자. 수학을 최초에 만들어 쓴 이집트인

과 바빌로니아인들은 심오한 기초를 다지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대지는 안전

한 기초로 보였고, 수학을 세우는 데 사용한 재료인 수나 도형에 관한 사실들

은 단순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에서 나왔다. 수학의 이같은 기원은 기하

학(geometry)이 “땅을잰다”는뜻에서나온것과부합된다.

그러나 대지 위에 세운 수학이라는 건물은 세우자마자 흔들리기 시작했고

더 높이려 했다가는 위험한 사태가 생길 것이 분명해졌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위험을 간파하고 재건축을 시도했는데, 이 때에 그들이 기초로 잡은 첫째

수단은 공간과 자연수에 관한 자명한 진리를 공리로 택한 것이고, 둘째 수단

은연역적증명을철근처럼건물속에집어넣은것이었다. 그리스시대의주된

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이었는데, 처음에는 안정된 것이라 생각되었으나, 거

기에 한 허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은 무리수의 발견으로서, 그리스인들이

인정하고 있던 자연수들의 비(比)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

다. 그들은 무리수를 추방함으로써, 길이-면적-체적 등의 개념을 확립할 수 없

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자연수의 범위와 기하학에 종합될 수 있는 것 이외의

산수나 대수를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아르키메데스와 같은

알렉산드리아 시대의 그리스 수학자들이 무리수를 써서 계산한 것은 사실이지

만, 이것들은수학의논리적구조안에편입되지는못했다.

인도인들과 아랍인들은 안정성에 대한 고려없이 수학의 구조에 몇 층을 더

쌓아올렸다. 기원후 600년 경에 인도인들은 0과 음수를 도입했고, 인도인과

아랍인들은무리수를도입하고그연산규칙까지발견했다. 그리스, 인도, 아랍

의 수학을 물려 받은 르네쌍스 시대의 유럽인들은 처음에 이같은 이잘적 요소

를 수용하는 데 주저했으나, 과학으로부터의 요구가 강해지자, 논리적 취약성

에도불구하고이를사용하지않을수없었다.

이리하여 수에 관한 수학은 층 위에 또 층을 쌓아올라가서 복소수, 대수학,

미적분학, 미분방정식, 미분기하학과 그밖에도 많은 분과가 생겨났다. 이것은

마치 철근을 사용하는 대신에 직관과 물리적 논법으로 구성된 나무기둥과 들

보를 사용한 셈이다. 나무로 된 기둥과 들보는 무게를 이기지 못해, 1800년 경

까지는대수리를해야할형편이되었다.

상부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인들이 세운 기초인 공리들이

가라앉기시작하여비유클리드기하학의탄생을보게된다. 수학자들은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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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를다룬다는생각을버리게된것이다. 또사원수의발견은수학자들로하

여금 수의 성질조차도 기하학과 만찬가지로 실세계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않음을깨닫게하였다. 그리하여당시의수학의전체계인기하학, 산수와

그것의 확장인 대수학과 해석학은 논리적 엄밀성이라는 점에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건전한 수학의 기초로서 명확히 표현된 정의, 완벽한 공리계, 그

리고 직관적으로는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사실이라도 그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실세계에 대비되는 수학의 진리성 대신

에 논리적 무모순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19세기에 있어서 수학의 엄밀화 운동

이나 19세기 말의 공리주의 운동을 통하여 적어도 겉보기로는 견고해진 대신

에현실에서의근거는버려야했다.

그러나그무모순성은보증되지를못했고, 집합론에서역리가발견되자, 몇

세기에 걸쳐 세워온 논리적 기초가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수학은 마땅히 재조

직되어야만했으며, 재건된수학의기초가되는논리적및수학적공리들은강

화되어야만 했다. 여기에서 극적인 의견대립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과연 무엇

이 수학의 본질이냐 하는 데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나타났는데, 그 양상은 논

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 및집합론자등으로갈라졌으며, 이들각학파안

에서다소엇갈리는견해가나타났다.

브라우워(Brouwer)로대표되는직관주의자들가운데서도무엇을근본적이

고 확실한 직관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며, 정수만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무리수까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며, 배중률을 유한집합에만

적용할 것인지 가부번집합에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며, 구성적 방법

의개념에따라서도달랐다.

럿셀(Russell)로대표되는논리주의자들은오로지논리에만의존했지만, 환

원공리, 선출공리, 무한공리 등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논

리가 진리라는 것조차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집합론자들은 수학의 전 체계

를 집합론 위에 세우려 하는 데 선출공리 또는 연속체가설을 받아들이느냐 아

니냐에따라여러가지수학을만들어내게된다.

힐버트(Hilbert)로 대표되는 형식주의자도 여러 가지 길을 갈 수 있다. 무

모순성을 확립하려는 힐버트의 초수학의 원리에 관하여도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힐버트가 주장한 유한의 원리는 괴델(Gödel)이 일계술어논리의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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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증명함으로써 불충분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힐버트의 형식적 수학체

계의 무모순성을 확립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져, 비유한적인 방법이 사용되어

오고있다.

더 나아가, 힐버트가 설정한 제한 안에서, 괴델은 임의의 중요한 형식체계

도 비결정적 명제, 즉 공리들과 독립인 명제를 가짐을 증명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제 또는 그 부정을 새로운 또 하나의 공리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한 뒤에도, 괴델의 결과에 따르면 이 확장된 체계는 역시 비결정적 명

제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끝없이계속된다.

논리주의자, 형식주의자, 집합론자들은 모두 공리적인 기초에 의존하고 있

다. 20세기 초 몇 십 년 동안은 이런 유형의 기초가 성공한 듯이 보였으나, 괴

델의 정리는 어떠한 공리체계도 어느 한 구조에 속하는 모든 사실을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뢰벤하임(Löwenheim)과 스콜렘(Skolem)의 정리

는각공리체계가의도된것보다더많은것을포함한다는사실을보였다.

어떤 기초가 최선의 것이냐에 관한 상반된 견해와 모든 불확실성을 극복하

더라도, 무모순성의 증명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어떤 철학을 택하더라도

모순에도달할위험성이항시있다는것이다.

이와 같이 클라인이 수학의 기초에 관한 역사적 회고를 끝낸 뒤에, 괴델의

정리를수학의확실성에관한조종(弔鍾)처럼묘사하고수학이나아갈길에관

하여 논하는 중에서, 순수수학을 매도하고 응용수학만이 고귀한 것이며, 새로

운결과를이끌어내는데수학자들이힘써야할것은수학의창조와개발의전

통적이고 아직 가장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인, 과학에 대한 수학의 가치를 기

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클라인은 위와 같은 수 많은 비확실성

에도불구하고수학이놀랄만하게효과적으로유용하다는것을강조하고있고,

수학을창조해낸인간의정신에대한감동적인찬사로 354 페이지의내용을끝

내고있다.

2

위와같은내용에대하여, 필자는수학기초론의실상을대중에게잘해설했

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가 독단적인 견해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

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클라인과 같은 노대가(老大家, 190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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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작(勞作)(집필 당시 72세)에 대하여 말꼬리를 잡는 것같은 논의는 피하

겠거니와, 이 책의 부제조차도 “상실”이라 할 것이 아니라 “추구”라 했더라면

좋았을것이라생각되며, 그밖의여러가지점에서도의견을달리한다.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자의 비평 대신 펜실베니어 주립대학교 아윱

(Raymond G. Ayoub) 교수의 서평(미국수학회보 1982, pp.715 717)을 살펴보

기로하자.

“이책에서저자는그가즐겨하는주제몇가지를부연하였으나, 그에덧붙

여, 새로운 독단론을 주창하고 있다. 즉, 1900년 이래, 수학은 계속적인 위기

와 재난을 겪어오면서, 이제는 수학 자신의 뿌리와 진리성에 회복불가능한 손

상을가져올정도로기초가뒤흔들려혼란한상태에까지도달하였다는것이다.

. . . 이책의대부분은수학의역사적발전에대하여흥미있는 (항상정확하지

는아니하지만)설명을포함하고있다. 따라서그거멋대로고집스럽고열병처

럼과장법을쓴것은불행한일이다.”

서평자는 계속하여 클라인의 논점들을 열거한 뒤에 “클라인이 수학에서의

진리에 관한 자신의 개념을 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어떠한해석으로그가결론의일부에도달했는지상상하기어렵다”고했다.

서평자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의 시작은, 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

이 클라인의 말대로 “괴멸(debacle)”이어야 하는가이다. “그것은 반대로 위대

한 승리가 아닌가? 사원수에 관하여, 어떤 의미에서 비가환제법환의 발견이

재난(calamity)이어야 하는가? 이같은 발견들이 재난이라면 음수와 복소수의

발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점에서 저자는 사태를 보는 안목에 관한

한비난을면할수없겠다.

그리스 시대에는 수학적 형식주의가 최고위의 것으로 간주된 데에 비하면

17, 18 세기에 있어서의 해석학(미적분학과 그것의 여러 세분화 또는 확장)의

엄밀성의 결여에 대한 클라인의 논평에 대하여도 반박하고 있다. 필자가 아는

바로는 17세기의해석학에힘입은과학적발견은인류정신사의영웅적세기로

기억되고있다. 서평자는클라인의견해에대하여두가지논평을하고있다.

“(a) 탈레스와유클리드사이에는 3 세기의격차가있다. 만족할만한공리

체계를 형성하는 데 그토록 오래 걸린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뉴튼도 유율

법(뉴튼의미적분학)의결함을완전히알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그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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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성숙하는데는시간이필요했다.

(b) 미적분학의 발견은 새롭고 경이로운 세계에의 문을 열어준 것으로서,

너무나흥분된나머지엄밀성을위하여쉬고있을틈이없었다. 발견과응용이

고속도로 나타났다. 베르누이(Bernoulli)와 오일러(Euler)의 경우처럼, 발견이

거의매주마다나타나서, 그들이엄밀성에보다관심을가질수없었다는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이 초기에 엄밀성을 등한히 한 것을 비난

할수는없다는것이다.

클라인이 유용한 수학만이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는 중에서 가우

스(Gauss)의 경우를 예시한 것도 온당하지 않다. 클라인은 유용한 수학이

좋은(good) 수학이라 말하고 있으나, 서평자는 수학의 그 넓은 영역에서 좋고

나쁜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

별할수있는가묻고있다.

수학의포착하기어려운본질에관하여도, 서평자는다른과학과달리구체

적인 연구 대상이 없는 수학이 계속하여 성공적으로 번영해온 점을 강조하면

서, 유용한수학에관한클라인의견해를맹공격하고있다. 서평의말미에서

”끝으로, 클라인교수는그의독자들에게정직하지못하다. 그는박식한사

람이며, 추상적으로 창조된 많은 수학적 아이디어들이 실세계에 중요한 응용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완전히 알고 있다. 그는, 수학의 가장 광적인 반대자

들조차도인정하는위와같은사실을무시하는쪽을택했다. 그는이렇게해서

지지 받기 어려운 독단론을 지지하려 한다.” 그런 뒤에 서평자는 루이 14세의

악시(惡詩)를 조롱한 궁정 재롱꾼의 이야기를 적고, 그것이 이 책에 그대로 적

용된다고하였다.

3

필자는 저자와 서평자의 신랄성에 동참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이 두 사람

의생각중옳은것은받아들이고, 틀린것은거부할것이며, 충고에는귀를기

울일생각이다. 그러나저자가편협한수학관을가지고있다는것은반드시지

적하고싶다.

클라인이 수학이 자연의 설계를 묘사하는 데 시종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견해는 구시대적이다. 해석학적 기계론적인 우주관 대신에, 클라인은 약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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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확률론적 우주관이 강조되어야 한다. 수학기초론에 관

한 수 많은 갈등 속에서 논리의 정체가 밝혀지고, 수리논리학이 체계화되었으

며, 그것이 인조언어의 개발에 직결되어 대량의 정보처리시대를 낳게 한 원인

이 되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자연을 해석하는 물리과학 뿐 아니라, 생명과

학, 여러 사회과학, 여러 행동과학에 적용되는 수학에도 시야를 돌려야 한다.

오늘날의 모든 과학기술이 불확실한 수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이다.

수학의 기초가 원하던 방향으로 완성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우

리 인류의 사유 능력의 한계를 제시해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수학에 있어서의 확실성의 상실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17,

18세기의해석학의경우와도같은시대적상황이다.

이 책의 교훈은 여러 가지 있다. 읽는 사람은 역사에 정통했을 때 그같은

교훈을찾을수있을것이며한편으로는저자의독단을쉽게배제할수도있을

것이다. 이책의내용에대한깊은이해와건전한비판정신이없이는서평자의

우려가적중할수도있는것이다.

끝으로수학기초론에관한우리학계의이해는필자의 “수학기초론연구를

위한 서설” (상) 문리대 학보 6권 2호(1958) pp.109 116, (하) 7권1호(1958)

pp.58 67 이후에별로나아진것이없다. 개인적회고의감이있어독자들에게

죄송하지만 30년전에수학을공부하기시작했을때, 수학사상의심오함에매

료되어이이론의연구를뜻했었다. 그뒤클라인이좋아하지않는순수수학의

길로 들어서 이 이론에서 멀어졌지만, 클라인의 책을 읽는 동안 “나의 청춘의

꿈”이었던수학기초론에관한이야기를읽으면서많은감회가있었다. 아무쪼

록 이 책을 건전하게 읽은 독자들이 많이 나와서, 인류 정신사의 최대의 난제

를이해하고도전하는사람이우리학계에서도배출되기를기대한다.

[대우재단소식: 제8호, 1984년봄, 명저순례, pp.3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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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확실성의 문제

— 실재와의 상황일치를 위한 수학적 처리의 엄밀성

1

수학은 지난 몇 천 년 동안 우리가 건설하여온 가장위대한 문화 중의 하나

이다. 수학은 그 자체의 학문적 가치 외에도,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기술

하는도구로서중요할뿐아니라다른많은학문들에크게응용되고있다.

수학의 이 같은 중요성은 멀리 고대에서부터 학교 교육의 필수적인 교과목

으로채택되어져온이유가되기도한다. 그러나실제로학교교육에서다루어

지고 있는 수학의 내용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연유로 해서 수학의 실상(實像)

을제대로파악하고있는사람은드물다.

수학이무엇이냐하는것은어려운문제이며, 수학적대상의의미와수학적

인식의 본질은 쉽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학에 대하여 제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마치

개개인이각자의철학을가지고있는것에비유될것이다.

이 작은 글에서는 상식적인 선에서 오늘날의 수학의 한 성격을 살펴봄으로

써그릇된수학관을조금바로잡을수있었으면하는것이그목표이다.

2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한 시대마다의 수학의 내용이 다름으로 해서 그 시대

의수학관(數學觀)이다를수밖에없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런데오늘날의

수학의내용은너무나넓게깊게전개되어있어, 옛날의수학의일부분에대한

이해만을가진사람이그성격을논할수는없게되어있다.

가령 수학이 약속에 불과하다든가, 경험적인 것이라든가, 선험적인 것이라

든가 하는 고래(古來)의 여러 학설들은 이제는 모두 적절하지 못하다. 대다수

의교양인들도수학적진리는필연적진리라고생각했던 18세기백과전서파의

범주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수학은 그 내용이 불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수학의 여러 가

지 원리나 그 목표, 개념의 의미도 고대 그리스 이래 지금까지 진화되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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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 새로운 종류의 대수와 기하가 나타났다고 해서 예전의 산술이나

기하가 확실성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수학이 엄밀하고 정확하

다고하여그런것이적용되지않는문제에수학용어를쓰기만하면엄밀성과

정확성이생긴다고믿는것도또한잘못이다.

수학은 인간의 사고활동으로서 실재를 다루는 경우에 두 가지 활동으로 나

타난다. 그 하나는 직관(直觀), 귀납(歸納), 유비(類比) 등이며, 이들을 써서

어떤 가설(假說)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연역(演繹)에 의

한 형식화로서, 이 과정에서 위의 가설은 엄밀한 논증(論證)을 거치게 된다.

이두과정은본질적으로수학적결과의발견과증명을이루게된다.

오랜 동안 수학적 대상은 감각의 경험에 의한 대상의 이상화(理想化)로 간

주되었으며, 이들 대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논리를 따르는 것으로 생각되

어 있었다. 19세기 이후 보다 추상화된 개념이 나타나고, 1900년 전후의 역

리(逆理)의 발견은, 수학적 개념과 감각 경험에서 얻어진 개념 사이의 대응에

회의를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대상의 유형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가,

또한이들대상에적용되는논리(推論規則)를어느정도제한하는가에따라수

학의내용이달라질수있게되었다.

이런사실이고전수학에대한유일한확실성을믿고있는이들에게는큰충

격일것이다. 이제이런일이일어나게된역사적배경을간단히살펴보자.

3

문화사상수학을최초로이용한에집트, 바빌로니아, 중국에서는, 수학이란

일상적인 경험에서 얻어진 수와 도형의 지식이었다. 이들 지식은 확실한 증명

을갖춘것은아니었다.

이 같은 단편적인 지식을 체계화한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었는데, 그들은

개개의 사실에 증명을 부여함으로써 확실성이 있는 수학을 세우려 하였다. 그

들은 당시의 형식논리(고전논리)를 써서 자명한 진리라 생각하는 공리(公理)

로부터연역적체계를세웠다.

그리스의 수학에 충격을 준 것은 무리수(無理數)의 발견이었는데, 이것은

기존의논리체계안에수용되지못하였다. 그뒤인도, 아랍, 르네쌍스시대의

유럽에서는 무리수를 확실한 기초도 없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과학에서의 요

구때문이었다. 참된무리수의이론이 19세기말에야얻어졌다는것은가히놀

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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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의 대수학의 발전으로 16세기에 복소수(複素數)의 계산법이 생겨나

고, 17세기의 미적분학(微積分學)의 발견 이후 미분방정식(微分方程式)과 미

분기하학(微分幾何學)을 비롯한 많은 분야가 생겨났다. 이 같은 분야의 기초

에는많은난제가있었다.

비(非) 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과,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사원

수(四元數)의발견으로, 수학은실세계의구체적인대상을다루는것이상으로

나아갔고, 군(群)과같은추상적인개념마저다루게되었다.

19세기에 수학자들은 수학의 기초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엄밀화하려는 운

동을 일으켰다. 이같은 반성은 새로 발견된 영역의 문제 때문에 가속화되었는

데, 예를들면, 물리학에서의용도가많은무한급수의수렴성같은것이다.

19세기 수학의 또다른 경향은 벡터대수의 예와 같이 물리법칙을 수학적으

로 기술하는 데 있어 전통적 규칙의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현상이

명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규칙을 만족하는 대상을 만들어도 된다는 방식으로

진행된점이다.

19세기 말에 칸토르 Cantor에 의한 집합론(集合論)이 나타나면서 수학의

모든 대상이 집합으로 표현되는 방식의 방법론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집합론

에 역리(逆理)가 나타남으로써 기존의 테두리에 위기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19세기말부터의 공리주의 운동을 통하여, 수학의 기초로서 명확히 표현된 정

의, 완벽한 공리계, 그리고 직관적으로는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사실일지라도

그것을확실히증명하여야한다는정신이팽배해졌다. 다시말하면좀더확실

성이있는수학을세우려는것이다.

4

학문은언어를써서전개되고전달되며, 그표현은논리를따라야한다. 수

학에서의각각의이론의내용은기본이되는공리계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

수학에서의 언어, 논리, 공리에 대한 검토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먼저 언

어가 가진 일상적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형식적인 기호의 체계

를써서수학을전개하려는경향이생겨났다.

20세기 전반에 수학을 바르게 확립하려 시도한 여러 학파 중 러셀 Rus-

sell로 대표되는 논리주의자들은, 이 같은 형식언어를 써서 그 때까지의 수

학의 전 체계를 고전논리로부터 이끌어내려 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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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 중에는 도저히 논리의 내용이라 볼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다. 그 뒤로

이들은주로논리학의연구로나아갔다.

한편 브라우워 Brouwer로 대표되는 직관주의자들은 무엇을 수학적 존재로

보느냐하는것이다른학파들과다르고, 또고전논리의타당성을부인하고있

었다. 그들은 배중률(排中律)의 무제한적인 사용에 반대하고, 또 수학적 존재

를 구성하는 방법을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기존의 수학과 다른 것을 만들어 냈

다.

고전수학의 대부분의 내용을 확실히 하려는 또다른 시도는 힐버트 Hilbert

로대표되는형식주의자들이다. 이들은형식적인언어로고전논리를적용하는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는데, 이때의 공리계의 무모순성(無矛盾性)을 그 이론의

진리성으로 보자는 것이 그 요체이다. 그러나 1931년의 괴델 Gödel의 불완전

성정리(不完全性定理)의 결과로 수학의 어떤 공리계도 그 자신의 무모순성을

그자신속에서증명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것이증명되었다. 그런뜻에서괴

델은인간의불완전성을증명한사람이라는말을듣는다.

이처럼 20세기에 들어와 수학의 기초를 바르게 확립하려는 노력은 언어,

논리, 공리에 대한 검토와 반성에서 나타났다, 그 결과로 논리의 정체가 밝혀

져다른논리의가능성이생겨나고, 또논리학도수학화되었다.

배중률을 쓰는 2가논리의 거부는 다가논리(多價論理)를 낳았고, 또 변호사

들의이야기처럼전연참도아니고전연거짓도아닌발언은얼마간참이고얼

마간거짓이라말할수도있게되었다. 확률론에서도이에대응되는연구가있

다.

언어와 논리에 대한 반성은 인조언어(人造言語)의 개발로 이어져서 대량의

정보처리 시대를 낳게 한 원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써서 수학의 어

떤 문제가 해결 가능인지 아닌지를 다룰 때, 수학적 추론의 타당성을 얻기 위

하여는 일상 언어의 결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호성이 없는 다른 언어로 명

령을내려야한다.

5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현대수학의 여러 이론은 어떤 공리계와 어떤 추

론규칙을 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연을 해석하는 물리과학이나

생물과학, 여러 사회과학이나 행동과학에 적용되는 수학들이 그토록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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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바로 적절한 수학이론을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할수있겠다. 따라서무엇이확실한수학인가는실세계의어떤상황을다루느

냐에따라다를수있다.

실제로 수학의 응용에 대한 요구는 실세계의 상황인 실모형(實模型)을 추

상적인 수학적 모형으로 바꾼 뒤에 수학적 처리를 함으로써 충족된다. 이 때

얻어진 결론이 실세계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이같은 과정에 잘

못이있기때문에적절히위와같은과정을수정하여반복하여나아가면된다.

모형에 알맞은 수학적 모형은 수학적 구조가 될 수 있는 대로 유사한 것을

고르게 된다. 실제로 부르바끼 Bourbaki 일파는 구조의 개념을 써서 헌대의

수학을재조직하여왔다.

먼저 그들은 수학의 가장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집합으로부터 출발

한다. 여기에서집합의원소들사이의관계를주는개념을수학적 “구조”라부

른다. 이 같은 구조를 정의하기 위하여, 이들 원소를 맺어주는 몇 가지 “관계”

를 생각하고, 이 관계가 만족하는 몇 가지 조건을 그 “구조의 공리”라 부른다.

그리하여 원소가 무엇이든 간에 이들 공리 이외의 다른 어떤 가정도 쓰지 않

고, 구조의 공리만으로 여러 가지 결론을 논리적으로 유도해낼 때, 이 구조의

공리적체계를얻게된다. 그들은논리로서는고전논리를쓰고, 기본적인구조

로대수적구조, 순서구조, 위상적구조를잡고있다. 그런뒤에, 일반적인집

합으로부터, 예를들어실수와같이여러특수한구조를가진구체적인구조를

가진 집합으로까지 차례차례 수학을 체계적으로 전개한다. 이같은 방식을 써

서과거의수학의불확실한점들이많이밝혀졌다.

끝으로 현대의 대표적 수학자의 한 사람인 시카고대학의 매클레인 Mac

Lane 교수의수학에관한견해를소개함으로써이글을끝내려한다.

“수학은 세계와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형식적 구조를 차례

로발견해나가는단계들로이루어지며, 이같은구조들의넓은응용성과또세계의심

오한부면을반영하는구조들을특히강조하고있는것이다.

자세히말하면, 수학적발전은적절한형식적구조를찾는데나, 이들구조를연역

적으로 분석하는 데나, 구조들 사이의 형식적 상호 관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 경험과

직관적 통찰을 이용한다. 바꾸어 말하면, 수학은 서로 관련된 구조들을 연구한다. 그

심오함과, 적절한관심으로부터의거리가있음으로해서, 수학적처리는엄밀해야할

뿐아니라개념적인명백성을갖추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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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확실성의문제”, 고대신보, 1016호 (1986. 3. 24), 고려대]

해 설

클라인의 책 “수학에 있어서의 확실성의 상실”을 저자가 “수학의 확실

성”이라 번역하여 출간한 후,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서 또는 많은 학생들 사이

에서 여러 가지 물의가 일어났다. [뒤에 나오는 그 책에 대한 해설과 서평 참

조]. 고대신보에서는 수학의 확실성에 관한 기고 요청을 해 와서 이 책의 내용

이아닌나의신념을기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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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글은오늘날의수학에서어떤일이이루어지고있는지살펴보는것을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현

대수학의 수학사적 조명이 어렵다는 것과 같다. 현대수학은, 종적(수직적)으

로 볼 때 고대수학에서 주로 다루던 수와 도형으로부터 진화되어온 아주 추상

적인 대상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단계들을 추적하기가 어려우며, 또

횡적(수평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은 분야로 분화되어 너무나 넓은 대상들을

다루고 있어 그 내용의 조망이 어렵다. 더구나 최근에는 오랫동안 미해결이던

난제들이 속속 해결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 하나만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의 학습이 필요하고, 그 해결은 대체로 책을 몇 권 읽어야 될 정도의 것들

로서, 그들이무슨내용인가알아본다는것은대단히어려운일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초학자나 비전문가들에게 이러한 파노라마를 보여줄

필요가있음은더말할나위가없다. 다른학문의경우에는해설서나계몽적인

글이 가능한데, 현대수학의 경우 그 현황이 잘 이해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수학그자체의특성때문이기도할것이다. 수학의개념하나, 명제하나

를 이해하는 데도 오랜 기간의 탐구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

은 처음부터 성공을 바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현대수학의 현황을

이해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둔다. 또 이 글에서는 대량의 전문

용어를 충분한 설명 없이 사용하는데, 그들의 의미에 관하여는 참고문헌을 보

기 바라며, 또 미진한 설명에 대하여도 개개의 문헌에 미루는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제1부에서는 먼저 현대수학의 주된 연구 분야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다

음에 현대수학의 한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현대수학의 방법론이 전의

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 뒤에, 필즈메달 수상자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하

여 최근의 뚜렷한 성과를 들어보기로 한다. 여기서 또 하나 밝혀두어야 할 것

은, 이 글이 응용이 아닌 순수수학만을 다룰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서, 응용수

학에관하여는다른기회를가졌으면하는것이필자의소망이다.

제2부에서는 현대수학의 가장 중요한 분야들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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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오늘날, 이런 분야의 대부분에서는 1940년대를

전후하여그기본개념이나연구방법이크게달라지고있어, 전공분야가다른

경우 수학자들끼리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각 분야

에 대하여, 먼저 그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알아본 뒤에 최근의 가장 활발한 연

구내용을살펴보고, 또각분야에서해결된대표적인문제에대하여알아보기

로한다.

차 례

제1부전체적으로본현대수학

1. 머리말

2. 현대수학의주된연구분야

3. 현대수학의한동향

4. 방법론의발전

5. 필즈메달수상성과

제2부각분야의동향과성과

1. 수리논리와수학기초론

2. 대수학—-특히추상군론을중심으로

3. 수론

4. 기하학—-미분다양체를중심으로

5. 위상수학

6. 대수기하학

7. 해석학—-특히함수해석학을중심으로

8. 복소해석학—-특히해석기하학을중심으로

9. Lie군론, 비가환조화해석, 보형형식론

10. 상미분방정식론

11. 편미분방정식론

12. 가환조화해석, 에르고드이론, 포텐샬론

참고문헌

해 설

대학에 입학한 후 우선 수학 전체에 관한 개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

다. 그것이 전혀 가망이 없는 일임은 평생을 걸려 깨달아야 했다. 그래도



현대수학의제문제 35

시지프스처럼항상노력은해야한다고생각했다. 그생각은몇십년후에

“현대과학의제문제” (민음사, 1991)

에있는이글로심화되며, 수학에입문하려는학생을위한수학의소개는

”수학—합리적사고의형식과패턴의과학” (학문의길(공저), 아카넷,

2005

로이어지며, 일반지식인을위하여는

“수학에서는무엇을연구하는가?” 학술원통신 240호 (2013. 7. 1)

로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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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점이론의 연구

부동점이론의 연구는 1912년의 Brouwer의 정리와 1922년의 Banach의 학

위논문에서 비롯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위상수학에서의 부

동점성질을 가진 공간의 연구, 여러 가지 사상도이론, Lefschetz 부동점이론,

Nielsen 부동점이론, Lefschetz 정리를 일반화한 Atiyah와 Singer의 지표이론

을따르는부동점이론의연구등으로이어져왔다.

또, 최근의 KKM 이론의 발전에 따라 얻어진 변분부등식, 최대최소이론,

최량근사, 단조작용소 등 부동점 또는 일치점이론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며,

또한이들을일반화된볼록성과관련시킨연구도진행되고있다.

잘 알려진 Banach의 축소사상원리는 비확대사상의 연구로, Phelps-Eke-

land형 변분원리 또는 Caristi-Kirk형 부동점정리로, 또는 이들보다 일반적인

비선형해석학에서의순서원리의연구로발전되어왔다. 비확대사상의연구가

여러 가지 Banach 공간들의 구조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킨 것도 잘 알려져 있

다.

여하간오늘날의부동점정리들은미분방정식, 위상수학, 경제학, 게임이론,

동력학, 적정제어이론, 볼록해석학, 함수해석학 등과 같이 넓은 범위에 걸쳐

주된이론적도구로되어있다. 더구나부동점을계산해내기위한정확하고유

효한 기법의 개발에 따라 최근의 이론의 응용이 여러 방면으로 증대되고 있어,

부동점 기법은 많은 응용수학자들이 꼭 갖추어야 할 이론적 무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논저(論著)는 지난 20년 동안 필자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 몇 연구자들

의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실제로 이 그룹은 그 동안 80여 편의

국내 논문과 50여 편의 해외논문을발표하였는데, 그 중기왕의성서(成書)에

실려있지않은새로운내용을소개하려는것이주된목표이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부동점이론과 KKM 이론은 주로 비선형해석학과 볼록

해석학에관련된것이며, 이그룹의그밖의연구나부동점이론의다른분야에

관하여는 이 논저의 근거를 이루는 500편 이상의 참고문헌이 길잡이를 해 줄

것이다.

필진(筆陣)으로 축소형 정리는 문권배(상명여대), 순서원리는 강병개(성신

여대), 비확대사상은 배종숙(명지대), Phelps-Ekeland형 또는 Caristi-Kirk형

은 박종안(강원대), 일반화 볼록공간에 관하여는 김훈주(대불공대) 교수가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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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다가사상과 KKM 이론은필자가담당하였다.

이제차례로각장의내용을살펴보기로한다.

제1장 “부동점이론에서의 동치변형원리”에서는 어러 형태의 부동점정리가

서로 동치임을 보이는 한 동치변형원리를 제시하고, 그것이 유용하게 쓰이는

예들을 들었다. 그 중에는 Zorn의 예비장리의 동치변형들과, 완폐집합에서 정

의된 실수값 연속함수의 최대최소정리들이 있으며. 이 책의 몇 곳에서 이같은

원리의또다른예를보게되어있다.

제2장 “축소형 부동점정리”는 1922년의 Banach 축소사상원리의 여러 가

지 확장을 다루고 있다. 이 원리는 완비거리공간에서 정의된 축소사상의 부동

점의 존재, 유일성과 근사값을 얻게 해 주는 구성적 방법을 제시해 주는 정리

이다. 그것이 평이하고 응용면이 넓다는 데서 수많은 확장이 나와 있다. 이같

은확장의분류작업은오직몇사람에의해서만시도되었는데, 이장에서는대

표적인 몇 십 개의 확장과 그들을 분류하여 동류(同類)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을

얻어보려는시도가해설되어있다.

제3장 “비선형해석학에서의 순서원리”는 이 분야에 나타나는 몇 가지 순

서원리들을 서로 비교하고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을 찾아서 응용에 편리한

꼴을 제시하려 하였다. 1961년에 Bishop- Phelps는 Banach공간에서 볼록폐

집합의 지지점들이 그 경계에서 조밀함을 보였다. 그들이 사용한 순서원리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여러 학자들이 일반화하고 여러 분야에 응용하였다.

실제로 Browder는 뿔(cone)에 관한 지지정리를 얻었고, Brondsted는 Bishop-

Phelps의 예비정리를 균질공간으로 확장하였다. Ekeland 은 완비거리공간에

서의 변분원리에 적용하였고, 또 그 변분원리가 Caristi-Kirk의 부동점정리를

포함하는 여러 형태의 부동점정리와 동치임을 Park이 보였다, 한편 1976년에

Brezis-Browder는 일반 순서집합에서의 순서원리를 제시하여 위의 결과들을

통일하고 비선형해석학의 여러 문제에 적용하였다. 이 원리는 곧 Altman이,

다시 Turinici가확장하였다. 이장에서는그들보다더일반화된 Kang-Park의

원리를소개하고몇가지응용을들었다.

제4장 “비확대사상의 부동점이론”에서는 Banach 축소사상의 자연스런 확

장인 비확대사상의 이론을 다룬다. 이 이론은 Banach 공간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볼록부분집합의 비확대사상에 관한 부동점정리는 처음

으로 1965년 같은 해에 Browder가 Hilbert공간에 관하여, Gödhe가 균등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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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관하여, Kirk가정규구조를가지는공간에관하여발견하였다. 그뒤의

이이론의발전은수백편의논문으로이어져왔다.

이장에서는비확대사상의부동점이론을공간의구조와의관련을중심으로

소개하고, 비확대 다가사상과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비확대사상으로 확장하여

다루었다. 또부동점으로수렴하는점화열에관하여알아보고, 끝으로여러가

지확장된형태의사상에관한연구에관하여알아보았다.

제5장 “Phelps-Ekeland형부동점정리”는주로 Ekeland의변분원리와동치

인 명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원리는 실은 그보다 앞서 Phelps가 밝혀낸 것이

며, 이들과 동치인 Caristi-Kirk 형 부동점정리를 포함하고 있다. 또 이 원리

는 비선형해석학에서의 여러 분야—비볼록변분문제, 제어이론, 수학적 프로그

래밍, 최적이론, 대역해석학등—에적용되고있는것으로서, 최소값을가지지

않더라도 하한에 가까운 어떤 근사값의 존재를 확인시켜줌으로써 여러 분야에

서의존재정리에의응용들을다루었다.

제6장 “Brouwer 정리의 80년”에서는그정리의 80년의역사를회고함으로

써 이 책의 후반부의 역사적 배경을 다루었다. 1912년에 나타난 이 정리와 그

뒤의 확장들은 순수수학이나 응용수학에서의 많은 문제들의 해의 존재를 보이

는강력한도구로서크게유용하기때문에, 수많은학자들이그확장과응용을

다루어 왔다. 따라서 이 정리와 관련된 수학의 분야에 대하여 그 발전과정을

알아보는것은매유중요한과제이다.

Brouwer 정리의 확장은 해석학에서 위상벡터공간의 이론과 결부되어 나타

났다. 이 정리에 들어있는 완폐성, 볼록성, 일가함수, 연속성, 자기사상성, 유

한차원성은 모두 일반화되며, 무한차원의 경우에는 정의역과 치역이 다른 위

상을 가져도 된다는 것까지 밝혀지고 있다. 또 비선형해석학의 수많은 분야에

서 Brouwer 정리와 동치인 것으로 알려진 많은 명제들을 밝혀내는 것도 이 장

의주된목표중하나이다.

제7장 “KKM 이론의 기초”에서는 이 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10여 개의 동

치인명제들을지극히일반화된형태로제시한다.

Brouwer 정리가 발견된 뒤, 1928년에 Sperner의 예비정리가 나타나 여러

부문에응용되었다. 1929년에Knaster-Kuratowski- Mazurkiewitz는 Sperner의

예비정리를 써서 한 단체(單體)의 폐피복(閉被覆)에 관한 소위 KKM 정리를

확립하고, 그것으로부터 Brouwer 정리의간단한증명을얻었다. 1961년에 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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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은 KKM 정리를 임의의 위상벡터공간의 부분집합으로 확장하고, 20여년

에걸쳐서이를여러방면에응용하였다. 그에따라 KKM 정리의수많은일반

화와동치인변형이나타나고또응용면이확대되었다.

이 장에서는 첫째로 Kakutani 사상 또는 비윤상(acyclic) 사상들의 합성을

포함하는 아주 넓은 범위의 허용다가사상족에 관한 일치점정리를 얻고, 이것

으로부터 KKM 이론의 기본정리들이 허용다가사상과 관련된 극히 일반적인

형태로 얻어짐을 보였다. 여기에서 얻어진 기본정리들로는 KKM 정리, 합치

정리, Fan-Browder형 부동점정리, Ky Fan형 최소최대부등식, 해석적 교대형

식, 볼록집합의 도형적 성질 등이 있는데, 이 결과들은 100편 이상의 기존 논

문들의주정리들을확장, 개선, 통일한것이다.

제8장 “위상벡터공간에서의 볼록값 다가사상”에서는 이 같은 사상에 관한

부동점이론을 다루었다. Brouwer 부동점정리의 수많은 확장들 중의 한 큰 흐

름이위상벡터공간의볼록부분집합에서정의된다가사상의이론이다. 이는볼

록값을 가진 상반연속다가사상에 관한 1941년의 Kakutani의 부동점정리에서

비롯되어, 1960년대의 약내향성을 가지는 사상으로의 Halpern과 Browder의

확대로이어진다.

특히, 1961년이후의 Ky Fan의 KKM 이론의연구의응용은부동점이론을

포함하며, 1984년의 Fan의 논문에서는 상준연속다가사상에 관한 일치점정리

로부터 실 국소볼록 위상벡터공간의 패러컴팩트 부분집합에서의 부동점정리

와합치정리등많은새결과가나왔다. 여기에서사용된완폐볼록공간에서최

대값을 가지는 준 오목 실함수에 관한 Fan의 존재정리는 Bellenger가 확장하

였다.

또, Cellina와 Simons가 상준연속성을 더 일반화하고, Jiang이 약내향성을

일반화한 뒤에, Park-Bae가 숙원이던 패러컴팩트성을 제거함으로써, 필자는

역사상 나타난 50여 개 이상의 Brouwer- Kakutani형 정리들의 확장들을 통일

적으로개선하고일반화하였다. 이같은일반화와그직접적인응용을다룬것

이 8장의주된내용이다.

제9장 “위상벡터공간에서의 허용다가사상의 부동점이론”에서는, 앞서 필

자가 7장에서 도입했던 허용사상에 관한 부동점정리들을 얻고, 이들에 관한

최량근사정리를 얻으며, 다시 이들을 응축허용사상에 관한 부동점정리들과

Leray-Schauder형 원리들을 얻는 데 적용하였다. 전통적인 사상도이론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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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고도대부분의주요결과를얻을수있음이밝혀진것은괄목할만하다고

생각된다.

위에서필자가도입한허용다가사상족은부동점, 일치점, KKM 사상, 변분

부등식, 최대최소이론, 최량근사 등 많은 문제들에 관한 이론을 세우는 데 알

맞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에 필자는 이와 함께 일반화볼록공간(또는 G-

볼록공간)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이론들에 관련하여 발전되

어온여러가지일반화된볼록성의개념을통합하여확장한것이다.

제10장 “일반화볼록공간에서의 KKM이론과부동점이론”에서는이이론들

의 간략한 소개를 목표로 하며, G-공간에서 정의된 허용사상에 관한 일치점정

리에서시작하여추상변분부등식, KKM형정리, 부동점정리들을몇가지보였

다.

[대우학술총서개요 6 (1995년 3월), 300–305]

해 설

이 책은 저자가 서울대학교에서 몇 사람의 신제 박사를 처음 키워내면서,

세미나를 통하여 밝혀낸 지식을 논문으로 생산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인 책으

로 기술하려 시도한 것이다. 위의 글은 책이 완성되기 직전에 그 내용을 기술

한것이다.

이 책의 조판 과정에서 출판사가 이 책이 아무래도 저자의 회갑기념논문집

같다고대우재단에통보했고, 재단은즉각출판계약을해지한다고통보해왔다.

재고요청은전혀받아들여지지않았다.

그 뒤의 저자의 교실의 연구 능력은 이 책의 내용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향

상되었고, 이 책의 역사적 가치는 거의 무시될 정도여서, 미련없이 그 다음 단

계의 연구로 나아갔다. 여기에 이 글을 싣는 것은 연구의 역사적 단계를 회고

시켜주는자료로서일종의추억거리이기때문이다.

참고로 저자는 회갑기념논문집, 정년퇴임기념논문집, 고희, 희수, 팔순 등

을빙자한아무런기념논문집도만들지않았다. 앞으로나아갈뿐머물거나뒤

돌아볼 틈이 없었다. 85세가 된 오늘날 이 책처럼 과거의 글들을 정리하는 것

만이남았다.



41

Ninety Years of the Brouwer Fixed Point Theorem

Abstract

This historical article is to survey the developments of the fields of mathe-

matics directly related to the nearly ninety-year-old Brouwer fixed point the-

orem. We are mainly concerned with equivalent formulations and generaliza-

tions of the theorem. Also we deal with the KKM theory and various equilib-

rium problems closely related to the Brouwer theo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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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적 부동점이론의 최근의 통일화

1. 역사적 회고

Brouwer (1912)와 Banach (1922)가얻은부동점정리들에서비롯되는연구

는오늘날크게거리적, 해석적, 위상적부동점이론이라는세분야로발전되고

있다.

거리적부동점이론은 Banach 정리의일반화와그응용을다루는것으로서,

오늘날의 주된 연구는 비확대사상의 부동점의 점근이론과 Banach 공간의 구

조에관하여이루어지고있다.

위상적부동점이론은 Brouwer 정리를 일반화한 Lefschetz 이론과 부동점의

개수를 다루는 Nielsen 이론을 주로 연구하는 것으로, 오 늘날의 주된 방향은

미분포함식의해의존재와동력계에관한적용이다.

여기에서 위의 이론들과 거의 구분되어 발전되어 온 위상선형공간에서의

부동점정리들에 관한 연구를 총체적으로 해석적부동점이론이라 부르기로 하

자. 이 말은 본인이 몇몇 국제회의에서 제안한 것으로 아직 널리 쓰이고 있지

는않다.

Brouwer의정리를확장한 Schauder (1930)와 Tychonoff (1935)의정리들은

처음에는 미분방정식과 적분방정식의 해의 존재에 응용되었으며, 뒤에는 수리

물리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응용되었다. 이 때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흔히

몇몇책에서 Schauder-Tychonoff 정리라잘못부르고있는다음정리이다.

Theorem. [Hukuhara (1950)] Let X be a nonempty convex subset of a lo-

cally convex Hausdorff topological vector space E and f : X → X a compact

continuous map. Then f has a fixed point x0 ∈ X; that is, x0 = f(x0).

많은교과서나논문에서는아직도 Schauder 정리를원래의표현대로나타

내고 현대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Hukuhara의 것은 흔히 무시되고 있

다. 이는매우유감스러운일이다.

위의 진전과는 전혀 독립적으로 얻어진 von Neumann의 Minimax 정리

(1928)와 교차보조정리(1937)는 각각게임이론과 수리경제학의 기본정리로 되

어 있으며, 오늘날에는 Minimax 이론이 부동점이론과는 독립적인 방대한 연

구로나아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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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 Neumann 의 두 정리의 증명을 단순화한 것은 위의 교차보조정리와

동치인 Kakutani (1941)의 부동점정리인데, 이로써 볼록값을 가지는 집합

값사상에 관한 부동점이론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더구나, 그것을 Eilenberg-

Montgomery (1946)가 Lefschetz 정리꼴로확장함으로써위상적부동점이론에

서의비윤상(acyclic) 값을가지는집합값사상의연구로나아가게되었다.

Kakutani 정리는 곧 Bohnenblust-Karlin (1950)이 Banach 공간으로, Fan

과 Glicksberg (1952)가 독립적으로 국소볼록 위상선형공간으로 확장하였다.

Nash (1951)는 Brouwer 정리 또는 Kakutani 정리를 써서 von Neumann의

Minimax 정리를 확장하여 비협력게임에 관한 균형점정리를 얻음으로써 뒤에

Nobel 경제학상을받은수학자중한사람이되었다.

그뒤에위와같은확장들은다음정리로통합되었다.

Theorem. [Himmelberg (1972)] Let X be a nonempty convex subset of a locally

convex Hausdorff topological vector space and F : X ( X a compact upper

semicontinuous multimap having nonempty closed convex values. Then F has

a fixed point x0 ∈ X; that is, x0 ∈ F (x0).

이 정리는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응용 이외에도 최적문제, 보족성문제, 변

분부등식, 최량근사 등 많은 균형 문제 (equilibrium problems) 전반에 적용되

었다. 이 정리의 오랜 동안의 독점적 지위는 먼저 Idzik (1988)가 국소볼록보

다일반적인특정공간으로확장함으로써막을내렸다.

그 뒤를 이은 90 년대에는 필자에 의하여 이 정리에 들어 있는 볼록값사상

대신에 비윤상값의 경우로 (1992B), 허용사상족 Aκ
c로 (1993B), “더 나은” 허

용사상족 B로 (1997D) 확장되었으며, 그 뒤에 곧 국소볼록의 경우보 다 넓은

범위인 Klee의 의미에서의 허용볼록집합의 경우로 (1997B, 1998B) 확장되었

다.

2. Brouwer 정리와 동치인 명제들과 정의역이 볼록이 아닌

경우

비선형해석학과 그밖의 분야에서는 Brouwer 정리와 동치인 명제들이 수많

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비교적 초기에 나타난 것을 주로 들면 다음과 같다.

자세한것은 Park (1995D)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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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Poincare’s intermediate value theorem.

1904 Bohl’s non-retraction theorem.

1912 Brouwer’s fixed point theorem.

1928 Sperner’s combinatorial lemma.

1929 The Knaster-Kuratowski-Mazurkiewicz theorem.

1930 Caccioppoli’s fixed point theorem.

1930 Schauder’s fixed point theorem.

1934 The Leray-Schauder fixed point theorem.

1935 Tychonoff’s fixed point theorem.

1937 von Neumann’s intersection theorem.

1941 Intermediate value theorem of Bolzano-Poincaré- Miranda.

1941 Kakutani’s fixed point theorem.

1950 Bohnenblust-Karlin’s fixed point theorem.

1950 Hukuhara’s fixed point theorem.

1952 Fan-Glicksberg’s fixed point theorem.

1954 Steinhaus’ chessboard theorem

1955 Main theorem of mathematical economics on Walras equilibria of Gale

[1955], Nikaido [1956], and Debreu [1959].

1960 Kuhn’s cubic Sperner lemma.

1961 Fan’s KKM lemma.

1961 Fan’s geometric or section property of convex sets.

1966 Fan’s theorem on sets with convex sections.

1966 Hartman-Stampacchia’s variational inequality.

1967 Browder’s variational inequality.

1967 Scarf’s intersection theorem.

1968 Fan-Browder’s fixed point theorem.

1969 Fan’s best approximation theorems.

1972 Fan’s minimax inequality.

1972 Himmelberg’s fixed point theorem.

1973 Shapley’s generalization of the KKM theorem.

1976 Tuy’s generalization of the Walras exess demand theorem.

1984 Fan’s matching theor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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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대부분은 1990 년대의 필자의 연구에서 더욱 일반화된 형태로 확

장되었다.

위의 목록에 덧붙여, 1999년 초의 필자의 베트남 방문에서는, KKM 정리

(1929)로부터다음정리를이끌어내었다.

Theorem. [Park and Tan (1999B)] Let X be a subset of a locally convex Haus-

dorff topological vector space E and Y an almost convex dense subset of X. Let

T ;X ( Xbe a compact upper semicontinuous multimap with nonempty closed

values such that Ty is convex for all y ∈ Y . Then T has a fixed point x0 ∈ X;

that is, x0 ∈ T (x0).

여기에서, Y 가 E 안에서 almost convex 라 함은, 원점 0 의 임의의 근방

V 와 Y 의 임의의 유한부분집합 {y1, y2, . . . , yn}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

족하는 Y 의한부분집합 {z1, z2, . . . , zn}이존재함을뜻한다:

zi − yi ∈ Y for all i = 1, 2. . . . , n; co{z1, z2, . . . , zn} ⊂ Y.

이정리가 Brouwer, Schauder, Tychonoff, Kakutani, Hukuhara, Bohnenblust-

Karlin, Fan-Glicksberg, Himmelberg 를확장하고있음은자명하며, 또이들이

정의역이 볼록이 아닌 경우에조차 성립함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새

정리는이들이 Brouwer 정리와동치임을통일적으로보인것이다..

3. 정의역이 컴팩트인 볼록값사상과 그 확장

Brouwer 정리의위에서본확장과그밖의일반화는그정리에나타나는완

폐성 (컴팩트), 볼록성, 일가성 (single-valuedness), 연속성, 자기사상, 유한차

원성을완화또는일반화하려는데서나타난다. 더구나, 무한차원의경우정의

역과공역의위상이반드시일치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X 가 위상선형공간 E 의 볼록부분집합일 때 사상 f : X → E 또는 F :

X ( E의 부동점의 존재를 위하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 충족되어야 한

다:

(0) X의 위상과 E의 위상 사이의 관계 — X가 반드시 E에서의 상대위상

을가질필요는없다.

(1) 그사상의어떤 (일반적인)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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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경계조건 — X의 경계점에서의 사상값의 존재 범위. 1960 년대

중반까지는 Rothe 조건과 Leray-Schauder 조건 (둘다 이름이 잘못 붙여졌다)

밖에알려져있지않았다.

(3) X 가 어떤 완폐조건 (강제성) — X가 컴팩트가 아닐 때라도 그에 대치

할수있는조건 — 을만족해야한다.

위의 (1) - (3) 을좀더자세히설명해보자.

첫째로, 연속성에 관하여, Kakutani 정리에서의 볼록값 상반연속(upper

semicontinuous) 사상은차례로다음과같이확장되었다:

한위상선형공간 E의한부분집합 X에서정의된사상 F : X ( E가

(i) upper demicontinuous라함은,임의의 x ∈ X 와 Fx를포함하는 E의임

의의열린반공간 H에대하여, F (N) ⊂ H인 x의열린근방 N이존재함을뜻

한다. Fan (1969)을보라.

(ii) upper hemicontinuous라 함은, 임의의 h ∈ E∗와 임의의 실수 a에 대

하여, 집합 {x ∈ X : sup Reh(Fx) < a}가 X의 열린 집합이 되는 것이다.

Cornet (1975), Lasry-Robert (1975)를보라.

(iii) generalized upper hemicontinuous라함은, 임의의 h ∈ E∗에대하여

{x ∈ X : sup Reh(Fx) ≥ Reh(x)}

가 항상 X의 완폐적 닫힌 부분집합임을 뜻한다. Glebov (1969), Cellina

(1970), Simons (1986), Park (1992A, 1993A, B)을보라.

정의역이 완폐볼록인 자기사상이 위와 같은 일반화된 연속성을 가질 때,

Kakutani 정리는 Browder (1968), Fan (1969, 1972), Glebov (1969), Halpern

(1970), Cellina (1970), Reich (1972, 1978), Cornet (1975), Lasry-Robert

(1975), Simons (1986)가 국소볼록공간에 대하여, Granas-Liu (1986), Park

(1988, 1992A, 1993A, B)등이 E∗가 E의점들을분리하는경우에대하여확장

하였다.

둘째로, 경계조건에 관하여, Halpern (1965)은 처음으로 외향집합과 내향

집합을차례로다음과같이도입하였다:

OX(x) = x+
⋃
r<0

r(X − x), IX(x) = x+
⋃
r>0

r(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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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상 F : X ( E가

(i) 내향이라함은 Fx ∩ IX(x) 6= ∅,
외향이라함은 Fx ∩OX(x) 6= ∅,

(ii) 약내향이라함은 Fx ∩ IX(x) 6= ∅,
약외향이라함은 Fx ∩OX(x) 6= ∅

이 모든 x ∈ BdX 에 대하여 성립함을 뜻한다. 여기에서, BdX = BdEX

= X \ IntEX는위상적경계이다.

Fan (1969)은 X가벡터공간 E의볼록부분집합일때, X의대수적경계를

δEX = {x ∈ X : ∃x ∈ Esuchthatx+ ry ∈ Xforallr > 0}

로 정하고, δEX ⊂ BdEX 임과 일반적으로 δEX 6= BdEX임을 보였다. 위의

(i), (ii)에서 BdEX 대신 δEX라둘수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경계조건에 대하여, X가 완폐볼록인 경우에 연속사상

f : X → E의 부동점의 존재는, E가 국소볼록일 때 Halpern (1965), Fan

(1969), Reich (1972), Sehgal-Singh (1983) 등이 보였고, E∗가 E의 점들을 분

리할때 Fan (1964), Halpern-Bergman (1968), Kaczynski (1983), Roux-Singh

(1989), Sehgal-Singh-Whitfield (1990) 등이보였다.

위의경계조건들을다시 Jiang (1988)이다음과같이확장하였다.

(iii) 임의의 x ∈ BdX에대하여 dp(Fx, IX(x)) = 0,

(iii)’ 임의의 x ∈ BdX에대하여 dp(Fx,OX(x)) = 0.

여기에서, 임의의 p ∈ {Reh : h ∈ E∗}와 U, V ⊂ E에대하여

dp(U, V ) := {inf{|p(u− v)| : u ∈ U, v ∈ V }

라 정한다. Park (1999A)은 (iii)과 (iii)’에서 BdEX 대신에 δEX를 둔 조건을

처음사용했다.

셋째로, 정의역이완폐가아닌경우에알맞는조건으로대치할수있다. 이

같은 사상 F : X ( E가 위의 일반화된 연속성, 경계조건, 적절한 완폐성 조

건을가질때 Brouwer와 Kakutani정리의확장은 Fan (1984), Shih-Tan (1987,

1988), Park (1992A, 1993A, B) 등이 일반화한 형태로 얻었는데, 이들을 다음

과같이완전히통일한것은 Park (1999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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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 볼록공간 X는 한 벡터공간의 공 아닌 볼록집합으로서 그 위상은

거기들어있는공아닌유한부분집합의볼록포가 Euclid 위상을가지도록되

어있는것이다. Lassonde (1983)을보라. X의한 c-완폐부분집합 L은임의의

유한부분집합 S ⊂ X에대하여 L∪S ⊂ LS를만족하는완폐볼록집합 LS가존

재하는것이다.

cc(E)는 위상선형공간 E의 공 아닌 닫힌 볼록부분집합 전체, kc(E)는 공

아닌 완폐 볼록부분집합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이 때 다음 정리가 성

립한다.

Theorem. [Park (1999A)] Let X be a convex space, L a c-compact subset of

X, K a non-empty compact subset of X, E a Hausdorff topological vector space

containing X as a subset, and F a map satisfying either

(A) E∗ separates points of E and F : X → kc(E), or

(B) E is locally convex and F : X → cc(E).

(I) Suppose that for each p ∈ {Reh : h ∈ E∗},
(0) p|X is continuous on X;

(1) F is generalized upper hemicontinuous;

(2) dp(Fx, IX(x)) = 0 for every x ∈ K ∩ δE(X); and

(3) dp(Fx, IL(x)) = 0 for every x ∈ X \K.

Then there exists an x ∈ X such that x ∈ Fx.

(II) Suppose that for each p ∈ {Reh : h ∈ E∗},
(0) p|X is continuous on X;

(1) F is generalized upper hemicontinuous;

(2)’ dp(Fx,OX(x)) = 0 for every x ∈ K ∩ δE(X); and

(3)’ dp(Fx,OL(x)) = 0 for every x ∈ X \K.

Then there exists an x ∈ X such that x ∈ Fx. Further, if F is upper

hemicontinuous, then F (X) ⊃ X.

위에서 조건 (0) 은 X의 위상과 E 의 부분집합으로서의 상대위상 사이의

관계를주는것으로, X의두위상은서로다를수있다.

이 정리는 Brouwer (1912) 정리의 약 50 개 정도의 확장들을 통합한 것으

로, 그것을나타내는표는 Park (1988, 1992B, 1999A)에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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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변역이 컴팩트인 비볼록값사상

위의 정리는 사상의 정의역이 컴팩트인 경우의 Himmelberg 정리를 더할

나위없이 확장하고 있지만, 완폐사상 (간단히 공변역이 완폐라 생각하자) 인

경우에는그러하지않다. 그러나최근 10 년간, 필자는아주넓은범위의비볼

록값 완폐사상에 관한 부동점정리들을 발견함으로써, 이 분야에 획기적인 발

전을이룩하였다.

처음 이 분야에서 얻은 결과는 허용다가사상족 A,Aσ
c ,A

κ
c에 관한 것인데,

이 사상족에는 비선형해석학과 대수적 위상수학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대

부분의사상들이포함된다:

연속(단가)사상, Kakutani 사상족 K (볼록값을 가지는 상반연속사상으

로서 공변역이 볼록인 것), Aronszajn 사상족 M (Rδ 값을 가짐), 비윤상사

상족 V (비윤상값을 가짐), Powers 사상족 Vc (비윤상사상 유한개의 합성),

O’Neill 사상족 N (연속다가사상으로서 하나 또는 고정된 m 개의 비윤상 성

분으로 된 사상값을 가짐), 근사가능사상족 A (정의역과 공역이 균질공간),

Górniewicz (1976)의 허용사상족, Haddad-Lasry (1983)의 σ-선출가능사상족,

Dzedzej (1985)의 허용사상족, Ben-El-Mechaiekh와 Idzik (1994)의 근사가능

사상족, Fan-Browder 형 사상족, Lassonde (1991) 의 K+
c , Park-Singh-Watson

(1994A)의 V+
c , 등. 자세한 것은 Park (1993B, 1995C, 1998B)과 Park-Kim

(1993D)을보라.

위의 허용사상족은 처음에는 위상선형공간에서의 부동점이론에 적용되었

고, 뒤에 G-볼록공간에서의 일치점정리와 KKM 이론의 연구에 합류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에 영향을 받아, Chang-Yen (1996)은 새로 KKM 류라는 허용

사상족의 확장을 얻어, 이에 관한 일치점정리와 부동점정리를 이끌어 내었는

데, 이들의 연구는 국소볼록공간에 제한된 것이었다. 이 앞뒤로 지난 5 년 동

안본인은타이완학자들과공동연구를수행하였다.

이리하여 Park (1997D)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더 나은” 허용사상

족”(better admissible class) B를도입하게된다.

볼록공간 X와위상공간 Y에대하여

F ∈ B(X, Y ) ⇐⇒ F : X ( Y는 한 사상으로서 X의 임의의 포체 (X의

임의의공아닌유한집합의볼록포) P와임의의연속사상 f : F (P ) → P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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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합성

f ◦ (F |P ) : P ( P

가부동점을가지는것.

닫힌 그래프를 가지는 완폐사상족 안에서 B와 KKM 류는 일치한다. 이들

을써서 KKM 이론의일반화와부동점이론의새로운결과들이얻어졌다.

더우기, 최근에는국소볼록보다넓은범위의위상선형공간에서의부동점이

론이확립되었다.

한위상선형공간 E의공아닌한부분집합 X가 (Klee (1960)의뜻에서)허

용부분집합이라 함은, X의 임의의 완폐부분집합 K와, E의 원점 O의 임의의

근방 V에대하여, 한연속사상 h : K → X로서다음조건을만족하는것이존

재한다는것이다:

(a) 모든 x ∈ K에대하여 x− h(x) ∈ V ;

(b) h(K)는 E의한유한차원부분공간 L에포함된다.

일찌기 Hukuhara (1948)와 Nagumo (1951)는 국소볼록공간의 임의의 볼

록부분집합이허용임을보였다. 그밖의허용위상선형공간의예로는, 0p < 1일

때의 lp, Lp, Hardy공간 Hp, [0,1]에서의가측함수들의동치류의공간 S(0, 1),

어떤 Orlicz 공간, Schauder 기저를 가지는 ultrabarrelled 위상선형공간 등이

있다. 더구나, F -norm 을 가질 수 있는 위상선형공간의 국소볼록부분집합과,

임의의 위상선형공간의 완폐볼록부분집합으로서 국소볼록인 것은 허용집합이

다. 이들에 대하여는 Klee (1962), Hadz̆ić (1984), Weber (1992)를 보기 바란

다.

이같은준비아래다음정리가얻어졌다.

Theorem. [Park (1997B, 1998B)] Let X be an admissible convex subset of a

Hausdorff topological vector space. If B(X,X) is closed compact, then F has

a fixed point.

이것이 Brouwer 정리의 85 세 때 모습이며, Kakutani 정리의 56 세 때 모

습이다. 이것은일거에얻어진것이아니며, 필자에의해서도너덧차례단계를

거쳐서일반화된것이다. 이정리는역사상나타난 60 여개의특별한결과들을

통합한것인데, 그주된것을들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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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uder (1930), Mazur (1938), Bohnenblust-Karlin (1950), Hukuhara

(1950), Powers (1970), Rhee (1972), Himmelberg (1972), Ben-El-Mechaiekh

et al. (1982, 1990, 1991), Lassonde (1983, 1990), Park (1992B), Park-Singh-

Watson (1994A), 등.

5. 앞으로의 전망

여기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 이외의 본인의 연구 중에서 관계가 있는 몇

분야에대하여서술하려한다.

(1) 정의역이나 공역이 완폐인 사상의 일반화 중 한 가지는 응축사상 (con-

densing map)이다. 이러한 사상에 관한 연구는 과거에 발표한 여러 편 [가령

Park (1994B, 1995B, 1997C)] 이외에도앞으로좀더연구되어야한다.

(2) 위에서의 Halpern 형 경계조건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Leray-

Schauder 형 경계조건을 가지는 사상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다. 이 방면에서도

역시 과거의 연구 [가령 Park (1994B, 1995B, 1997C)] 를 개선할 연구가 진행

되어야한다.

(3) 부동점이론과 관련이 깊으면서도 응용면이 훨씬 더 넓은 KKM 이론

[이이름은 Park (1992B)에서처음제창되었다]의연구가현재활발히진행되

고 있다. 더구나 볼록공간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일반화 볼록공간 (G-볼록공

간)의개념은본인이처음으로도입하였고, 최근에정의를좀더일반화하였는

데, 기초적인이론은 Park-Kim (1993D, 1996B, 1997A, 1998A)이확립하였다.

이같은 G-볼록공간의 예들은 기왕 [1993D]에서 보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새로 [1998C]에서 보였는데, 그 중에는 G-볼록공간의 연속상이 G-볼록공간인

것과, almost convex인집합이 G-볼록공간인것을들수있다.

또 최근에 KKM 이론에 관한 책을 George Yuan (1999)이 Marcel Dekker

에서간행한바있다.

(4) 최근 2, 3 년간에 이같은 G-볼록공간에 대하여 위상선형공간에서의 부

동점이론을확장하는연구가진행되고있어, 금년안에몇가지시험적인결과

가발표될것이다.

이같은 연구로는 Tarafdar (1997), Ben-El-Mechaiekh et al. (1998), Yuan

(1999), Park (1998D, 1999C-E)가있고,또 1998년여름의 NACA’98, Niigata,

Japan 에서의필자의두발표논문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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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위의 문헌 중 [1998B]에 대하여 미국의 한 노학자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보내왔다. 고마운 마음으로 여기에 기록한다. 잘 알다 싶이 J. Korean Math.

Soc. 첫호는저자가편집한것이다.

Subject: Your paper in J. Korean Math. Soc., vol.35, No.4

Date: Thu, 11 Feb 1999 14:51:37 0600 (CST)

From: CORDUN@UTARLG.UTAR.EDU

To: shpark@math.snu.ac.kr

Dear Professor Park:

As an old user of fixed point methods in differential/integral equations,

I read with interest your paper mentioned above. Currently, I am not very

much interested in multiple maps, but the references you have included have

produced me real pleasure. Since my first publication in DE (early 1950’s), I

have followed the literature on fixed points and I knew personally Hukuhara (or

Fukuhara), Niemetzki, Leray, and perhaps other contributors to this subject.

As you certainly know, by the 1950’s people like Banach, Cacciopolli. not to

mention Brouwer, were either dead or retired from research work. My remark

about your list of references is this.

I have read most of the papers and, in any case, I was aware of their

existence and likely familiar with their content (sometimes from sources that

reproduced them.) There is, in my view, an omission which should not have oc-

curred, because it has some significance. I received the reprints from Hukuhara

in late 1950’s, among them being a paper from 1934 I guess, hence prior to the

paper by Tychonoff in Math. Annalen, in which he practically uses the fixed

point theorem of Tychonoff in the (Frechet) space of continuous maps with

the topology of uniform convergence on compacts. The paper by Schauder is

also containing a case of Tychonoff’s theorem, when Schauder uses the weak

topology on a Banach space (which is a local convex topology).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ese are the two authors who have come with TYchono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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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m before Tychonoff did (in a general setting). I would say that the paper

by Hukuhara has the same role vis-a-vis Tychonoff’s theorem, as the paper by

Kellog and Birkhoff (1922) has vis-a-vis Schauder’s theorem. Of course, this

may be my personal interpretation and I donot pretend everybody should

agree with me. Unfortunately, when leaving Romania for the USA (1977),

I have lost most of my personal library and here I donot have the Proc. of

the Japan Imperial Academy from early 1930’s, in which Hukuhara’s paper

has been published (to the best of my recollection). It is true that in 1950

Hukuhara has written the paper you are quoting, as a continuation of his

earlier preoccupations on this matter.

I hope you can find this paper by Hukuhara and I would like to hear from

you about this topic. It looks like Hukuhara is still alive (93 years old) but

does not appear in public for a number of years. Since you did not refer to the

so-called contraction mapping principle rightly known as Banach fixed point

principle (Fundamenta Mathematicae, I believe 1924 ? his Ph.D. thesis). I

take the opportunity to say a few words about what I’ve heard about this

topic (nowadays generating such a gigantic volume of literature). The form we

can find presently this principle in complete metric spaces is due (according

his own testimony to me ? 1961) to V. V. Niemytzki. I guess he has mentioned

a survey paper in Uspekhi Mat. Nauk in late 1920’s (I have never seen that

paper). So Banach formulated the principle only for Banach spaces. Also R.

Caccioppoli has come up with the contraction mapping principle but only

for function spaces (in his effort to get an unifying method for proving the

existence of solutions of to various classes of functional equations).

A paper by Krasnoselskii (1950’s) whom I have also met several times, I

think in the Uspeckhi Mat. Nauk, is unifying Schauder’s and (initial) Banach’s

fixed point theorems. I have recently noticed that this Krasnoselskii result

is a special case of a reformulation of Schauder’s fixed point principle (see

Functional Differential Equations (Israel), vol.4, 1997). It sounds like this:

Let B be a Banach space and T a map on B, continuous and compact (one

used to say completely continuous). Assume L is a homeomorphism of B. If a

closed nonempty convex set in B, say M, is such that T(M) belongs to 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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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the equation L(x) = T(x) has a solution in M.

One needs a result of T. A. Burton to obtain this assertion (i.e. Krasnosel-

skii’s theorem is a particular case of the above). I have also met Kakutani, I

believe in Chicago in the late 1980’s. The topic of the meeting was not con-

cerned with fixed points.I hope you’ll find some interest in the remarks above.

With my best regards,

C. Corduneanu

해 설

저자는 처음에 Topological Fixed Point Theory에서 Lefschetz형 부동점이

론을 공부하였고, 다음에 Metric Fixed Point Theory를 연구하다가, 위상벡터

공간에서의부동점정리들을공부하면서이들의연구를 Analytical Fixed Point

Theory라명명하고, 거기에나오는많은정리들을통일하였다.

이 해설논문은 그 통일화를 해설한 것으로 영문 제목이 다음과 같은 국문

논문이다.

Recent unification in the analytical fixed point theory, Newsletter Korean

Math. Soc. 65 (1999), 2–10.

이논문의내용은여러국제회의또는초청강연에서 Recent results in ana-

lytical fixed point theory 또는유사한제목으로다음과같이발표한바있다.

[2001. 6. 13-19] Inter. Confer. on Fixed Point Theory and Its Applications,

Technion, Haifa, Israel. Invited Talk

[2001. 6. 25] Universite della Calabria, Cosenza, Italy, Seminari del Diparti-

mento di Matematica

[2001. 8. 6] The 7th Intern. Conf. on Nonlinear Functional Analysis and Ap-

plications (IC-NFAA 2001), Masan and Jinju, Korea. Plenary Talk.

[2003. 9. 18-20] Univ. of Niigata, Niigata, Japan, visited. Invited two hour

lecture.

[2003. 12. 27-30] Academia Sinica, Institute of Mathematics, visited. Special

Colloquium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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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30 - 7. 7] The 4th World Congress of Nonlinear Analysts (WCNA

2004). Member, Global Organizing Committee. One-Hour Invited Talk.

[2005. 6. 30 - 7. 4]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nlinear Analysis

and Convex Analysis (NACA2005), Okinawa Convention Center, Okinawa, Keynote

Talk.

[2006. 10. 25 - 11. 24] Visiting Professor, Keio University, Hiyoshi, Japan. In-

vited Two-Hour Lecture at Mathematical Economics Research Center, Keio Univer-

sity, Mita, Japan. on 2006. 11. 6.

[2006. 11. 10]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Mathematical and Computational

Sciences Major, Ookayama, Japan. Invited Talk.

[2011. 05. 15-17] The Symposium on Schauder Conjecture and Fixed Point The-

orems of Cauty, Kielce, Poland. Invited One Hour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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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볼록공간에서의 평형문제들

요 약

평형문제들에서의 기본적인 정리들이 일반화 볼록공간에서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인다. KKM 이론의 중요한 정리들 대부분이 위상벡터공간에서의 선형성을 가정하

지 않아도 위상적인 성질만으로 성립한다. 이같은 정리들의 예로는 KKM 정리, von

Neumann의 최소최대정리와 교차정리, Nash의 평형정리, 여러 가지 부동점정리, 극

대원정리, Ky Fan의 최소최대부등식, 변분부등식들, 최량근사정리, 일반화 의사평형

문제들의해의존재정리들이있다.

1. 서론

1994년에 Blum과 Oettli [4]는 다음과 같은 x̂을 구하는 문제를 한 평형문

제 (equilibrium problem)라불렀다:

(EP) x̂ ∈ X such that f(x̂, y) ≤ 0 for all y ∈ X,

여기에서 X는한주어진집합이며 f : X ×X → R는한확장된실함수이다.

일반으로 다음과 같은 x̂을 구하는 의사평형문제 (quasi-equilibrium prob-

lem)를생각할수있다:

(QEP) x̂ ∈ X such that x̂ ∈ S(x̂) and f(x̂, z) ≤ 0 for all z ∈ S(x̂),

여기에서 X와 f는 위에서와 같으며 S : X ( X는 한 주어진 다가함수

(multimap)이다.

더 일반으로 한 일반화 의사평형문제 (generalized quasi-equilibrium prob-

lem)는다음을구하는것이다:

(GQEP) x̂ ∈ X and ŷ ∈ T (x̂) such that x̂ ∈ S(x̂)

and f(x̂, ŷ, z) ≤ 0 for all z ∈ S(x̂),

여기에서 X와 S는 위에서와 같으며, Y 는 다른 주어진 집합이고, T : X (

Y 는다른주어진다가함수이며, f : X × Y ×X → R는한주어진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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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문제들은 특별한 경우들을 많이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최적화문

제, Nash형 평형문제, 보족성문제, 부동점문제, 변분부등식문제 등과 같은 것

이 있다. 또, 이제까지의 위와 같은 여러 평형문제의 연구에서는 관련된 집

합들 X와 Y 가 위상벡터공간의 볼록집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세한 것은

Blum and Oettli [4]와 Noor and Oettli [26]를보라.

한편, 필자가 몇 백편의 논문들을 조사해본 결과로는, 위의 평형문제들

의 해법은 대부분이 KKM 정리들, 최소최대부등식 (minimax inequality), 여

러 가지 부동점정리들, Fan–Browder형 일치점정리들, 그밖의 존재정리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같이 근거가 되는 정리들 대부분은 소위 KKM 이론

안에서 서로 동치인 명제로 확립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29년의 Knaster–

Kuratowski–Mazurkiewicz [22]의 한 정리 (간단히 KKM 원리)에서 비롯되는

이이론은, 1991년에필자 [39]가 KKM 사상과그응용의연구로서처음명명

한바있다. 그뒤로 KKM 원리와동치인명제들이몇백개로늘어남에따라,

2000년 현재로 이 이론은 KKM 원리의 여러 동치변형들의 응용을 연구하는

분야라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 역사에 대하여는 Park [54, 89]을

보라.

이 이론은 1961년 이후의 Ky Fan의 일련의 논문 [6-11]에서 위상벡터공

간의 볼록집합에 관하여 전개되었고, 그밖의 공간들에 관하여 여러 학자들의

단편적인 일반화가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도 성공적인 것은 1980년대 이후

의 Lassonde [23]의 볼록공간에서의 일반화와 Horvath [15-18]의 c-공간에서

의 연구였다. 이같은 여러 방향의 전개의 대통일화를 이룬 것은 1990년대의

필자의일반화볼록공간 (G-볼록공간)의연구이다.

이 해설논문에서는, 본인이 얻은 결과들 중, 여러가지 평형문제의 기본적

이고 잘 알려져 있는 정리들이 G-볼록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를 보

이려는것이다. KKM 이론의역사상중요한정리들대부분이위상벡터공간에

서의 선형성을 가정하지 않아도 위상적인 성질만으로 성립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아닐수없다.

이러한 예들로는 KKM 정리 외에도 von Neumann, Nash, Fan, Browder

등의 여러 업적과 Brouwer, Schauder, Tychonoff, Hukuhara, Kakutani, Fan,

Glicksberg, Himmelberg 등의 부동점정리에 관한 업적들이다. 이들 업적이

비선형해석학, 수리경제학, 게임이론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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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서 (가령 Zeidler [114]를보라)이글이반드시무의미하지는않으리라생

각한다.

이 논문에 들어 있는 정리들 중 가장 기본적인 KKM 정리 1과 Fan–

Browder형 정리 5의 증명을 들기로 한다. 이 글 안에서 따로 출처를 밝히

지않은필자의정리들의증명은 [91]을보기바란다.

2. G-볼록공간들

한 일반화 볼록공간 (generalized convex space) 또는 간단히 한 G-볼록공

간 (G-convex space) (X,D; Γ)는 한 위상공간 X와 한 공아닌 집합 D로서,

A ∈ 〈D〉가 n+ 1개의원소를가질때, X의한부분집합 Γ(A)와한연속함수

φA : ∆n → Γ(A)가 존재하되, 임의의 J ⊂ A에 대하여 φA(∆J) ⊂ Γ(J)가 성

립하는것이다. φA|∆J
를 φJ라간주할수있다.

여기에서, 〈D〉는 D의공아닌유한부분집합전체의집합이고, ∆n은꼭지

점 v0, v1, · · · , vn을가지는한표준 n-단체 (n-simplex)이며, ∆J는 J ∈ 〈A〉에
대응되는 ∆n의 한 부분단체를 나타낸다; 즉 A = {a0, a1, · · · , an}이고 J =

{ai0 , ai1 , · · · , aik} ⊂ A이면, ∆J = co{vi0 , vi1 , · · · , vik}이다. 여기에서 co는볼

록포를나타내며, 앞으로 Γ(A)를 ΓA라간단히나타내기도한다.

특히 X ⊃ D임을 강조해야 하는 경우에는 (X,D; Γ)를 (X ⊃ D; Γ)라 나

타내며, 또 X = D인경우에는 (X ⊃ X; Γ)를그냥 (X; Γ)로나타낸다.

G-볼록공간의예는다음과같이너무나많다. [43, 96]을보라.

예 1. D를 꼭지점들의 집합이라 할 때 (∆n, D; co)이 가장 간단한 예이

다. X가 한 벡터공간의 볼록부분집합이고 D ⊂ X일 때, 임의의 A ∈ 〈D〉의
볼록포 coA가 유클리드 위상을 가지도록 X에 한 위상이 주어져 있다면,

(X,D; Γ)는 Lassonde [23]가 정의한 볼록공간 (convex space)을 확장한 것이

된다. 한 위상벡터공간의 임의의 볼록집합은 한 볼록공간이 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않는다.

예 2. X = D이고 ΓA가 가축 (contractible), 또는 더 일반으로, 무한연결

(infinitely connected) (즉, 임의의 n ≥ 0에 대하여 n-연결)인 부분집합이고,

임의의 A,B ∈ 〈X〉에 대하여 A ⊂ B이면 ΓA ⊂ ΓB일 때, (X; Γ)는 Horvath

[15-18]가도입한 c-공간 (또는 H-공간)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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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 G-볼록공간의 그밖의 주된 예들로는 Michael의 볼록구조를 가진 거

리공간, Pasicki의 S-가축공간, Horvath의 의사볼록공간, Komiya의 볼록공

간, Bielawski의 단체적 (simplicial) 볼록공간, Joó의 의사볼록공간, Ben-El-

Mechaiekh 등이도입한 L-공간과 B′-단체적볼록공간, Verma와 Stachó의일

반화 H-공간, Kulpa의단체적구조, Forgo와 Joó의 P1,1-공간, Llinares의 mc-

공간, Aronszajn과 Panitchpakdi의 초볼록 거리공간, Takahashi의 볼록성을

가지는거리공간등이있다.

예 4. Kirk와 Reich–Shafrir이 다루었던 쌍곡적 거리공간 (hyperbolic

metric space)들도 G-볼록공간이 된다. 이런 공간들의 예로는 노름공간,

Hadamard 다양체, 쌍곡적 거리를 가지는 Hilbert ball 등 많이 있으며, 더

구나 쌍곡적 공간들의 임의의 곱도 쌍곡적 공간이 된다. 문헌은 Park [101]을

보라.

예 5. 더구나 G-볼록공간의 연속사상에 의한 치역도 한 G-볼록공간이 된

다.

G-볼록공간의 기본이론은 [57, 63, 74, 86, 88, 91, 104, 105]에서 확립되었

다.

아래에앞으로사용할용어를간단히든다.

한 G-볼록공간 (X ⊃ D; Γ)에 대하여, 한 Γ-볼록부분집합 Y ⊂ X는 임의

의 N ∈ 〈D〉에 대하여, N ⊂ Y 이면 ΓN ⊂ Y 가 되는 것이다. 또, X의 임의

의 부분집합 Y 에 대하여 Y 의 볼록포 (convex hull) Γ-coY 를 다음과 같이 정

한다:

Γ-coY :=
⋂
{Z ⊂ X : Z는 X의 Γ-볼록부분집합이며 Z ⊃ Y }.

이때, Γ-coY =
⋃
{Γ-coN : N ∈ 〈Y 〉}임을쉽게알수있다.

한 G-볼록공간 (X ⊃ D; Γ)에서의 한 확장된 실함수 f : X → R가 의사
오목 [의사볼록] (quasiconcave [resp. quasiconvex])이라함은, 임의의 r ∈ R에
대하여 {x ∈ X : f(x) > r} [resp. {x ∈ X : f(x) < r}]가 Γ-볼록이된다는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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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위상공간 X에대하여 f : X → R가하반연속 [상반연속](lower

[resp. upper] semicontinuous (l.s.c.) [resp. u.s.c.])이라함은, 임의의 r에대하

여 {x ∈ X : f(x) > r} [resp. {x ∈ X : f(x) < r}]가열린집합이된다는것이
다.

3. KKM 정리

임의의 G-볼록공간 (X,D; Γ)에 대하여, 한 KKM 사상 F : D ( X는 모

든 A ∈ 〈D〉에대하여 ΓA ⊂ F (A)가되는다가사상이다.

다음정리는잘알려져있다.

The KKM Principle. Let D be the set of vertices of ∆n and F : D( ∆n

be a KKM map (that is, coA ⊂ F (A) for each A ⊂ D) with closed [resp.

open] values. Then
⋂
z∈D F (z) 6= ∅.

위의 원리의 “닫힌” 경우는 1929년의 Knaster–Kuratowski–Mazurkiewicz

[22]의 정리로서, Sperner’s Lemma를 써서 증명되었으며, Brouwer의 부동점

정리를증명하는데쓰였다. “열린”경우는 1987년에 Shih–Tan [106]과W.K.

Kim [20]이 동시에 발견했다. “닫힌” 경우와 “열린” 경우가 동치임은 Las-

sonde [24]가 처음 보였으며, 아주 쉬운 증명을 최근에 Park [103, 105]이 보

였다.

KKM 정리의초기의응용은 Alexandroff–Hopf [2], Alexandroff [1] 등에나

와있으며, 현대적인해설은 [103]에나와있다.

최근의 몇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G-볼록공간에 관한 KKM 정리를 얻었다

[91, 101]:

Theorem 1. Let (X,D; Γ) be a G-convex space and F : D( X a multimap

such that

(1.1) F has closed [resp. open] values; and

(1.2) F is a KKM map.

Then {F (z)}z∈D has the finite intersection property.

Further, if

(1.3)
⋂
z∈M F (z) is compact for some M ∈ 〈D〉,

then we have
⋂
z∈D F (z) 6= ∅.



64 제2부강연과해설논문(1976-2010)

증명. 임의의 A = {a0, a1, · · · , an} ∈ 〈D〉에 대하여 한 연속함수 φA :

∆n → ΓA로서 다음을 만족하는 것이 존재한다: 임의의 0 ≤ i0 < i1 < · · · <
ik ≤ n에대하여,

φA(co{vi0 , vi1 , · · · , vik}) ⊂ Γ({ai0 , ai1 , · · · , aik}) ∩ φA(∆n).

F 는 KKM 사상이므로, 다음을얻는다.

co{vi0 , vi1 , · · · , vik} ⊂ φ−A(Γ({ai0 , ai1 , · · · , aik}) ∩ φA(∆n))

⊂
k⋃
j=0

φ−A(F (aij) ∩ φA(∆n)).

F (aij) ∩ φA(∆n)은 ΓA의 완폐부분집합 φA(∆n)안의 닫힌 [각각, 열린] 집

합이므로, φ−A(F (aij) ∩ φA(∆n))은 ∆n의 닫힌 [각각, 열린] 부분집합이 된다.

이때 vi 7→ φ−A(F (ai) ∩ φA(∆n))은 {v0, v1, · · · , vn}에서정의된한 KKM 사상

이다. 따라서 KKM 원리에의하여

n⋂
i=0

φ−A(F (ai) ∩ φA(∆n)) 6= ∅

이 되며, 이는 곧
⋂n
i=0 F (ai) 6= ∅를 함의한다. 이로써 첫 부분이 증명되었다.

둘째부분은첫부분에서곧얻어진다. �

G-볼록공간의수많은예들을다룬학자들은그들자신의공간에대하여위

와같은 KKM 정리가성립함을보인경우가많다.

이 정리의 한 간단한 경우가 1961년의 다음과 같은 Ky Fan의 결과로서,

KKM 이론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것이며, 수백 편의 논문의 기본적인 근거

로인용되고있다.

Corollary 1.1. (Fan [6]) Let X be an arbitrary set in a topological vector

space Y . To each x ∈ X, let a closed set F (x) ⊂ Y be given such that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are satisfied:

(1) The convex hull of any finite subset {x1, x2, · · · , xn} of X is contained

in
⋃n
i=1 F (xi).

(2) F (x) is compact for at least one x ∈ X.

Then
⋂
x∈X F (x)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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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흔히 KKMF 정리라부른다.

Granas [12]는다음과같은 KKM 사상의예들을들었다:

(i) 변분문제. 한벡터공간 E의한볼록집합 C에대하여 φ : C → R이한
볼록함수이면

G(x) = {y ∈ C : φ(y) ≤ φ(x)}, x ∈ C,

로정의되는 G : C ( C는한 KKM 사상이된다.

(ii) 최량근사. 위와 같은 C와 E에 대하여, p가 E에서의 한 반노름

(seminorm)이고, f : C → E를한함수라하자. 그러면

G(x) = {y ∈ C : p(f(y)− y) ≤ p(f(y)− x)}, x ∈ C,

로정의되는 G : C ( C는한 KKM 사상이된다.

(iii) 변분부등식. 한 내적공간 (H, 〈·, ·〉)의 한 볼록부분집합 C와 한 함수

f : C → H에대하여,

G(x) = {y ∈ C : 〈f(y), y − x〉 ≤ 0}, x ∈ C,

로정의되는 G : C ( C는한 KKM 사상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푸는 데 위에서의 KKM 정리가 유용함은 쉽게 이해될

것이다. 여러가지형태의 KKM 정리들과그것의동치변형들에대하여는 [29,

30, 32, 34, 38-41, 45, 48, 63, 74, 104, 105]를보라.

4. von Neumann형 최소최대정리

G-볼록공간족 {(Xi, Di; Γi)}i∈I에대하여, 그곱 X :=
∏

i∈I Xi는곱위상을

가진다 하고, D =
∏

i∈I Di라 하자. 각각의 i ∈ I에 대하여 πi : D → Di는

사영함수라 하자. 각각의 A ∈ 〈D〉에 대하여 Γ(A) :=
∏

i∈I Γi(πi(A))라 두면,

(X,D; Γ) 또한한 G-볼록공간이된다. [109]를보라.

특히 모든 i에 대하여 Xi = Di인 경우에, Xi의 Γ-볼록부분집합들의 곱도

곱공간 X안에서의한 Γ-볼록부분집합이된다.

KKM정리 1을써서 von Neumann–Sion최소최대 (minimax)정리의 G-볼

록공간에서의일반화를다음과같이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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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m 2. Let (X; Γ) and (Y ; Γ′) be compact G-convex spaces and f, g :

X × Y → R ∪ {+∞} be functions such that

(2.1) f(x, y) ≤ g(x, y) for each (x, y) ∈ X × Y ;

(2.2) for each x ∈ X, f(x, ·) is l.s.c. and g(x, ·) is quasiconvex on Y ; and

(2.3) for each y ∈ Y, f(·, y) is quasiconcave and g(·, y) is u.s.c. on X.

Then we have

min
y∈Y

sup
x∈X

f(x, y) ≤ max
x∈X

inf
y∈Y

g(x, y).

f = g이고 X와 Y 가 볼록공간일 때, 위의 정리 2는 von Neumann의 최

소최대정리의확장인다음과같은 Sion의정리가된다:

Corollary 2.1. (Sion [107]) Let X, Y be compact convex sets in topological

vector spaces. Let f be a real function defined on X × Y . If

(1) for each fixed x ∈ X, f(x, y) is a l.s.c. quasiconvex function on Y , and

(2) for each fixed y ∈ Y, f(x, y) is an u.s.c. quasiconcave function on X,

then we have

min
y∈Y

max
x∈X

f(x, y) = max
x∈X

min
y∈Y

f(x, y).

실제로 1928년의 von Neumann의정리는 Kakutani [19]가다음과같이표

현하였다.

Corollary 2.2. (von Neumann [111]) Let f(x, y) be a continuous real function

defined for x ∈ K and y ∈ L, where K and L are arbitrary bounded closed

convex sets in two Euclidean spaces Rm and Rn. If for every x0 ∈ K and for

every real number α, the set of all y ∈ L such that f(x0, y) ≤ α is convex, and

if for every y0 ∈ L and for every real number β, the set of all x ∈ K such that

f(x, y0) ≥ β is convex, then we have

max
x∈K

min
y∈L

f(x, y) = min
y∈L

max
x∈K

f(x, y).

이것은 von Neumann이발전시킨 Game 이론의기본정리중하나이며, 그

뒤의여러연구의시발점이된다.

von Neumann형최소최대정리의필자에의한그밖의일반화는 [79, 83, 84,

91-94, 98, 100]에도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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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on Neumann형 교차정리

주어진 곱집합 X =
∏

i∈I Xi와 임의의 i에 대하여, X i =
∏

j 6=iXj라 두

고, πi : X → Xi와 πi : X → X i가 해당되는 사영함수들이라 할 때, πi(x) =

xi, π
i(x) = xi라나타내기로하자. 주어진 x, y ∈ X에대하여

(yi, x
i) := (x1, · · · , xi−1, yi, xi+1, · · · , xn)

라한다.

우리의 KKM 이론 안에서, Ky Fan형 교차정리의 다음과 같은 일반화를

얻는다:

Theorem 3. Let X =
∏n

i=1Xi, (X; Γ) be a compact G-convex space, and A1,

A2, · · · , An n subsets of X such that

(3.1) for each x ∈ X and i = 1, · · · , n, the set Ai(x) = {y ∈ X : (yi, x
i) ∈

Ai} is Γ-convex and nonempty; and

(3.2) for each y ∈ X and i = 1, · · · , n, the set Ai(y) = {x ∈ X : (yi, x
i) ∈

Ai} is open.

Then
⋂n
i=1 Ai 6= ∅.

각각의 Xi가완폐 G-볼록공간일때, X도완폐 G-볼록공간이된다.

von Neumann은 그의 최소최대정리를 1937년에 다음과 같이 확장하였는

데, 이는위의정리 3의단순한결과가된다.

Corollary 3.1. (von Neumann [112]) Let K and L be two compact convex

sets in the Euclidean spaces Rm and Rn, and let us consider their Cartesian

product K × L in Rm+n. Let U and V be two closed subsets of K × L such

that for any x0 ∈ K the set Ux0 , of y ∈ L such that (x0, y) ∈ U , is nonempty,

closed and convex and such that for any y0 ∈ L the set Vy0 , of all x ∈ K such

that (x, y0) ∈ V , is nonempty, closed and convex. Under these assumptions,

U and V have a common point.

6. Nash 평형정리

정리 3으로부터곧다음과같은 G-볼록공간에관한 Nash 평형정리를얻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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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m 4. Let X =
∏n

i=1Xi, (X; Γ) a compact G-convex space, and

f1, · · · , fn : X → R continuous functions such that

(4.1) for each x ∈ X, each i = 1, · · · , n, and each r ∈ R, the set {(yi, xi) ∈
X : fi(yi, x

i) > r} is Γ-convex.

Then there exists a point x ∈ X such that

fi(x) = max
yi∈Xi

fi(yi, x
i) for i = 1, · · · , n.

von Neumann의 최소최대정리의 최초의 괄목할만한 일반화는 비협력게임

의 평형점의 존재에 관한 1951년의 Nash의 정리이다. 다음의 것은 Ky Fan

[7]의표현을따랐다:

Corollary 4.1. (Nash) Let X1, X2, · · · , Xn be n(≥ 2) nonempty compact

convex sets each in a real Hausdorff topological vector space. Let f1, f2, · · · , fn
be n real-valued continuous functions defined on X =

∏n
i=1 Xi. If for each

i = 1, 2, · · · , n and for any given point (x1, · · · , xi−1, xi+1, · · · , xn) ∈
∏n

j 6=iXj,

fi(x1, · · · , xi−1, xi, xi+1, · · · , xn) is a quasiconcave function on Xi, then there

exists a point (x̂1, x̂2, · · · , x̂n) ∈
∏n

i=1Xi such that

fi(x̂1, x̂2, · · · , x̂n) = max
yi∈Xi

fi(x̂1, · · · , x̂i−1, yi, x̂i+1, · · · , x̂n) (1 ≤ i ≤ n).

Nash는 이 업적으로 뒤에 Nobel 경제학상을 받았다. 평형정리의 그밖의

일반화는 [79, 84, 93]에도나와있다.

7. Fan–Browder형 부동점정리

X ⊂ Y 일 때, 한 다가사상 F : X ( Y 의 한 부동점 (fixed point) x0 ∈
X은 x0 ∈ F (x0)이되는점이다. 흔히 y ∈ F (x)를 x ∈ F−(y)라나타내는데,

F− : Y ( X도한다가사상이된다.

한 집합 X안에서의 한 이항관계 (binary relation) R은 한 다가사상 T :

X ( X로생각할수있으며, 그역도성립하는데, 그것은다음과같은자명한

방식에서이다:

y ∈ T (x) if and only if (x, y) ∈ R.

따라서, 한점 x0 ∈ X를한사상 T : X ( X의극대원 (maximal element)이

라부르는것은 T (x0) = ∅인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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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 정리 1로부터다음정리를직접얻을수있다:

Theorem 5. Let (X,D; Γ) be a compact G-convex space and S : D( X, T :

X ( X two maps such that

(5.1) S(z) is open for each z ∈ D; and

(5.2) for each y ∈ X, N ∈ 〈S−(y)〉 implies ΓN ⊂ T−(y).

Then either

(i) T has a fixed point x0 ∈ X; that is x0 ∈ T (x0); or

(ii) there exists a y ∈ X such that S−(y) = ∅.

증명. 결론 (ii)의 부정으로, 임의의 y ∈ X에 대하여 한 z ∈ D로서 z ∈
S−(y) 즉 y ∈ S(z)인 것이 존재한다고 하자. 따라서 X =

⋃
z∈D S(z)이고

S(z)는 열린 집합이다. X는 완폐이므로 어떤 {a1, a2, · · · , an} ∈ 〈D〉에 대하
여 X =

⋃n
i=1 S(ai)가된다. 이제한사상 F : D( X를 F (z) := X\S(z), z ∈

D, 라정의하면, (5.1)로부터각 F (z)는닫힌집합이다. 또,

n⋂
i=1

F (ai) = X\
n⋃
i=1

S(ai) = X\X = ∅

이다. 따라서 {F (z)}z∈D는유한교차성을가지지않는다.

이는, KKM 정리 1의첫부분에따라, F 가 KKM 사상이아님을의미한다.

즉, 어떤 {z1, z2, · · · , zm} ∈ 〈D〉에대하여

Γ({z1, z2, · · · , zm}) 6⊂
m⋃
i=1

F (zi).

이다. 따라서 어떤 x∗ ∈ Γ({z1, z2, · · · , zm})로서 모든 i = 1, · · · ,m에 대하여
x∗ /∈ F (zi)인것이존재한다.

x∗ /∈ F (zi) ⇐⇒ x∗ ∈ S(zi) ⇐⇒ zi ∈ S−(x∗)

이므로, (5.2)로부터

x∗ ∈ Γ({z1, z2, · · · , zm}) ⊂ T−(x∗)

임을안다. 즉, x∗ ∈ T (x∗)이되어, 결론 (i)이성립한다. �

(i)이 성립하는 경우에 정리 5를 Fan–Browder형 부동점정리라 부르며,

(ii)가성립하는경우에극대원정리라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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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Fan–Browder 부동점정리는아래의따름정리 5.4에서보는바와같

이 정의역이 완폐인 경우이었는데, 이것을 사상 T 의 완폐성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1990년의 Ben-El-Mechaiekh의 conjecture이다. 이것이 부

분적으로 성립하는 예는 [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

인꼴로는아직해결되어있지않다.

정리 5로부터다음과같은 Fan–Browder형정리들을얻는다.

Corollary 5.1. Let (X,D; Γ) be a compact G-convex space and S : X (

D, T : X ( X two maps such that

(1) for each x ∈ X, N ∈ 〈S(x)〉 implies ΓN ⊂ T (x); and

(2) X =
⋃
{IntS−(z) : z ∈ D}.

Then T has a fixed point x0 ∈ X.

Corollary 5.2. Let (X ⊃ D; Γ) be a compact G-convex space and S : X ( D

a map such that

(1) for each x ∈ X, S(x) is nonempty; and

(2) for each z ∈ D, S−(z) is open.

Then there exists an x̂ ∈ X such that x̂ ∈ Γ-coS(x̂).

다음은따름정리 5.1 또는 5.2의간단화된형태이다:

Corollary 5.3. Let (X; Γ) be a compact G-convex space and T : X ( X a

map such that

(1) for each x ∈ X,T (x) is Γ-convex; and

(2) X =
⋃
{IntT−(y) : y ∈ X}.

Then T has a fixed point.

따름정리 5.3으로부터 Browder의 1968년의다음정리를쉽게얻는다:

Corollary 5.4. (Browder [5]) Let K be a nonempty compact convex subset

of a topological vector space. Let T be a map of K into 2K , where for each

x ∈ K, T (x) is a nonempty convex subset of K. Suppose further that for each

y in K, T−(y) is open in K. Then there exists x0 in K such that x0 ∈ T (x0).

Browder의 위의 정리는 그보다 앞선 1961년의 Fan [6]의 도형적 [또는

절단성질에 관한] 예비정리 (lemma)와 KKMF 정리와 동치임이 곧 밝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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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는증명에서 Brouwer부동점정리와단위분할논법을썼다.

Browder와 Fan이 모두 Hausdorff 위상벡터공간에 대하여 그들의 결과를

얻은것은흥미롭다.

Browder [5]는 그의 정리를 다가사상의 부동점정리들, 최소최대정리들, 변

분부등식들, 단조사상의 확대정리들 사이의 상호관련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데

사용하였다.

한편 Fan–Browder형 정리들을 써서 Borglin and Keiding [3]과 Yannelis

and Prabhakar [113]는수리경제에서의극대원의존재의응용을보였다.

그들이 얻은 정리를 G-볼록공간으로 확장하여 따름정리 5.2와 동치인 다

음을얻는다:

Corollary 5.5. Let (X,D; Γ) be a compact G-convex space and S : X (

D, T : X ( X two maps such that

(1) S−(z) is open for each z ∈ D;

(2) for each x ∈ X, N ∈ 〈S(x)〉 implies ΓN ⊂ T (x); and

(3) for each x ∈ X, x /∈ T (x).

Then there exists an x̂ ∈ X such that S(x̂) = ∅.

Fan–Browder형 부동점정리와 극대원정리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본인의

논문들 [29, 39, 48, 53, 61, 73, 83, 85]에도나와있다.

8. Ky Fan형 최소최대부등식

Fan–Browder형 부동점정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해석적 교대형식 (analytic

alternative)을 얻는데, 이는 여러 가지 평형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근거가 된

다.

Theorem 6. Let (X,D; Γ) be a G-convex space, f : D × X → R and g :

X ×X → R two extended real valued functions, and α, β ∈ R. Suppose that

(6.1) {y ∈ X : f(z, y) > α} is open for each z ∈ D;

(6.2) for each y ∈ X, N ∈ 〈{z ∈ D : f(z, y) > α}〉 implies ΓN ⊂ {x ∈ X :

g(x, y) > β}; and

(6.3) {y ∈ X : f(z0, y) ≤ α} is compact for some z0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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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either

(a) there exists a ŷ ∈ X such that f(z, ŷ) ≤ α for all z ∈ D; or

(b) there exists a x̂ ∈ X such that g(x̂, x̂) > β.

정리 6으로부터 Ky Fan최소최대부등식 (minimax inequality)의 다음과

같은일반적인꼴을곧얻을수있다:

Theorem 7. Under the hypothesis of Theorem 6, if α = β = sup{g(x, x) :

x ∈ X}, then

(c) there exists a ŷ ∈ X such that

f(z, ŷ) ≤ sup
x∈X

g(x, x) for all z ∈ D; and

(d) we have the minimax inequality

inf
y∈X

sup
z∈D

f(z, y) ≤ sup
x∈X

g(x, x).

정리 7의원조는다음과같은 1972년의 Ky Fan최소최대부등식이다:

Corollary 7.1. (Fan [9]) Let X be a compact convex set in a topological

vector space. Let f be a real function defined on X ×X such that:

(a) For each fixed x ∈ X, f(x, y) is a l.s.c. function of y on X.

(b) For each fixed y ∈ X, f(x, y) is a quasiconcave function of x on X.

Then the minimax inequality

min
y∈X

sup
x∈X

f(x, y) ≤ sup
x∈X

f(x, x)

holds.

이것은어떤뜻에서는 Sion의최소최대정리의본질을잘파악한것이라볼

수있다.

Ky Fan형최소최대부등식에관한필자의그밖의연구에대하여는 [39, 42,

46, 48, 50, 63, 64]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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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소 G-볼록공간에서의 부동점정리들

한 G-볼록공간 (X ⊃ D; Γ)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한 국소 G-볼록공간

(locally G-convex space) 또는 LG-공간이라 부른다: (X,U)는 한 분리균질공

간으로서 D는 X에서조밀하며, 균질성의한기저 {Vλ}λ∈I가존재하되, 임의

의 λ ∈ I에대하여, C ⊂ X가 Γ-볼록이면 {x ∈ X : C ∩ Vλ[x] 6= ∅}도 Γ-볼록

이된다. 여기에서 Vλ[x] = {x′ ∈ X : (x, x′) ∈ Vλ}이다.

두 위상공간 X와 Y 에 대하여, 한 다가사상 F : X ( Y 가 상반연속

(upper semicontinuous, u.s.c.)이라 함은 Y 의 임의의 닫힌 집합 C에 대하여

F−(C) := {x ∈ X : F (x) ∩ C 6= ∅}가 X의닫힌집합이되는것이다. 또 F 가

완폐 (compact)라함은그치역 F (X)가 Y 의한완폐집합에포함됨을가리킨

다.

최근에 필자는 “열린” 경우의 KKM 정리로부터 해석적부동점이론에 나타

나는 많은 정리들이 직접 얻어짐을 보일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그 중 비교적

간단한것들만을들기로한다.

다음은필자의 [101]의주정리이다:

Theorem 8. Let (X,D; Γ) be an LG-space and T : X ( X a compact u.s.c.

multimap with nonempty closed Γ-convex values. Then T has a fixed point

x0 ∈ X; that is, x0 ∈ Tx0.

위의 정리에서, 만약에 임의의 N ∈ 〈D〉에 대하여 ΓN ⊂ D이면, T 는 D

위에서만 Γ-볼록인 함수값을 가지면 충분하며, 굳이 X전체에서 Γ-볼록인 값

을가지지않아도된다.

정리 8의 유용성을 보이기 위하여, Himmelberg [14]가 도입한 다음 개

념을 든다: 한 위상벡터공간 E의 한 공아닌 부분집합 Y 가 거의 볼록 (al-

most convex)이라 함은, E의 원점 0의 임의의 근방 V 와 Y 의 임의의 유

한부분집합 {y1, y2, · · · , y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Y 의 유한부분집

합 {z1, z2, · · · , zn}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임의의 i = 1, 2, · · · , n에 대하여
zi − yi ∈ V 이고 co{z1, z2, · · · , zn} ⊂ Y 이다.

필자는 E의 한 부분집합 X가 거의 볼록인 부분집합 Y 를 가지면, X를

한 G-볼록공간이 되게 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G-볼록공간의 한 새

로운 예를 찾아낸 것이며, 이 사실을 써서 위의 정리의 한 중요한 예를 다음과

같이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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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llary 8.1. Let X be a subset of a locally convex Hausdorff topological

vector space E and Y an almost convex dense subset of X. Let T : X ( X

be a compact u.s.c. multimap with nonempty closed values such that Ty is

convex for all y ∈ Y . Then T has a fixed point.

위의따름정리 8.1의 X = Y 인특수한경우가다음의정리이다:

Corollary 8.2. (Himmelberg [14]) Let X be a nonempty convex subset of a

locally convex Hausdorff topological vector space E and T : X ( X a compact

u.s.c. multimap with nonempty closed convex values. Then T has a fixed point

x0 ∈ T (x0).

실제로이정리는역사상잘알려진 Brouwer, Schauder, Tychonoff, Hukuhara,

Kakutani, Bohnenblust and Karlin, Fan, Glicksberg 등의 부동점정리들을 포

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진 것은 다가사상에 관한 첫 부동점정리인

1941년의 Kakutani의다음과같은정리이다:

Corollary 8.3. (Kakutani [19]) If x 7→ Φ(x) is an upper semicontinuous point-

to-set mapping of an r-dimensional closed simplex S into the family of closed

convex subset of S, then there exists an x0 ∈ S such that x0 ∈ Φ(x0).

또는이것과동치인것으로

Corollary 8.4. (Kakutani [19]) Corollary 8.3 is also valid even if S is an

arbitrary bounded closed convex set in a Euclidean space.

Kakutani는 von Neumann의 교차성예비정리와 최소최대정리의 간단한

증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위의 두 정리를 Brouwer부동점정리로부터 이끌어

냈다.

필자의해석적부동점이론에서의통일화는방대한내용이어서수십편의문

헌을 일일이 들지는 않기로 하거니와 독자들은 필자의 [54, 89, 90, 97, 101]에

서 그 주요내용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들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연구

가현재진행중이다.

10. 변분부등식들

정리 6 또는정리 7의 Ky Fan형최소최대부등식을써서다음과같은변분

부등식의해의존재정리를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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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m 9. Let (X; Γ) be a compact G-convex space and p, q : X ×X → R
and h : X → R functions satisfying

(9.1) p(x, y) ≤ q(x, y) for each (x, y) ∈ X × X, and q(x, x) ≤ 0 for all

x ∈ X;

(9.2) for each x ∈ X, q(x, ·) + h(·) is quasiconcave on X; and

(9.3) for each y ∈ X, p(·, y)− h(·) is l.s.c. on X.

Then there exists a y0 ∈ X such that

p(x, y0) + h(y0) ≤ h(x) for all x ∈ X.

이 정리는 또한 많은 특별한 경우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널리 알려진

것두개만들기로한다.

Corollary 9.1. (Hartman–Stampacchia [13]) Let K be a compact convex

subset in Rn and f : K → Rn a continuous map. Then there exists u0 ∈ K
such that

(f(u0), v − u0) ≥ 0 for v ∈ K,

where (·, ·) denotes the scalar product in Rn.

따름정리 9.1로부터 Hartman and Stampacchia는 어떤 비선형 타원형 미

분함수방정식에관련된 Dirichlet 경계값문제들의 (약한)균등 Lipshitz 연속해

들의 존재와 일의성을 이끌어 냈다. 실제로 이 따름정리 9.1은 Brouwer부동

점정리와동치이다.

위의따름정리 9.1을 1967년에 Browder가다음과같이확장하였다:

Corollary 9.2. (Browder [5]) Let E be a locally convex Hausdorff topological

vector space, K a compact convex subset of E, and T a continuous mapping

of K into E∗. Then there exists an element u0 of K such that

(T (u0), u− u0) ≥ 0

for all u ∈ K.

여기에서 E∗는 E의 위상적 쌍대이며 ( , )는 E∗와 E의 원소 사이의

pair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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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der의정리또한부동점이론을비롯한여러분야에응용되었다.

변분부등식에 관한 필자의 연구로는 [28, 31, 33, 35, 37, 56, 77]이 있으며,

보다일반적인형태의변분부등식에관한문헌은 12절의것을보기바란다.

11. 최량근사

정리 9의한간단한결과는다음과같다:

Theorem 10. Let X be a compact convex subset of a topological vector space

E and f : X → E a continuous function. Then for any continuous seminorm

p on E, there exists a point y0 ∈ X such that

p(y0 − f(y0)) ≤ p(x− f(y0)) for all x ∈ X.

이 정리는 Ky Fan [8]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흔히 최량근사정리라 불리우

며, 부동점의 존재정리나 상반연속 다가사상보다 일반적인 사상족에 관한 비

분리정리들에적용되었다.

예를들면, 다음과같은 Schauder 부동점정리의확장이있다

Corollary 10.1. (Fan [8]) Let X be a nonempty compact convex set in a

normed vector space E. For any continuous map f : X → E, there exists a

point y0 ∈ X such that

‖y0 − f(y0)‖ = min
x∈X
‖x− f(y0)‖.

(In particular, if f(X) ⊂ X, then y0 is a fixed point of f .)

최량근사에 관련된 필자의 논문으로는 [27, 36, 44, 47, 49, 51, 58, 65, 66,

69, 76, 80, 87]이있다.

12. 일반화 의사평형문제들

아무런 선형구조를 가지지 않는 G-볼록공간에서의 어떤 의사평형문제

(QEP)의해의존재는다음과같이보일수있다:

Theorem 11. Let (X; Γ) be a compact G-convex space, and let S : X ( X

be a map with nonempty Γ-convex values and open fibers (that is, S−(z)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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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for each z ∈ X) such that S : X ( X is u.s.c. Suppose that ψ : X×X →
R is a continuous function such that ψ(x, ·) is quasiconvex and

ψ(x, x) ≥ 0 for all x ∈ X.

Then there exists an x̂ ∈ X such that

x̂ ∈ S(x̂) and ψ(x̂, x) ≥ 0 for all x ∈ S(x̂)

이는 Lin and Park [78]의한정리이다.

이와유사한정리는너무나많아서일일이들수가없으나, 이절끝의문헌

을참고하기바란다.

한 Hausdorff 위상벡터공간 (t.v.s.) E의 한 공아닌 부분집합 X가 (Klee

[21]의 의미에서) 허용가능 (admissible)이라 함은, X의 임의의 완폐부분집합

K와 E의 원점 0의 임의의 근방 V 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한 연속함수

h : K → X가 존재함을 뜻한다: 모든 x ∈ K에 대하여 x − h(x) ∈ V 이고,

h(K)는 E의한유한차원부분공간 L에포함된다.

일찌기 Hukuhara와 Nagumo는 한 국소볼록위상벡터공간의 임의의 볼록

부분집합이 허용가능임을 보였다. 허용가능인 위상벡터공간의 예로는 0 <

p < 1일 때의 lp, Lp(0, 1), Hardy 공간 Hp, [0, 1]에서의 가측사상들의 동치류

의공간 S(0, 1),어떤 Orlicz공간들, Schauder기저를가지는 ultrabarrelled위

상벡터공간 등이 있다. 또 F -norm을 줄 수 있는 위상벡터공간의 임의의 국소

볼록부분집합이나 한 위상벡터공간의 임의의 완폐, 볼록, 국소볼록인 부분집

합은허용가능임이알려져있다.

필자 [68, 89, 90, 93]는다음과같은부동점정리를얻었는데, 이는 Himmel-

berg [14]의정리를크게확장한것이다:

Theorem 12. Let E be a t.v.s. and X an admissible convex subset of E.

Then any compact acyclic map F : X ( X has a fixed point x ∈ X; that is,

x ∈ F (x).

여기에서 비윤상사상 (acyclic map)이라 함은 상반연속 (u.s.c.)이면서 공

아닌 닫힌 비윤상값을 가지는 다가사상을 가리킨다. 또 한 위상공간이 비윤상

이라 함은 유리수계수에 관한 reduced Čech homology groups가 모두 단위원

만으로되어있음을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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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정리 12로부터곧다음과같은일반화의사평형문제 (GQEP)의해의

존재정리를얻는다.

Theorem 13. Let X and Y be admissible convex subsets of t.v.s. E and F ,

respectively, S : X ( X a compact closed map, T : X ( Y a compact acyclic

map, and φ : X × Y ×X → R an u.s.c. function. Suppose that

(13.1) the function m : X × Y → R defined by

m(x, y) = max
s∈S(x)

φ(x, y, s) for (x, y) ∈ X × Y

is l.s.c.; and

(13.2) for each (x, y) ∈ X × Y , the set

M(x, y) = {u ∈ S(x) : φ(x, y, u) = m(x, y)}

is acyclic.

Then there exists an (x̂, ŷ) ∈ X × Y such that

x̂ ∈ S(x̂), ŷ ∈ T (x̂), and φ(x̂, ŷ, x̂) ≥ φ(x̂, ŷ, s) for all s ∈ S(x̂).

이는 필자 [93]의 한 정리이다. 정리 12와 13이 동치임은 자명하다. 10절

과 12절에 관련된 본인의 연구는 [52, 56, 59, 60, 62, 63, 70-72, 75, 81, 95]에

나와있다.

13. 전이된 닫힌 (열린)사상값을 가지는 경우

위의정리들의대부분은 Brouwer 부동점정리, Sperner 예비정리, KKM 원

리와동치이다. [54, 63, 89, 90, 103]을보라.

흔히 많은 저자들이 KKM 사상의 사상값을 완폐적으로 닫힌 (compactly

closed) 집합 또는 유한적으로 닫힌 (finitely closed) 집합으로, 또는 그에 대응

되는 열린 집합으로, 잡는 경향이 있어 왔는데, 이런 경우에 볼록공간 그 자체

에 완폐적으로 생성된 위상 (compactly generated topology) 또는 유한적으로

생성된 위상 (finitely generated topology)을 줌으로써 굳이 그러한 사상값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은 KKM 원리와 동치인 많은 정리들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본인의 것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논문들에서 오랜동안 이같은 사실

들이간과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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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ian [110]이 도입한 전이된 닫힌 사상값을 가지는 (transfer closed-

valued) KKM 사상에 관하여 G-볼록공간에서의 KKM 원리의 또다른 변형이

다음과같이얻어진다:

Theorem 14. Let (X,D; Γ) be a G-convex space and F : D( X a map such

that

(14.1)
⋂
z∈D F (z) =

⋂
z∈D F (z) [that is, F is transfer closed-valued];

(14.2) F is a KKM map; and

(14.3)
⋂
z∈M F (z) is compact for some M ∈ 〈D〉.

Then we have
⋂
z∈D F (z) 6= ∅.

이것을 써서 KKM 원리와 동치인 많은 정리들에서 닫힌 값 [열린 값] 대신

에 전이된 닫힌 [열린] 값으로 대치한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Fan–Browder형정리 5는다음과같이일반화된다.

Theorem 15. Let (X,D; Γ) be a compact G-convex space and S : D (

X, T : X ( X two maps such that

(15.1)
⋃
z∈D S(z) =

⋃
z∈D IntS(z) [that is, S is transfer open-valued]; and

(15.2) for each y ∈ X, N ∈ 〈S−(y)〉 implies ΓN ⊂ T−(y).

Then either

(i) T has a fixed point x0 ∈ X, that is, x0 ∈ T (x0); or

(ii) there exists a y ∈ X such that S−(y) = ∅.

다른정리들도이같은방법으로적절히변형할수있다. 이절과다음절의

내용은 [104]를따랐다.

14. 일반화된 완폐성 조건

앞의모든정리들이관련된공간의완폐성또는그에대치되는조건을가지

고 있음을 주목하자. 이같은 완폐성 조건 (compactness condition) 또는 강제

성 조건 (coercivity condition)이 여러 개 있는데, 저자가 주로 사용하는 아주

일반적인것을들어보기로하자.

한 G-볼록공간 (X ⊃ D; Γ)와 X의 한 부분집합 Y 에 대하여, (Y, Y ∩
D; Γ′)이 (X ⊃ D; Γ)의한 G-볼록부분공간이라함은, 임의의 A ∈ 〈Y ∩D〉에
대하여 Γ′(A) := Γ(A) ∩ Y 라둘때, (Y, Y ∩D; Γ′) 자신이한 G-볼록공간이됨

을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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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G-볼록공간 (X ⊃ D; Γ)에 대하여, 우리는 아주 일반적인 완폐성 조건

을가지는 KKM 정리의일반적인꼴을얻는다.

Theorem 16. Let (X ⊃ D; Γ) be a G-convex space, K a nonempty com-

pact subset of X, and F : D( X a multimap such that

(16.1)
⋂
z∈D F (z) =

⋂
z∈D F (z);

(16.2) F is a KKM map; and

(16.3) for each N ∈ 〈D〉, there exists a compact G-convex subspace LN of

X containing N such that

LN ∩
⋂
{F (z) : z ∈ LN ∩D} ⊂ K.

Then K ∩
⋂
{F (z) : z ∈ D} 6= ∅.

완폐성 조건 (16.3)은 S.Y. Chang이 처음 사용하고, 본인이 10년 넘게 보

급시킨바있는데, 최근에서야이것을사용하는사람들이나타나기시작했다.

이것을 우리가 [63,91]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동치 변형을 해나가면, 다음

과같은 Fan–Browder형부동점정리를얻는다.

Theorem 17. Let (X ⊃ D; Γ) be a G-convex space, K a nonempty com-

pact subset of X, and S : X ( D, T : X ( X multimaps. Suppose that

(17.1) for each x ∈ X, M ∈ 〈S(x)〉 implies ΓM ⊂ T (x);

(17.2) K ⊂
⋃
{IntS−(z) : z ∈ D}; and

(17.3) for each N ∈ 〈D〉, there exists a compact G-convex subspace LN of

X containing N such that

LN\K ⊂
⋃
{IntS−(z) : z ∈ LN ∩D}.

Then T has a fixed point.

15. 개인적인 회고와 전망

1983년여름 NATO-ASI, Montreal에참가하여 Ky Fan과 A. Granas의강

연을 듣고, KKM 원리의 여러 가지 응용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주로 위상벡

터공간의 볼록집합에 대한 연구에 시종했는데, 1983년 이후에는 Lassonde의

볼록공간 (convex space)의연구로대세가바뀌었다 [23]. 그뒤곧 Horvat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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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공간 (또는 H-공간) [15-18]이나타남에따라수많은사람들이 Ky Fan의업

적들 [6-11]과 그밖의 결과들을 c-공간의 경우로 확장하는 연구에 종사하게 되

었다. 그밖에도여러학자들이필요에따라여러가지추상적볼록공간을생각

해내고그에관한연구를진행하고있었다.

1991년의 Halifax 회의에서 본인은 이같은 연구를 처음으로 KKM 이론이

라 불렀다 [39]. 그 뒤 1992년 겨울, 본인은 UCLA를 방문 중이었는데, 그 때

에 비로소 일반화 볼록공간의 개념을 얻게 되었다. 이는 한 달 이상의 불면의

밤들과수없이많은사고실험을거쳐얻어진것이며, 이런종류의공간이기존

의 KKM 이론의대부분의결과를표현하는데적절한것임을알게되었다. 그

뒤에도, 이러한공간의개념을조금씩개선하여오늘날이논문에나타낸것과

같은형태로바꾸어왔다.

1993년 이후에 일반화 볼록공간의 이론은 김훈주, M.P. Chen, L.-J. Lin,

김인숙박사의협조를받아많은논문으로전개되었다. 이같은연구방향은미

국,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프랑스, 타이완, 베트남, 중국, 폴란드 등으로 파급

되었고, 이들 여러 나라에서 여러 명의 박사논문의 주제가 되어 왔다. 이 과

정을 통하여, 볼록공간이나 C-공간에서 성립하는 것이 G-볼록공간에서 다 성

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용한 결과들이 이같이 넓은 범위의 공간족

에서 성립한다는 것은 명백해졌으며, 보다 추상적인 G-볼록공간의 범주에서

KKM 이론의 새로운 결과도 많이 얻어졌다. 그런데도 아직 좁은 범위의 공간

족에관한연구를계속하는이들이많다는사실이안타깝다. 앞으로이공간족

에 관한 연구가 좀더 체계화되고, 더 새로운 괄목할만한 내용이 발견되고, 그

들이크게응용될수있는날이오기를기대한다.

이 논문의 일부 내용은 Internatinal Workshop on Applied Analysis and

Optimization (AAO’2000), Aug. 23-31, 2000, Danang, Vietnam의 초청강연

으로발표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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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Equilibrium Problems in Generalized Convex Spaces

We show that how the fundamental theorems on equilibrium problems can be

extended to generalized convex spaces. Precisely, most of important results in the

KKM theory hold without assuming the linearity in topological vector spaces. Such

examples are the KKM theorem, the minimax theorem and the intersection lemma of

von Neumann, the Nash equilibrium theorem, various fixed point theorems, Ky Fan’s

minimax inequality, variational inequalities, best approximation theorems, existence

theorems for solutions of generalized quasi-equilibrium problems,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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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이해설논문은문헌상다음의것이다.

Equilibrium problems in generalized convex spaces, Comm. Korean Math.

Soc. 15 (2000), 197–231. (in Korean) MR 2002h:47088. Zbl 972.47047.

그내용은저자가정의한일반화볼록공간또는 G-볼록공간상에서의평형

문제전반을다룬것으로, 저자가발견한그때까지의 KKM 이론의정수를해

설한것이며, 역사상귀중한문헌이다. 그영문판은

Some equilibrium problems in generalized convex spaces, Acta Math. Viet-

nam. 26 (2001), 349-364. MR 2003g:90113. Zbl 1020.46026.

로간행되었다.

위의영문설명에서보는바와같이, 이해설논문은부경대, 경성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국제회의, 대한수학회 새 천년 국제회의, 타이완 창화사대에서

의연속강의에서발표된내용을담고있다.

그러나그뒤의본인의연구의수많은국제적인추종자들이 G-볼록공간의

확장또는유사물을주장하는일이많아져, 저자는다시이내용을추상볼록공

간또는 KKM 공간의이론으로확장하게된다. 아직도몇사람이 G-볼록공간

의범위에서기왕에알려진연구를답습하고있다.

한편 추상볼록공간에 관한 다른이들의 추격도 2018년 현재 더러더러 나타

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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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합리적 사고의 형식과 패턴의 과학

1. 21세기의 수학

5천년 전에 발생하여 높고 넓게 그리고 깊게 발전하여 온 수학은, 오늘날

널리과학과기술의기초를이룸과동시에철학을비롯한모든학문과깊은연

관성을가지며, 지식의기반으로서대단히중요한지위를차지하고있다.

수학은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산술(算術) 또는 산학(算學)이라 불리었던 수

와 도형에 관한 학문이었다. 수학(數學)이라는 말은 19세기 말에 도입되었으

며, 20세기중반부터는수리과학이라는더넓은이름이쓰이고있다.

서양에서의 수학은 기원전 500년까지는 주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쓰였는데, 그내용은글자그대로수에관한탐구이었다. 기원전 500년에서기

원후 300년까지의 그리스 수학은 주로 도형에 관한 학문의 체계를 처음 세운

것이다. 그리스 수학의 초기에 수학 전반을 가리키던 geometry의 geo의 발음

을중국식으로표기한것이기하(幾何)이다.

수학은 mathematics의 역어인데, 그리스말 마씨마타에서 나왔다. 이 말은

플라톤의 시대까지는 단순히 학과라는 뜻이었으며, 피타고라스학파의 학과는

정수론(산술), 기하학, 천문, 음악이었다. 그 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위

의네학과만을마씨마타라부르게되고, 그때에논리적인수학이탄생함에따

라수학만을의미하는것으로바뀌었다. 양의동서와때의고금을막론하고수

학이교육의근간이었음은유념할만하다.

수학의 내용은 17 세기까지는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 데카르트의 좌표 도

입으로 구체적 과학이던 기하학이 추상적 과학으로 바뀌고, 뉴턴과 라이프니

츠가 미적분학을 창시함으로써 운동, 변화, 공간에 관한 수학이 생겨났다. 19

세기말부터 칸토르의 집합론 위에 신질서를 지니고 전개된 수학은 수, 도형,

운동, 변화, 공간, 및이러한연구에쓰이는수학적구조와도구에관한연구로

발전되어왔다.

수학은 20세기에 들어와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 응용수학의 모든 분야

에 걸쳐 세분화,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그 기초를 바로잡아 엄

밀한 공리 위에 수학을 세우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수학은 몇

백개의서로다른이론이모여서이루어진학문이되었다. 수학을방법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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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학문들의 총칭인 수리과학까지 고려한다면 그것을 구성하는 이론들은 너

무나 많아서 그들을 일일이 구별하여 조직적으로 해설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

려운일이되었다.

수학은 기본적인 사물의 패턴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논리적인 체계

로조직한것이며, 모든과학의언어로서자연과학, 공학, 기술, 인문사회과학,

예술의모델이며, 이들에게방법론을제공해준다. 이와같이수학은모든학문

의 기초로서 과학 발전을 주도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흥미 있는 유익한 문제

를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어, 수학에 몰입하다 보면 수학의 아름다움, 수학하

는즐거움을느낄수있다.

더구나 20세기 중반부터는 폰 노이만 von Neumann과 같은 수학자들의 주

도로 컴퓨터 문화가 정착함에 따라, 복잡한 현대사회에서의 행동과학 방면에

서도 큰 응용이 나타나서, 데이터분석과 정보처리를 위한 정보과학의 기반이

되었으며, 21세기 IT 산업의 핵심이기도 하다. 20세기에 수백 개의 이론과 그

응용이 나타났었던 것에 비추어, 21세기의 수학에 어떤 새로운 분야들이 나타

나리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클레이 연구소가 제시한 7개의 현상문제를 비롯

한 수많은 미해결문제의 해결과 산업의 발달에 따르는 새로운 이론의 창출의

필요때문에수학자체의중요성이크게증대되리라는것은말할나위가없다.

2. 수학의 각 분야

(1) 대수학

대수학은 원래 방정식을 푸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1차, 2차 방정식은 옛부

터 풀 수 있었고 3차, 4차 방정식은 이미 16세기에 방정식의 계수들로부터 사

칙연산과거듭제곱근을써서근을이끌어낼수있었다. 이를대수적해법이라

부른다. 그러나 19세기초에아벨 Abel은 5차이상의일반대수방정식을이와

같이풀수는없음을증명하였다.

수또는식의집합으로서, 그원소들사이에사칙연산을자유로이할수있

는것들을오늘날체(體, field)라부르는데, 유리수전체, 실수전체, 복소수전

체등이체를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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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생각에 따라 방정식론을 근본적으로 개혁한 것이 갈르와 Galois 의

이론이다. 이이론에따르면임의의각의삼등분문제와입방배적문제가자와

컴퍼스만으로 작도되지 않는 이유와, 5차 이상의 방정식이 대수적으로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잘 설명된다. 위와 같은 체의 이론은 데데킨트 Dedekind, 힐버트

Hilbert 등이조직적으로연구하여오늘날크게발전되어있다.

위의 체와 같이, 한 집합의 원소들 사이에 몇 개의 연산이 정의되어 있고,

이들이 어떤 규칙을 따를 때, 그 집합은 한 대수계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러한

여러가지대수계의연구가오늘날의대수학의주된연구대상이다.

정수론은 그리스 시대부터 연구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소수 분포

와 부정방정식이 주된 연구 분야였다. 페르마 Fermat의 최후의 정리가 360여

년만인 1995년에증명된것과같이, 정수론은아직도활발히연구되고있으며,

최근에는암호학이나부호이론등에응용되고있다.

그밖에도 대수학에는 표현론, 대수기하학, 리 Lie 대수, 호몰로지 대수학

등의순수이론외에도응용대수학분야의여러이론이있다.

(2) 해석학

17세기에 시작된 미적분학과, 그 뒤를 이어 18, 19세기에 발전된 해석학이

오늘날의기계문명을이끌어낸과학기술의기초가되었다.

뉴턴의 스승인 바로우 Barrow는 접선의 성질로부터 그 곡선을 찾는 문제,

즉 역접선 문제를 생각해냈는데, 이 때에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의 미

분계수들이 들어있는 방정식, 즉 미분방정식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미분방정

식의 연구는 미적분학의 발견과 함께 시작되어, 18,19세기에 크게 발전했고,

그뒤에는컴퓨터를써서미분방정식을푸는연구가진행되었다.

미적분학의 발전에 뒤따라 주로 함수를 다루는 학문을 해석학(解析學)이라

부르는데, 해석학은 수많은 분야로 갈라져 과학기술 방면에 많은 응용면이 생

겨났다.

시초에는 미적분학에 나타나는 함수, 극한, 연속과 같은 개념을 명백히 하

지 않은 채 사용되었는데, 해석학의 기본 개념들을 바르게 세운 이는 꼬오쉬

Cauchy와바이어슈트라스 Weierstrass 등이다. 또극한개념을바르게세우는

데 실수의 성격을 명확히 한 것은 데데킨트 Dedekind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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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변수의 실함수 뿐 아니라, 복소변수의 복소함수의 성질을 연구하는 분과

가 나타나, 이를 복소해석학이라 부르게 되었다. 복소해석학 안에서는 실변수

함수의여러가지성질이통일적으로정리되고, 많은아름다운조화가잡힌정

리들이얻어졌다.

실해석학에서는실변수함수에관한미적분학의개념들을확장하고, 측도와

적분의이론등을다룬다.

그밖에도해석학에는미분방정식론, 변분학, 타원함수론, 특수함수론, 조화

해석과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분야와 함수해석학, 비선형해석학, 작용소대수

의이론과같이현대적인분야가있으며, 이들은복합적으로여러응용면을가

지고있다.

(3) 기하학

유클리드가 세운 기하학의 평행선공리 대신에 “한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

그 직선에 대한 평행선을 무수히 그을 수 있다”를 쓰는 기하학을 로바쳅스키

Lobachevskii와 보요이 Bolyai의 비 유클리드 기하학이라 하고, “그러한 평행

선은존재하지않는다”를택한기하학을리이만 Riemann 의비유클리드기하

학이라부른다. 이러한비유클리드기하학들은평면대신에유클리드공간안

의특수한곡면위에서성립하는기하학임이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가우스 Gauss는 일반적인 곡면 위에서의 기하학, 즉 굽은 2차

원 공간에서의 기하학을 연구하였다. 그의 제자 리이만은 굽은 n 차원공간(리

이만공간)에서의 기하학(리이만기하학)을 연구하였고, 이를 계승한 것이 리치

Ricci와레비-치비타 Levi- Civita이다.

아인슈타인 Einstein이 1916년에 일반상대성이론을 세울 때 리이만기하학

과 리치의 연구를 이용한 뒤로, 순수수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이 기하학의

연구는현대물리학의모태가되었다.

더구나 20 세기에는수학, 과학, 공학등의분야에서필요한시각적모델로

서의 다양체라는 개념이 지배하는 기하학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대수기하학,

정수론, 복소해석학이서로깊은기하학적연관을가진다는것이밝혀져, 많은

새로운분야와시각적모델이가능한응용분야가속속나타나고있다.

(4) 위상수학

위상수학(Topology)에서는 도형을 접거나, 잡아 늘이거나, 줄이거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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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거나, 뒤틀리게하거나등가까이있는점들이가까운점들로옮겨가는연

속변환을 다룬다. 따라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와 달리 직선과 곡선, 삼각형과

원, 등을서로구별하지않으며, 각이나면적이나체적은의미없는것이되는,

마치 “고무판대기” 또는 “점토뭉치”에서의 “연속적인” 변형을 허용하는 일종

의기하학이다.

이 분야에는 점집합 위에서의 연속변환과 도형의 위상적 성질을 주로 연구

하는 일반위상수학, 대수학의 방법을 써서 공간의 호몰로지군과 호모토피군을

구하고 그들을 응용하는 대수적 위상수학, 미분가능 다양체에 관한 위상수학

이라할수있는미분위상수학이주된분야이다.

그 밖에도 기하학적 위상수학, 주로 3,4 차원인 저차원 다양체의 이론, 매

듭이론 등이 있으며, 매듭이론은 생물학에서의 DNA의 구조 규명과 물리학에

서의초끈이론의모태가된다.

(5) 논리, 집합, 수학기초론

부울 Boole이기호논리를연구하여논리형식을명확히하고, 프레게 Frege,

럿셀 Russell, 괴델 Gödel이 논리학의 체계를 세우고, 그 본성을 밝혀낸 후 논

리학은 수학화되고, 수학의 분야로서의 논리학의 여러 분과가 나타나서, 논리

학자체가여러이론을포괄하는거대한체계로바뀌었다.

칸토르 Cantor가 집합론을 창시하여 무한 개념을 확고히 세우는 큰 일을

한 뒤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들을 해결하여 수학의 기초

를화고히하려는노력에서수학기초론이라는분야가나타났다.

이런 연구도 논리학, 철학, 언어학, 전산학, 인공지능 등의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주었다.

(6) 응용수학

전통적인 응용수학이던 확률론과 통계학은 인구조사, 일기예보, 교통의 흐

름 등을 비롯한 일상적인 문제에 응용되고, 게임이론은 경제현상 등을 비롯한

새로운적용대상이늘어나고있다. 기왕에내쉬 Nash를비롯한여러수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에 덧붙여, 다시 2005년에 셸링 Schelling이 게임이론

의분야에서그상을받았다.

1960년대에 개발된 우주항행의 수학은 오늘날 선박과 항공기 운항에 응용

되며, 컴퓨터의용량과계산속도의증대는기술뿐아니라경제를비롯한사회

과학의문제해결에도응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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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응용수학에는수치해석학, 동역학계, 역문제, 수리물리학, 수리경

제학, 산업수학, 금융수학등의여러분야가있다.

3. 한국에서 학문하기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힘들게 살아온 국민도 드물 것이

다. 영광과 고난으로 가득찬 우리의 한 세기를 적절히 표현할 말은 있을 것 같

지가않다.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우리 학문이 60년 전 해방 이후부터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다 아는 바와 같지만, 그 시초는 너무나 미미했다. 몇 분 안 되는 교수들

중에는큰뜻을지닌애국지사같은분들이계셨는데, 그분들이나라의학문적

기틀을세우는데큰공헌을하신선구자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들은 20세기의 60 년대까지는 학사 과정, 70 년대에는

석사과정의교육에치중했고, 대체로 80 년대에야박사과정의교육이시작되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90 년대에는 많은 박사급 조수들을 양성하고 그

들과함께국제수준의연구를수행하는교수들이늘어났다.

몇 분 안 되는 초기의 교수들에게, 학회를 창립하고 학술지를 발간하여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주어졌다. 학술지의 체통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논문

편수가 모자라 허겁지겁 논문을 써서 싣고, 훌륭한 결과를 설사 얻었다 해도

해외 저명 학술지에는 보낼 엄두도 못 내던 시절이었다. 70 년대 초에야 연구

비라는개념이생겨나고, 80 년대에수혜자가늘어남에따라해외학술지에논

문을발표해야한다는압력이나타났다.

80 년대 중반에는 다시 해외 학술지 중 SCI (과학인용도색인) 에 등재된

것에 논문을 실어야 한다는 요구가 생겨나고, 그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지금까

지계속되고있다. 다시 90 년대중반부터는 SCI 학술지중에서도 IF (Impact

Factor) 가높은것에실어야한다는것으로강화되었다.

대부분의 학자는 자기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학문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생활인으로서의

학자들은 오랜 동안 박봉에 시달려 왔었고, 학문 외의 일에 시간을 뺏기는 일

이 허다하며, 안정되지 않은 사회 환경, 특히 정치는 학문하는 이들에게 너무

나 큰 고통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다. 40년대에 독립한 나라에서 80년대가 되

어서야연구가강조되었으니너무나철이늦게난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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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건국초기에히브류대학을최단시일안에세계일류로키우기

위하여 수학과 이론물리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우수한 두뇌만 있으

면 되고 연구 설비에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그 혹독

했던통일전쟁중에도수학과과학영재들을동구권국가에유학시켜국가장

래에꼭필요한인력을확보하려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20세기의 한국 수학자들은 수학

의 발전에 지도적인 공헌을 하지는 못했으나, 우리나라 수학의 기틀을 세우는

데주력해왔다. 이를거울삼아 21세기의새세대들에게는세계에진출하여외

국의 일류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 나가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 그러기

위하여젊은세대가갖추어야할수학을공부하는자세는어떠해야할까?

일찍이 가우스 Gauss(1777-1855)는 “수학을 연구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방

해받지않고완전히몰두할수있는시간이필요하다”고했다.

수학만이 지난 2천년 동안의 모든 중요한 이론이 그대로 성립하는 학문이

며, 또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이 첨가되는 학문이다. 따라서, 수학을 한다는 것

은 마치 빛나는 지성의 고산준령을 오르는 것과 같다. 아마추어가 수학 상의

큰발견을하던시대는지나갔으며, 제대로된창조적인수학자가되려면가혹

할정도의피나는훈련이필요하다. 새로운결과를발견하기위하여는기존지

식에대한깊은통찰력, 창의적사고력, 추리력, 논리력이필요하다.

수학에는 노벨상이 없지만, 그에 버금가는 필즈 메달, 아벨 상을 비롯한 수

많은 세계적인 상이 있으며, 클레이 연구소의 현상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미해

결문제가있어참으로우수한학생의도전을기다리고있다.

4. 수학자의 길

학문이란 한때만의 결실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한 세대의 학문은 그 후속자

들에 의하여 연연히 이어져서, 뒤의 세대의 학문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더구

나 수학은 모든 학문의 언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든 합리적 사고의

밑바닥에 깔린 아이디어의 결정과 같은 것이므로, 수학을 모른다는 것은 일종

의 문맹과 같은 처지가 된다. 여기에 바로 국가적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

하고, 계몽하고, 보급해야하는당위성이있다.

그렇다면 수학자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는가? 손쉬운 예로 필자의 겨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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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수학을 전공으로 택한 것은 숙명적이다. 6.25 동란 중에 고교 과정

을겪으면서수학밖에는제대로공부를하지못했고, 수학은정치이데올로기

와 상관이 없는 참된 진리의 세계에 있었다. 그리하여, 대학은 문학과 철학과

수학이있는곳을택하였다.

학부 시절은 철학과 논리와 수학 사이에서 학문적 방황으로 시종하였는데,

4 학년이끝나갈무렵스승님께불려가서대학원에진학하라는것과졸업후에

조교로남으라는권고를받게된다. 또, 우리세대가하여야할일은모교수학

과, 대한수학회, 그리고우리나라수학을크게일으켜야하는일이라고말씀하

셨다. 이일은평생의 ‘숙제’가되었다.

공부하고가르치는것보다더어려웠던것은경제여건과정치적환경에따

르는 괴로움을 초연하게 견뎌내야 했던 일이다. 선진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힘든 교수 생활이었다. 오늘날에도 우리보다 못한 형편에 있

는 나라의 교수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서 그들을 기회 있는 대로 도와주는

것도해야할일이되어왔다.

철저히 수학자가 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는 대학의 형편상 전공 분야에서의

연구와 논문 집필에 집중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아는 것의 범위가 점점 좁아

지고 (깊어지거나 높아지는 경지라는 말도 하지만) 모르는 것이 전보다 훨씬

늘어나며, 생활은자기폐쇄적이되고, 능력의한계를깨닫는데에서겸허해질

수밖에없다.

수학의 세계가 점점 광대해지는 데 비하여 한 수학자가 다룰 수 있는 분야

들은자연히적어진다. 그분야들도자기의연구분야로한정한다면더더욱좁

아진다.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야조차도 해마다 내용이 늘어나고 방법이 바뀌

고 하여 따라가기 힘들다. 유능한 학자는 마치 분별 있는 영주처럼 자기의 영

토를 수시로 점검하고 경계를 분명히 하여 자기의 분야인 자기의 영토에 대한

지배를확고히해둘필요가있다. 이는무던히도힘든작업이다.

영토를 보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여행가가 견문을 넓혀가듯이,

학자도 자기의 세계를 부단한 탐구를 통하여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 때의 확

대도 건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그 동안의 내용의 발전과 방법의 변화를 터

득하여야하는진지한작업이되어야한다. 방법론의발달로말미암아불과몇

년 전의 논문들조차도 더 간단한 방법으로 더욱 정밀하게 더 밀도 있는 짧은

논의로대체되고확대되는일이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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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부단히 자기 지식을 연마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고, 그것

을 가르치거나 발표하고, 세계의 학계에 진출하여 인류 공동의 재산인 학문의

세계를구현시키는것이학자의바른길이다.

5. 직업으로서의 수학

대학에서수학을전공하여나아갈수있는길은여러가지가있다. 일반기

업체 외에도 금융, 보험, IT 산업 등의 업체, 정부기관, 연구소, 조사실 등에서

수학적처리능력을가진사람을선호하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 기업체직

원이나공무원보다더안정적인중, 고교의교직을택하여후진을지도하는것

은크게보람이있는일이다.

대학원에진학하는길도여러가지인데전산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통

계학, 물리학, 산업공학, 전자공학, 과학사, 철학, 논리학 등의 분야로 진출할

때 다른 학과 출신보다 수학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유리하다는 것도 잘

알려져있다.

전문수학자가 되는 길은 대학원의 수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대표적인 것은 대학 교수 직인데, 이는 수학의 연구와 교육에 종

사하는 직업이다. 교육은, 학부와 대학원의 강의 뿐 아니라, 대학원 학생의 논

문지도까지포함하는개념이다. 이상적인대학교수직은훌륭한연구성과를

가진이에게탁월한교육능력까지요구하는것이다.

전문수학자의 또다른 길은 기업체나 정부의 연구소 또는 전문직으로 나아

가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2만 명 이상의 전

문수학자를정부기관에서고용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머지않아이와같이

되리라기대된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도 다른 길로 나아가 기업인, 언론인, 출판인, 문

필인, 공직자, 정치가, 군인으로서 괄목할만하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

이 수학도로서 훈련 받은 것이 성공에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흔히 하는데,

이는 상황 판단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이 필수적이며, 문제가 생

겼을때우수한해결력을가질수있기때문이다.

어떤직업을택하건간에, 다양한분야에서수학의진리를추구하거나수학

의 원리를 응용하면서, 격조 높고 깊이 있는 수학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

다면, 예술의경지에사는것과같은즐거움을맛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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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발행년도순)

박세희, “수학의 세계”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수학의초기역사부터현대에이르기까지의수학의세계를개관한책으로서, 고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에게 현대수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 목표를 가졌다. 오래

동안같은제목의서울대학교교재.

클라인, “지식의 추구와 수학” 김경화, 이혜숙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현대물리학의 형성에 수학이 큰 역할을 한 것을 보인 책이다. 즉, 물리적 세계의

실체에관하여알려진것들을오직수학이라는매체를통하여설명하고있다.

이브스, “수학의 위대한 순간들”허민, 오혜영옮김 (경문사, 1994)

잘 알려진 수학의 결과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흥미있는 일화를 소개한 책이다. 저

자의저명한수학사강의에바탕을둔재미있는읽을거리이며, 훌륭한교재이다.

맥 레인, “수학, 형식과 기능”이상구외 4인옮김 (청음사, 2001)

수학의 여러 분야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상호관련성이 그 주제들

의 의미를 어떻게 강화시키고 있는가를 다루었다. 역사상 나타난 수학의 거의 모든

분야와수학의철학까지해설하고있다.

스미스, “수학사 가볍게 읽기”황선욱옮김 (한승, 2002)

수학사에나타난인물, 사건, 개념을주제로한 108개의토픽을각각두페이지내

외로 다루었다. 쉬운 읽을거리이지만, 자세한 참고문헌이 붙어 있어 체계적인 수학사

공부에도도움이된다.

[학문의길(공저), pp.377–390, 아카넷,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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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기 수학에서의 지적 도전

초 록

이 글에서는 20 세기 수학자들의 지적 도전의 결과들과 그 밖의 활동들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기 위하여, 그들의 성취의 일부를

연대순으로몇개의토픽으로다룬다. 그토픽들은고도의지성을갖춘비전문

가들에게 해설하기에 적절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골랐다. 그 토픽들의 제목은

아래의차례에보인바와같다.

차 례

머리말

1900년힐버트의문제들

1902년럿셀의역리

1905년아인슈타인의상대성원리

1908년체르멜로의공리적집합론

1910년화이트쪄좀-럿셀의수학원리

1912년브라우워의부동점정리

1920년라마누잔의업적

1924년바나카-타르스키정리

1924년필즈메달과네반리나상

1928년폰노이만의극소극대정리

1931년괴델의불완전성정리

1936년튜링의계산기계

1939년부르바끼의수학의재조직

1940년대이후전시, 전후의응용수학

1960년로빈슨의비표준해석학

1963년연속체가설과코헨

1967년프랙탈기하학

1976년네색문제

1981년유한단순군의분류

1984년존스의매듭이론

1984년대수방정식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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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페르마의마지막정리

1996년에르되쉬의업적

1997년큰소수들의발견

1998년케플러의예상 (구쌓기문제)의해결

2000년 20 세기의 10대업적

2000년새천년의현상문제들

2003년프왕카레예상의해결

2003년아벨상

2006년가우스상

2007년슈퍼컴퓨터경쟁시대의개막

맺음말: 20 세기수학의회고와전망

참고문헌

영상자료목록

머 리 말

수학의역사는수많은지적도전과그성공의역사이기도하다. 가령 19 세

기만을 예로 들어도, 젊은 날의 로바쳅스키 Lobachewski, 보요이 Bolyai, 리이

만 Riemann의 비 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은 기원전 3 세기부터 내려온 유클

리드 Euclid의 평행선공리가 다른 공리들을 써서 증명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

한 2천여년동안의지적도전의결과이고, 그보다더오래된 3대작도문제나

16 세기이래의 5차이상의대수방정식의대수적해법의불가능성의증명은젊

어서세상을떠난아벨 Abel과갈르와 Galois의지적도전의결과이며, 칸토르

Cantor의 집합론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한 개념에 도전하여 무한의 산술

을세운것이다.

20 세기의 대표적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Einstein이 상대성원리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한 공리에 도전함으로써”라 대답

하였다고 한다. 로바쳅스키와 보요이는 평행선 공리에 도전하여 비 유클리드

기하학을 발견하였고, 해밀튼 Hamilton과 케일리 Cayley는 곱셈의 교환법칙

에 도전하여 비가환 대수를 발견하였으며, 우카스제비츠 Lukaszewicz는 배중

률에도전함으로써새로운논리체계를발견하였다. 이와같이, 전통적신념에

대한의혹과도전은새로운창조적결과를낳는다.

1995년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와일즈 Wiles는, “순수히 추상

적인 의문에 대하여 실세계에 별 응용이 없는 증명을 발견하는 데 왜 그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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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노력을기울이는가?”하는질문에대하여, “순수수학자는미해결문제를푸

는것을사랑할뿐이다. 그들은도전을사랑한다. 그리고, 시간이흘러도증명

이발견되지않으면, 그것은진짜도전이된다”라고말했다.

과거의 또는 오늘날의 수학에서 어떤 지적 도전이 이루어져 왔고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전문적으로 얘기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

러나, 수학도 예술처럼 감상하고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이다. 힐튼 P.

Hilton이 희망한 바와 같이, 음악 감상을 하는 것이 교육 받은 이의 증표인 것

처럼 수학을 감상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야 하며, . . . 교육 받은 보통 사람들

이수학을예술처럼감상하고즐기고, 과학의토대로서존중하게될날을고대

한다 [Hil]. 수학은어디까지나인간의학문이기때문에, 수학자들의지적도전

에덧붙여그들의인간적인시련과고뇌의일단을살피는것도우리인간의일

이며, 수학자들의그밖의활동도좀더잘알려져야한다. 그러기위하여이글

에서는 20 세기 수학자들의 지적 도전의 과정과 결과들 일부를 인간적으로 이

해하고연대순으로감상하는것을목표로한다.

오늘날의 수학은 몇 백 개의 서로 다른 이론이 모여서 이루어진 학문이다.

수학을 방법론으로 쓰는 학문들의 총칭인 수리과학까지 고려한다면 그것을 구

성하는 이론들은 너무나 많아서 그들을 일일이 구별하여 조직적으로 해설한다

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수학이 다루는 분야들이 방대함은 미국수학

회 Amer. Math. Soc.에서 매월 간행하는 수학비평 Mathematical Reviews에

서 다루어지는 논문의 수로 알 수 있고, 20 세기의 순수수학을 개관하려는 시

도의 예로는 1977년의 [Die1,2]가 있다. 이들 이론의 대부분이 20 세기에 들어

와서 크게 발전했거나 새로 생겨났으므로, 그와 같은 방대한 시도 대신에, 20

세기의수학자들이이루어놓은몇개의업적을예시하는것도의미가있을것

이다.

이 글의 내용의 일부는 1998년에 정부가 주관한 APEC 청소년 과학캠

프의 “저명과학자와의 대화”에서의 주제 강연의 영문 텍스트에서 비롯된다.

1998년 8월 20일 서울대학교에서의 그 강연에서 다룬 토픽은 한 시간 안에

청소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골라낸 것이며, 여러

가지 영상 자료가 사용되었다. 그 강연의 영문 텍스트와 국문 번역판은 국내

외 10여개대학과육사에서의초청강연에서사용되었다. 국문텍스트에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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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몇 이야기를 덧붙인 것은 2006년에 간행된 저서 “수학의 세계”(서울대학교

출판부)개정판의부록 “20 세기수학의몇이야기”로나와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학술원의 2007년도 학술 세미나의 주제 논문으로서, 위

에서의 텍스트를 확대 심화하여 해설과 논평을 상세히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참고 문헌을 나열하였으며, 특히 역사에 남을 논문들을 열거하였다. 20 세기

수학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아직 나타나 있지 않은 현재, 이러한 작업

은작은의미를가질것이라믿는다.

1900년 힐버트의 문제들

힐버트 D. Hilbert (1862-1943)는 20 세기 전반의 지도적인 수학자이었다.

그는고향쾨니히스베르크에서공부하여박사가된뒤, 1886-95년그곳에서가

르쳤고, 1895-1930년 괴팅겐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대수적 불변식론, 대수적

정수론, 기하학 기초론, 적분방정식, 이론물리학, 수학기초론, 수리논리학 등

에서큰업적을남겼다 [Wey].

그는 19 세기의마지막해인 2000년에파리에서개최된제2차국제수학자

대회 (ICM =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에서 20 세기의수학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연구 문제의 한 목록을 제시하였다 [Hil]. 그 문제들은

다음과같은 23 개인데 [시간관계로그날발표된것은 1, 2, 6, 7, 8, 13, 16, 19,

21, 22 번등 10 개], 이들은 19 세기말까지의수학에서해결되지않은중요한

것들이었다. 그해결의현황을 [ ] 안에첨가한다.

1. 연속체문제 [해결]

2. 자연수의공리계는무모순인가? [해결]

3. (어떤 가정 하에서) 두 사면체의 체적이 같음이 합동공리만으로는 증명되지 않

음 [해결]

4. 직선이최단거리를주는기하학의조직적연구 [너무막연]

5. 위상군이리이 Lie 군이되기위한조건 [해결]

6. 물리학의각부문의공리화 [미해결]

7. 여러가지수의초월성의증명 [부분적해결]

8. 소수분포문제, 특히리이만 Riemann 예상 [미해결]

9. 대수적수체에서의일반상반법칙 [해결]

10. 정수계수를 가진 다변수 다항방정식의 정수해의 존재 여부를 유한회의 수단

으로판정하는것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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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대수적수체에서의 2차형식의이론 [해결]

12. 대수적수체의확대 [해결]

13. 일반 7차 대수방정식이 2 변수 연속함수의 합성으로 풀리지는 않음 [부정적

해결]

14. 어떤유리함수들의환의유한생성성의증명 [해결]

15. 대수기하학의엄밀한기초 [해결]

16. 대수곡선과곡면의위상의연구 [미해결]

17. 정부호유리함수를제곱의합의몫으로나타내는것 [해결]

18. 다면체로공간을메꾸기. 가장조밀한구쌓기문제 [해결]

19. 정칙변분문제의해가항상해석함수인가? [해결]

20. 어떤경계조건을가진모든변분문제가해를가지는가? [해결]

21. 주어진모노드로미군을가지는선형미분방정식의존재증명 [해결]

22. 보형함수에의한해석함수의일의화 [해결]

23. 변분학의연구의새전개 [해결]

이와 같이 힐버트의 문제들은 수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그 깊이들도

다르다. 23 개 중 대부분이 해결되었는데, 이들의 해결이 발표될 때마다 수학

사의괄목할만한사건으로간주되었다. 이제몇개의예를들어보자.

제1 문제는괴델 K. Gödel과코헨 P. J. Cohen이연속체가설이,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집합론의 공리계와 독립적임을 보임으로써 부정적으로

해결되었다.

제2 문제는 1931년에괴델이불완전성정리를증명함으로써부정적으로해

결하였다.

제7 문제. a와 b는 대수적 수이고, a 는 0이나 1이 아니며, b는 무리수라

한다. 이때에 ab은반드시초월수가되는가?

이 문제가 성립함은 1934년에 겔폰드 A. O. Gelfond 와, 그 직후에 독립적

으로 쉬나이더 T. Schneider 가 증명하였다. 1966년에 베이커 A. Baker 는 겔

폰드-쉬나이더의 정리를 일반화함으로써 1970년 니스에서의 ICM 에서 필즈

메달을받았다. 베이커가얻은가장간단한새초월수는 π + log 2이다.

제10 문제는 그러한 앨거리듬이 존재하지 않음을, 1950-70년대에 데이비

스 M. Davis, 마티야세비취 Yu. Matiyasevich, 퍼트남 H. Putnam, 로빈슨 J.

Robinson 여사가보임으로써, 부정적임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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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기에는오랜동안수학자들이힐버트문제의상황을수학의발전의바

로미터로 삼았었다. 1974년까지 그 문제들에 관하여 얻어진 지식들은, 미국수

학회가 힐버트의 문제들로부터 파생된 수학의 발전상에 관한 심퍼지엄의 프로

씨딩으로, 1976년에 간행하였다 [Brw]. 그러나 수학계의 호기심은 거기서 그

치지않고, 그뒤에도그문제들에관한간행물이계속하여나타나고있다.

힐버트의 업적에 관한 해설은 바일 H. Weyl의 글 [Wey]이 표준적이며, 전

기는 많으나 리드 C. Reid 여사의 책 [Rei]과 쿠란트 R. Courant의 회고담

[Cou]이잘알려져있다.

1902년 럿셀의 역리

프레게 F. L. G. Frege (1848-1925)는평생을독일예나대학의수학교수로

보낸논리학자이며철학자이다. 후대에이르러기호논리학과수학에서의논리

주의의 창시자로서, 2000년 이상 오래 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논리학을 개

혁한최초의대논리학자이며분석철학의시조라는평가를받게된다.

1879년에 프레게는 모든 수학적 증명의 논리적 구조를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논리의한형식체계를기술하였다. 그해에그는근대적의미의기호논리

체계를 다룬 개념기법 Begriffsschrift을 간행하였는데, 88 페이지에 불과한 그

소책자는논리학의역사상가장중요한저작이어서, [Hei]의맨앞에영어로번

역된 전문이 실려 있다. 그의 책의 부제인 “순수 사고를 위한, 산술의 언어를

모형으로 한, 하나의 형식 언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상 언어의 부정확성과

모호성을 피하기 위하여 보다 적절한 도구를 찾다가, 그는 새로운 표현 방식,

즉 “개념적 내용”에 관한 언어로서 그가 “개념기술”이라 부르게 된 것을 창안

하게 된다. 이 말은 하나의 “형식 언어(formula language)”, 즉 특수한 기호로

씌어진언어인 (라이프니츠 Leibniz의의미에서의) lingua characteristica이며,

“순수 사고를 위한”, 즉 수사적인 윤색을 벗어난 것이며, “산술의 언어를 모형

으로 한”, 즉 정해진 규칙들에 따라 사용되는 특정한 기호들로 구성된다는 것

이다 [Hei의 해설, p.1]. 이 책에서 그는 산술(자연수의 이론)이 논리학의 일부

라는논리주의를처음으로주장하였다.

이 책에서는 논리학에 한정사(양화사)와 변항(변수)을 도입하여, 한정

화 이론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낯선 개념을

복잡하고 낯선 기호 계산으로 표현하였으므로 학계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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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게 자신도 그 뒤의 저서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 뒤 오랜 동안 페

아노 G. Peano (1858-1932)와 같은 이들의 기호논리에 관한 연구만이 알려지

고 있는 상태에서, 럿셀 B. Russell (1872-1970)만이 프레게의 생전에 그의 업

적을바르게평가하였다.

다시 1884년에간행된프레게의 “산술의기초” Die Grundlagen der Arith-

metik는 논리주의를 일상 언어로 해설한 책으로 “수의 개념에 관한 논리적 수

학적 연구”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Fre]. 이 책은 처음에 혹독한 비판을 받았

으나, 프레게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그 뒤 10년 동안 여러 편의 철학 논문으

로자신의논리철학을개진하였다. 그는통상의 ‘의미’라는개념을 Sinn과 Be-

deutung으로 가르고 새로운 의미론을 전개하였으며, 그에 따라 “산술의 기본

법칙” Grundgesetze der Arithmetik 제1권(1893)을간행하였고, 다시 10년가

까운 동안 제2권을 준비하였다. 그 발간 직전에 프레게는 럿셀로부터 편지를

받게된다.

인류의역사에는수많은논리적역리 (paradox, contradiction, antinomy)가

나타난다. 그런데, 1902 년에 럿셀은 칸토르 G. Cantor의 소박한 집합론 안에

서 한 역리를 발견하였다. 그가 페아노의 기호법으로 표현했던 것을 현대적으

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럿셀의 역리. 집합 A := {x |x /∈ x}에대하여

A ∈ A⇐⇒ A ∈ {x |x /∈ x} ⇐⇒ A /∈ A.

1919 년에럿셀은위의역리를대중화한꼴로다음을들었다.

이발사의 역리. 어느 마을의 이발사는 한 원칙을 써 붙였는데, 그 원칙은 마을 사

람 중 스스로 면도를 하지 않는 모든 사람만 면도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 상황에서

“이발사는 자신이 스스로 면도를 하는가 ? ” 그가 자신의 면도를 한다면 그는 원칙에

따라 면도를 해서는 안 되며, 그가 자신의 면도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그의 원칙에 따

라 그는 자신의 면도를 해야 한다. 이것은 모순이다.

럿셀은 1901년 5월에 “수학의 원리” Principles of Mathematics (1903)

[Rus1] 의집필도중그역리를발견하고, 그것을 1902년 6월 16일에프레게에

게 알렸다. [그 편지와 프레게의 답장의 영어 번역이 [Hei]에 실려 있다.] 마침

프레게는 그의 “산술의 기본법칙” 제2권(1903)의 간행 직전이었는데, 럿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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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리는 프레게의 논리를 정식화하는 데 사용한 논법이 모순임을 밝혀주는 것

이었다. 프레게는그의책에다음과같이첨가하였다:

“과학자에게 있어 자신의 업적을 완성한 바로 그 때에 그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은 없다. 이 작품이 거의 인쇄될 무렵 버트란드

럿셀 씨의 편지는 나를 이런 지경에 놓이게 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창조적 학자는 누구나 그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결과적으로 프레게는 자신의 견해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럿셀은 “수

학의원리”의부록 A에서프레게의논리와산술의원칙과자신의역리에대하

여자세히다루었다 [Rus2, pp.501-522].

프레게는 1925년에 서거하였는데, 이전의 그의 탁월한 업적에 견줄만한 것

을 1904년 이후에는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럿셀의 역리 이후의 상황을

그자신의개인적실패로생각하였으나, 실은인류전체의낡은수학적사고방

식전체의실패였던것이다.

럿셀의 역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역리로 말미암아, 1908년에 체르멜로 E.

Zermelo (1871-1953) 는 공리적 집합론을 세우게 되며, 20 세기 초에 전반적으

로 논리학, 집합론, 수학의 철학, 및 수학기초론에 관한 방대한 연구가 촉진되

었고, 그 결과는 수학, 논리학, 언어학, 철학, 컴퓨터과학, 인지과학에 심대한

영향을끼쳤다.

럿셀의 역리는 한 집합 S를 정하는 데 주어진 성질 P를 가진 모든 대상의

모임

S := {X |X는성질 P를가진다}

라 정하는 것이 위험함을 말해준다. 이 난점을 피하는 한 표준적 방법은 이미

주어진 집합 T의 부분집합을 만드는 것이다. 즉, 한 집합 T와 집합에 관한 성

질 P가주어져있을때우리는집합

S := {X |X ∈ T이며 X는성질 P를가진다}

를만들수있다. [뒤의 “체르멜로의공리적집합론”의항목을보라.]

럿셀은 철학자, 논리학자, 평론가, 사회비평가였고 수리논리학과 분석철학

의 연구로 명성을 얻었으며, 무어 G. E. Moore (1873-1958)와 함께 분석철학

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수학, 논리학, 철학, 사회학, 교육학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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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40 권 이상 저술하였으며, 195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전기

로는 “자서전”[Rus3]이잘알려져있다.

럿셀의 수학에 관한 활동으로는 럿셀의 역리의 발견, 수학을 형식논리로부

터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논리주의의 옹호, 유형론의 도입, 및 1계 술어논리의

정밀화와보급에있다고하겠다.

럿셀의 역리는 체르멜로 자신도 독립적으로 발견하였다고 그의 1908년의

정렬화 정리의 새 증명에 관한 논문 [Hei, pp.183-198; p.191의 각주]에서 주장

하였는데, 그것을 적어 놓았던 철학자 훗설 E. Husserl (1859-1938)의 기록이

1978년에 발견되어 그것이 사실임과 그 자세한 증명이 밝혀졌다 [Ran-Tho].

체르멜로와훗설은 1901년이후한동안괴팅겐대학의사강사동료이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

아인슈타인 A. Einstein (1879-1955)은 1905년에 특수상대성이론, 1916년

에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하여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에 관한 자연 인식의

근본에있는수학적문제를제기함으로써수리과학의발전에기여하였다.

그는 독일의 울름에서 태어나 스위스 취리히의 연방 공과 대학(ETH,

Zurich)을 졸업한 후 베른의 연방 특허국 3등 심사관으로 있었는데, 스물 여섯

나이인 1905년에 광양자 가설,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이론에 관한 세 가지

획기적논문을발표함으로써 20 세기물리학의방향을바꾸었다. 이래서이해

를 과학사에서 “기적의 해”(annus mirabilis)라 부른다. 이같은 연구로 유명해

져서, 1913년베를린대학교수가되었고, 1921년에광전효과로노벨상을받았

다. 나치의 박해를 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는 1933년부터 평생을 프린스

턴에새로생긴고등연구소(IAS =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수학부교수

로 있었다. 수학부를 창설한 최초의 6 인의 교수는 그 이외에 알렉산더 J. W.

Alexander, 몰스 M. Morse, 베블렌 O. Veblen, 폰노이만 J. von Neumann, 바

일 H. Weyl이다. 1940년에 괴델 K. Gödel이 연구원으로 합류하였는데, 거기

에서의아인슈타인과괴델의돈독한우정은유명하다.

아인슈타인은 힐버트의 대학 동기였던 민깝겹스키 H. Minkowski (1864-

1909)에게서 수학을 배웠다. 1915년에 힐버트는 아인슈타인에 앞서 일반 상

대성에서의 올바른 마당방정식을 발견하였는데, 그 프라이어리티를 주장하지

는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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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힐버트는 바이어슈트라스 Weierstrass 추모 강연인 “무한에 관하여”

[Ben-Put, pp. 183-206]에서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필연적으로 공간의 무한성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 . .

. 수학적연구는 [리이만의]소위타원적 [비유클리드]기하학으로부터유한인

우주의 자연스런 모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오늘날 유클리드 기하학의 포기

는 더 이상 단순한 수학적 또는 철학적 고려가 아니라, 우주의 유한성의 원래

의 의문에 관하여 어쩔 수 없었던 고찰 때문에 제안된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포기되어야 함을 보였다. 그의 중력마당이론에 따라, 그는

우주관의 문제를 다루었고 유한우주가 가능함을 보였다. 더구나 천문학의 모

든결과들은우주가타원적이라는가설과완전히일치하고있다.”

이것은 중력마당 안에서 공간이 휘어 있다는 것이, 19 세기의 리이만의 타

원적 비 유클리드 기하학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타원적이라는 말은 타원과는

아무관련이없는표현이다.

특수상대성이론 100 주년이 되는 2005년에는 “세계 물리학의 해” 행사가

세계적으로열렸고, 아인슈타인의기일인 4월 18일에거행된 “빛의축제–물리

학이 세계를 밝힌다”는 행사에서는 프린스턴에서 시작된 빛 신호의 릴레이가

24 시간동안지구를한바퀴도는 ‘빛의축제’를가졌고, 그밖의각종기념행

사가 세계적으로 열렸다. 미국 수학회는 2005년부터 해마다 수학에 관한 아인

슈타인공개강좌 The Einstein Public Lecture를열기로하였다. 첫해는아티

야 Sir Michael Atiyah가 2005년 10월 21일네브라스카대학교(링컨소재)에서

“공간의본질”이라는연제로강연하였다 [Joh-Wal].

1908년 체르멜로의 공리적 집합론

1878-97년에 간행한 일련의 논문에서 칸토르 G. Cantor (1845- 1918)는 집

합론을 창시하여 소박한 집합의 개념으로부터 많은 괄목할만한 결과들을 얻었

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무한을 다루는 집합론이 과연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하

는논란이뒤따랐다. 더구나칸토르의초기업적이여러방면의수학에침투하

여, 실제로 수학이 집합론을 근거로 하여 재건되어 가는 과정에서 무한집합에

관련된몇개의역리가나타난것이다.

1897년에 부랄리-포르티 C. Burali-Forti (1861-1931)는 서수 전체의 모임

에 관한 역리를 발견하였는데 [Hei, pp.105-112], 서수 전체의 모임이 집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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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모임에 속하지 않는 서수가 있다는 모순이다. 2 년 후에 칸토르 자신은

집합전체의모임의기수에관한비슷한역리를얻었는데, 그모임이집합이라

면 그 멱집합(그 집합의 부분집합 전체의 집합)은 자신보다 큰 기수를 가진다

는모순이다. 이러한두역리가소박한집합론의결론들에서얻어지는데비하

여, 1902년에는 럿셀이 집합의 개념만으로 표현된 역리를 발견하였다. 결과적

으로아무모임이나집합이될수는없다는것을알게된것이다.

바로 이 무렵에 집합론은 다른 분야의 수학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

다. 예를 들면, 1901년에 르벳구 H. L. Lebesgue (1875-1941)는 ‘측도’를 정의

하였고, 1902년에는 집합론의 개념을 써서 르벳구 적분을 정의하였다. 해석학

이칸토르의집합론을필요로하게된것이다.

그리스시대이후인간의언어와논리때문에생겨나는역리는많이나타났

다. 그러나집합론안에서이러한역리가나타난다는것은해석학을비롯한수

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으므로 당시의 수학자들 사이에 수많은 논

란을불러일으켰다.

집합의 개념을 분명하고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

가 있어야 했다. 럿셀은 유형론(theory of types)이라는 약한 집합론으로 해결

하려하였지만, 1908년에체르멜로 E. F. F. Zermelo (1871-1953)는집합을기

술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공리계를 제안함으로써 보다 나은

해결책을찾아냈다.

그보다 앞서 칸토르는, 순서집합으로서 임의의 공 아닌 부분집합이 최초의

원소를 가지는 것을 정렬집합이라 부르고, 임의의 집합은 원소들 사이에 적당

한순서를도입함으로써정렬집합이될수있을것이라생각했다. 1904년에체

르멜로는 이러한 정렬화 원리를 전부터 수학자들이 암암리에 써 오던 명제를

써서증명하였다 [Hei, pp.139-141]. 이명제가바로선출공리이다.

선출공리. 공 아닌 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는 한 집합족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집합족의 원소인 각 집합과 단하나의 원소만을 공유하는 한 새 집합을 만

들수있다.

여기에서 집합의 집합이라는 용어 대신에 집합족이라는 말을 썼다. 선출

공리는 말하자면 각 지역구에서 한 국회의원을 뽑아서 지역구 출신 의원들

의 모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국회는 이와 같이 구성

되었었다. 이 선출공리가 이와 같은 단순한 얘기가 아님은 무한집합 무한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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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무한집합족의경우에서이다.

체르멜로의 증명은 영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수학자들의 극단

적이고격렬한반응을불러일으켜큰논란의대상이되었다. 첫째로는선출공

리가 증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이며, 둘째로 선출공리의 사용을 반대하든

가 또는 다른 것으로 대치하기를 원하는 수학자들이 있어, 20 세기 수학의 큰

쟁점의하나가되었다.

이에대하여 4 년후인 1908년에체르멜로 [Hei, pp.183-198]는그의정렬화

정리의새로운증명을제시하여앞의증명의반론에대항하였다. 다시그에이

어 발표된 논문 [Hei, pp.199-215]에서는 앞에서와 같은 집합론의 역리들을 제

거하기 위해서, 소박한 집합론에 몇 가지 제한을 가하여, 유클리드 이래의 수

학적 전통인 공리적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집합론의 공리계를 새

로 제안하였는데, 이때의 공리계는 알려진 역리들을 배제하는 데 충분할 정도

로제한된것이었다.

그 뒤를 이어 프랭켈 A. A. Fraenkel (1891-1965), 스콜렘 A. T. Skolem

(1887-1963), 폰 노이만 J. von Neumann (1903-57), 베르나이스 P. I. Bernays

(1888-1977), 괴델 K. Gödel (1906-78) 등이 공리적 집합론을 더욱 다듬었다.

이제 체르멜로의 공리계를 뒤에 보완한 프랭켈의 이름을 덧붙인 체르멜로-프

랭켈의공리계를쉽게표현해보자.

먼저집합이라는말과, 한집합이다른집합의원소가된다(속한다)는것을

무정의용어로받아들이고, 이들사이에다음공리들이만족된다고생각하자.

(1) 같은원소들을가지는두집합은같다 (직관적으로는이것이집합의개념을정

의한다).

(2) 공집합이존재한다.

(3) x, y가집합이면순서가안붙은쌍 {x, y}도한집합이다.

(4) 집합들의집합의합도집합이다.

(5) 무한집합은존재한다. [무한공리]

(6) 집합론의언어로형식화돨수있는임의의성질은집합을정의하는데쓰일수

있다. [공리형식]

(7) 임의의집합의멱집합도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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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출공리

(9) 집합 x는 x에속하지않는다.

이와 같은 공리계로부터 논리적으로 얻어진 명제 전체를 체르멜로-프랭켈

집합론이라 부르는데, 이 안에서는 이제까지 얻어졌던 역리는 모두 회피된다.

즉럿셀, 부랄리-포르티, 칸토르등의역리에나타난모임등은집합이아닌것

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위의 공리계를 ZFC라 나타내고, 여기에서 C는 선

출공리 AC (Axiom of Choice의약자)를가리킨다.

오늘날의 집합론은 ZFC를 가리키거나, 또는 그것과 거의 동등하면서 때로

는 좀더 쓰기 편리한 폰 노이만, 베르나이스, 괴델의 공리계 NBG로부터 얻어

지는 공리적 집합론을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폰 노이만의 공리화는 가령

[Hei, pp.393-413]을 보라. 1931년에 괴델은 공리적 이론의 한계를 보였고, 결

과적으로 프레게나 힐버트와 같은 많은 수학자들의 목표가 가망이 없는 것임

을 보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대부분의 수학은 ZFC와 같은 집합

론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될 수 있음을 부르바끼 N. Bourbaki가 보인 바 있다.

[“1939년부르바끼의수학의재조직”항목을보라.]

선출공리는 유한집합족에 대하여는 자명한 성질을 일반화한 것이지만, 명

백히정의할수는없는집합들을이끌어내게하기도한다. 오늘날의수학자들

은 조온 M. Zorn (1906-93)의 보조정리(Zorn’s lemma)나 정렬화 원리와 같이

선출공리와 동치인 수많은 명제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공리를 받아들인다

는 것은 그것의 결과들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

려운것도있는데, 그러한것중의하나가바나카-타르스키정리(1928)이다.

실제로 선출공리와 동치인 명제는 수백 개가 있으며, 선출공리로부터 얻어

지는 명제는 수천 개가 있다. [How-Rub]를 보라. 일반적으로, (비 가산 집합

족에관한)선출공리에서얻어진결과들은그공리를쓰지않은증명으로얻어

진정리보다수학의응용면에서덜중요하다.

1910-13년 화이트헤드-럿셀의 수학원리

프레게가 말한 바에 따르면, 럿셀의 역리는 수학 전체의 근저를 위태롭

게 하는 것이었다. 손상된 수학을 수리하기 위하여, 럿셀은 그의 “수학의 원

리”에대신할새로운계획을세워야했다.

그 결과로 1910-13년에 화이트헤드 A. N. Whitehead (1861-1947)와 럿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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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학원리” Principia Mathematica = PM (전 3 권) 의 초판을 간행하였

다[Whi-Rus]. 이 기념비적인 저서에서는 라이프니츠 Leibniz, 부울 Boole, 프

레게 Frege의전통을이어받아, 몇개의근본적인논리의원리들로부터페아노

Peano의 자연수의 공리계를 이끌어낼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순수수학은 그러

한논리의원리로부터얻어짐을보이려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을 수학기초론에서의 논리주의라 부르는데, 이 주장은 수학

을 논리학의 파생물로 보고 있어, 힐버트 Hilbert를 대표로 하는 형식주의와

브라우워 Brouwer를대표로하는직관주의와날카롭게대립되어있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럿셀은 PM의 전신인 “수학의 원리”(1903) 집필 도

중인 1901년 5월에 자신의 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그 책의 부록에서 유형

론(theory of types)이라는 약한 집합론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말썽이 되고 있

는 집합(자기 자신의 원소가 아닌 집합들 전체의 집합)에 관한 논의를 피하려

는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문장들을 계층으로 가르는 것이었다 [가장 낮은 단

계의 개체들에 관한 문장들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으로 낮은 단계의 개체들

의 집합들에 관한 문장들, 그 다음으로 낮은 단계의 개체들의 집합들의 집합

들에 관한 문장들, 등등]. 이것을 더욱 진전시킨 것이 1908년의 논문 “유형론

에 기반을 둔 수리논리”[Rus2]와 화이트쪄좀과의 공저 “수학원리” PM에서이

다. 다시 이 유형론은 “단순 유형론”과 “세분화 유형론” 두 가지로 나뉘었으

며, 뒤에둘다혹독한공격을받았다. 럿셀은이를타개하기위하여세분화이

론에서 환원공리라는 것을 도입하였는데, 이것 역시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였

다.

PM에서 저자들은 자연수를 집합들의 집합으로 정하고, 수들 사이의 연산

을 교집합, 합집합, 등과 같은 집합론의 연산으로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그

책에서는 집합론, 유한과 초한(유한이 아닌) 산술, 및 초등 측도론에 관한 많

은 정리들을 논리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자세히 보였다. 기하학에 관한

제4권이계획되어있었지만종래완성되지못하였다.

이미 1879년에 프레게가 논리의 형식화를 창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호의

좋은 체계를 도입하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렸다. 화이트쪄좀과 럿셀의 PM은

실은논리에관한프레게의구문론을위한근대적기호법을보급한셈이다. 그

러나 그들의 체계도 역시 집합론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었다. 수리논리학에 관

한 참으로 현대적인 첫 번째 교과서는 힐버트와 그의 제자 아커만 W. Acker-

man (1896-1962)이쓴것으로 1928년에간행되었다 [Mar-M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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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에관한 1930년대의논평중에는다음과같이신랄한것도있다 [Dan]:

“PM은힘든노력과탁월한의도의기념물로오래남을것이다. 그저자들이인간

의 직관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 이성으로 받혀진 구조물을 세우는 데 성공했을까?

나는 이 물음에 대답할 자격이 없는 것이, 이 책 세 권을 다 읽었다는 수학자를 만나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수학계의 요즈음 이야기로는 PM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

은 사람은 두 사람뿐이라는 것이다. 나는 저자들 자신이 여기에 들어 있는지 아닌지

는확인할수없다.”

한편 이 논평이 들어 있는 책의 표지에는 “의심할 나위 없이 이 책은 내 손

안에 들어 온 수학의 형성에 관한 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다. . . .”라는

아인슈타인의논평이실려있다.

1912년 브라우워의 부동점 정리

네덜란드의 위상수학자 브라우워 L. E. J. Brouwer (1881-1966)는 다음 정

리를발견하였다 [Bro].

정리. 유클리드공간 Rn의 한 완폐 볼록 부분집합 X 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한 연속함수 f : X → X는 한 부동점 x0 ∈ X를 가진다. 즉, x0 =

f(x0)이다.

여기에서완폐집합이라함은유계인닫힌집합이며, 닫힌집합이라함은경

계를 포함하는 집합이다. 예를 들면, 구면체, 사면체, 평행육면체(의 일반화)

같은것이다.

이정리는곧여러가지존재정리의증명에이용되었는데, 예를들면, 상미

분방정식의 해의 존재, 교류회로 (연립 상미분방정식의 주기해), 타원형 편미

분방정식의 해의 존재, 수력학, 게임이론 등이다. 또 위상수학의 여러 문제에

응용되어, 위상수학의발전에큰영향을주었다.

브라우워는 암스텔담 대학에서 공부하고, 1909년에 그곳의 강사가 되었

으며, 1912-1951년 집합론, 함수론, 공리론의 교수로 있었다. 대체로 1909-

1913년에 위상수학의 연구에서 중요한 업적인 유클리드 평면에서의 위상사

상의 특성과 몇 개의 부동점 정리를 발견하였다. 그는 또 수학에서의 직관

주의의 창시자인데, 그 주장은 수학이 자명한 법칙에 따르는 정신적 구성으

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수학의 기초는 자연수열에 관한 직관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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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직관의 기초가 없는 것에 대한 배중률을 거부하는 직관주의 논리학의 창

시자가 되었다. 그의 주장은 힐버트의 형식주의나 럿셀의 논리주의와 현격하

게달라서오랜동안수학의철학에서의큰논쟁거리가되었다.

직관주의는 수학기초론에 관한 1907년의 브라우워의 박사논문에서 비롯되

며그논문은논리주의를공격한것이다. 그는수학에서의진술은참이거나거

짓이다라는 배중률을 수학의 증명에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여, 배중률을 쓰

지 않는 집합론을 1918년에, 측도론을 1919년에, 또 함수론을 1923년에 간행

하였다. 그가자신의철학때문에위상수학에서의젊은날의중요한업적을부

정해야했던것은유명하다[Par].

브라우워는 수학자이면서도 신비주의자, 직관주의 철학자이었으며, 또 네

덜란드역사의연구로도저명하다.

브라우워부동점정리의역사는 [Par]에자세하다.

1920년 라마누잔의 업적

하디 G. H. Hardy (1877-1947)는 20 세기 초의 영국의 지도적인 수학자로

서, 해석적정수론의연구로저명하다. 그의초기논문들은무한급수의수렴성

과 특이적분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이 계기가 된 저서로 그는 “순수수학의 한

과정” A Course of Pure Mathematics (1908)을썼는데,이는해석학에관한영

어로된최초의엄밀한책이었다. 1911년에그는리틀우드 J. E. Littlewood를

만나 수학사상 가장 유명한 공동연구를 시작하여 35 년 동안에 거의 100 편

의공저논문을발표하였다. 1913년에그는인도의라마누잔을초청하여몇년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만년에 하디는, 자신의 수학적 창조력이 감퇴함을

깨닫고, “어느 수학자의 변명”을 1940년에 간행하였는데, 이 책은 소설가 스

노우 C. P. Snow의 유쾌한 서문이 1967년에 첨가되어 아직도 간행되고 있다

[Har]. 이책은수학자가어떻게사고하는가와수학하는즐거움을가장생생하

게 기술한 것 중 하나이다. 거기에서 기술된 다음 구절은 그의 수학에 대한 생

각을분명하게잘나타내고있다:

“수학자들의 패턴은, 화가나 시인의 것과 같이, 아름다워야만 하며, 그 아이디어

들은, 색깔이나 말과 같이, 조화롭게 서로 잘 맞아 들어가야 한다. 아름다움이 첫째

기준이다: 이세상에아름답지않은수학이설자리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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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누잔 S. Ramanujan (1887-1920) 은 독학으로 해석적 정수론, 분할 이

론, 연분수의 이론, 타원함수론, 무한급수론에서 당시의 어떤 수학자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의 연구는 근대수학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

이 혼자서 한 것이었으며, 비록 소수에 관한 연구 중 적지 않은 오류가 있었음

에도불구하고, 독자적방법에의한깊은성찰과직관과귀납으로써많은결과

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오일러 L. Euler (1707-83)와 야코비 C. G. J. Jacobi

(1804-51)에 비견되기도 한다. 그의 연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수학자들에게

계승되고있다.

라마누잔은 1887년 12월 22일에인도의마드라스주의에로데에서태어나,

한 살 때 쿰바코남으로 이사하여 거기서 고등학교를 마쳤다. 에로데는 첸나

이(이전의 마드라스) 남서쪽 400 km에 있는 작은 도시이며, 쿰바코남은 첸나

이 서쪽 270 km에 있는 종교 도시이다. 수학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과목을

소홀히 한 결과 대학에서의 학업을 마치지 못하였다. 1911년 인도수학회 저널

에 베르누이 Jacob Bernoulli 수에 관한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뒤로, 그의

괄목할만한수학적재능은많은사람들의인정과격려를받았다. 그가증명없

이정리만나열한논문들을영국의몇수학자에게보낸뒤, 케임브리지대학교

수학과의 케일리 Cayley 강사였던 하디의 인정을 받아, 그의 초청으로 1914년

부터 5년간 공동연구를 하게 되어, 7 편의 괄목할만한 공저 논문을 포함하여

30 편도넘는논문을발표하였다.

그의수에대한뛰어난감각을말해주는일화가있다. 어느날하디가타고

온 택시의 번호가 1729라는 말을 듣고, 즉각 “두 세제곱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둘인수들중에서가장작은수 (1729 = 13 + 123 = 93 + 103)”라고말했

다고한다.

라마누잔은 특히 리이만 급수, 타원적분, 초기하급수, 제타함수에 관한 방

정식 등을 연구하였는데, 초기하급수에 관하여는 가우스 Gauss, 쿰머 Kum-

mer 등의결과를독립적으로재발견하였으며, 초기하급수의부분합과곱에관

한그자신의업적은이분야의주요한발전의토대가되었다.

1917년에 병환에 걸려 영국의 여러 곳의 요양원을 옮겨 다니다가, 1918

년 가을에 약간의 차도를 보였다. 그 해에 영국학술원(the Royal Society)

회원으로 뽑혔고, 또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대학의 연구원 (fellow)이 되었

다. 1919년 2월 27일에 영국을 떠나 3월 27일 뭄바이 (봄베이)에 상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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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마드라스로돌아왔다. 1920년 1월 12일에하디에게마지막편지를띄

웠고, 4월 26일에 32세의나이로죽었다.

그는 생전에 영국과 유럽의 학술지에 37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수많은

정리들로 채워진 세 권의 “노트북들” Notebooks 과 미발표 논문과 원고들을

남겼다. 여기에는앞선연구와는무관한독창적인내용이많으며, 아직도증명

되지않은것이수백개나된다.

하디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마누잔의 수많은 원고들 [1914년 이전의 것

과 그가 죽기 전 마지막 해에 쓴 것 중 일부 포함]을 버밍햄 대학의 메이슨

Mason 순수수학 교수(1918-51년)였던 m슨 G. N. Watson에게 주었다. m슨

은 “라마누잔이 진술한 정리들” Theorems stated by Ramanujan이라는 일반

적인제목아래 14 편의논문을발표하는등라마누잔의연구로부터영감을받

은논문을모두 30 편가까이썼다.

라마누잔의연분수에관한공식은 1985년에 MIT의고스퍼 Gosper가원주

율 π의 값을 소수 1700만 자리까지 계산하는 데 쓰였고, 그의 분할 이론은 통

계역학의문제에적용되었다.

라마누잔의 전기로는 [Kan]이 있으며, 그의 업적에 대하여는 [Ono]의 참고

문헌을보라.

1924년 바나카-타르스키 정리

수학에는 많은 ‘이상한’ 결과들이 많다 [예를 들면, 공간을 채우는 곡선, 칸

토르의삼진집합, 비가측집합등이다]. 1924년에나타난바나카-타르스키정리

도 그런 것 중 하나이며, 그 결론이 너무나 황당해보여서 흔히 바나카-타르스

키역리(paradox)라불린다.

바나카 S. Banach (1892-1945)는폴란드남부의옛수도크라코우Krakow에

서 태어나자마자 양부모에게 맡겨져 친부모를 모른 채 자라났다. 거의 독학으

로 수학을 공부하다가 슈타인하우스 H. Steinhaus (1887-1972)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수학을 연구하게 되고 1919년부터 르뵈프 Lwow 공과대학에서 가

르치기 시작했다. 그 학교가 1922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1927년부

터 그 대학 교수로 있었으며, 폴란드 수학회 회장을 지냈다. [르뵈프는 2차

대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다.] 수학자로서의 그의 최대의 업적은 함

수해석학을 창시한 것이다. 그의 학위논문(1920)에 도입된 바나카 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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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학의 주된 개념이며, 그의 부동점 정리는 수많은 응용면을 가지고 있다.

그가 중심이 되어 두 세계 대전 사이의 기간에 르뵈프의 스코티쉬 카페 Scot-

tish Cafe에서의수학연구활동은가히전설적이다. [Mau]를보라. 그의전기

로는 [Kal]이있다. 바나카대수에도그의이름이붙어있으며, 그의이름이붙

은 중요한 정리로는 하안-바나카 Hahn-Banach 정리, 바나카-슈타인하우스 정

리, 바나카-알라오글루 Banach-Alaoglu 정리, 바나카 부동점 정리, 바나카-타

르스키 Banach-Tarski 정리 같은 것이 있다. [바나카라는 발음은 폴란드인이

공통적으로사용하며, 이탈리아와폴란드에서 Park은가끔빠르까라고도불리

었다.]

타르스키 A. Tarski (1902-83) 는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가르치다가, 2차 세계 대전 중 폴란드가 독일에 점령되자 나치의 박해를 피하

여 미국으로 옮겨간 후, 하버드 대학을 거쳐 1940년부터 UC 버클리의 교수로

일생을 마쳤다. 일반대수, 측도론, 수리논리학, 집합론, 초수학의 분야에서 중

요한연구를했고, 모형이론을창시하였다. 그는결정가능성의문제, 집합론의

공리의 문제, 대수학을 논리학에 응용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주로 수리논리

학과 철학의 업적으로 유명하다. 450 여 편의 논리학 논문을 썼고, 세계 4 대

논리학자중한사람으로알려져있다 (다른세명은 Aristoteles, Frege, Gödel

이다).

바나카와 타르스키는 1924년에 한 공의 역리적 분할(the paradoxical de-

composition of a ball)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그보다 앞선 하우스도르프 F.

Hausdorff의 한 정리를 개선하여, 한 개의 공을 여섯 조각으로 갈라서 회전과

평행이동으로 그들을 다시 결합하여 원래의 것과 같은 크기와 체적을 가진 두

개의 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이 정리는

1947년에 로빈슨 A. Robinson이 조각의 수를 매우 복잡한 조각 다섯 개로 줄

일수있음을보였다.

결과적으로다음과같은바나카-타르스키정리가성립한다:

정리. 임의의 3 차원 입체로부터 그것과 정확히 똑같은 두 개의 입체를 만

들어낼수있다.

이 정리는 선출공리를 써서 얻은 것이며, 원래 그 공리가 잘못된 것임

을 보이려 시도되었던 것으로서, 이 때문에 그 공리의 사용에 의문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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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자들도있다. 오늘날의생각으로는이것이논리적모순이아니라, 다만우

리가 완전히 일반적인 체적의 개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정리는

‘무한’에 관한 논리 때문에 생겨나는 현실 공간과 수학적 공간의 괴리를 말해

주며, 따라서집합의수학적개념은물체의개념보다훨씬더자유스럽다고말

할수있겠다 [Mar-Myc].

현재 우리가 말하는 수로서의 체적이나 면적의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한 사

람은 19 세기의 조르단 C. Jordan (1838-1922)이다. 그의 체적의 이론에 따르

면모든도형에체적이정의되는것은아니며, 바나카-타르스키의정리에의하

면, “공간의 유한한 범위에 있는 도형 중에는 체적을 가지지 않는 것이 존재한

다”는것이된다. 즉, 공을가를때의조각은체적을확정할수없을정도로복

잡한것으로서, 실은 ‘구체적’으로는구성될수없다.

더구나, 바나카-타르스키 정리는 공간에서는 성립하지만, 평면에서는 그와

유사한것이성립하지않는데,그이유는평면에서의회전이이루는군(group)이

가환인데반하여공간의회전군이비가환이기때문이다.

자세한것은가령 [Wag]에나와있다.

1924년 필즈 메달과 네반리나 상

국제 수학 연맹(IMU = The 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은 4 년마

다국제수학자대회(ICM = The Internati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를

개최하며, 그 개회식에서 IMU 상들(IMU Awards and Prizes)을 수여한다.

2006년 8월 22일에 마드리드에서 열린 ICM에서는 필즈 메달과 네반리나 상

외에처음으로가우스상이수여되었다. 이제이상들에대하여차례로알아보

자.

1924년에토론토에서열린 ICM을조직한사무총장(Secretary)이었던필즈

J. C. Fields (1863-1932)는, 수학에서의 뛰어난 업적으로 장래성이 있는 두 학

자에게 매 4 년마다 열리는 ICM에서 순금 메달을 수여하는 시상 제도를 제안

하고, 뒤에그기금을제공하였다.

1932년 취리히에서 열린 ICM 에서는 이 제안을 시행하기로 정하고, 비범

한 유망성을 보인 젊은 수학자에게 순금 메달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수상되는

해의 1월 1일에앞서 40세생일을맞이한사람은수상자가될수없다. 1936년

에 오슬로에서 처음 주어졌으나, 2차 세계 대전 때문에 14년 동안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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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50년부터다시주어졌다.

1966년 모스크바의 ICM 에서는 수학 연구의 거대한 확대에 비추어 이 상

을 2명이상 4명까지주기로정하였다. ICM의초기역사에대하여는 [Alb]의

후속판을보라.

다시 1982년부터는 헬싱키 대학교가 기부한 기금으로 정보과학의 수학적

분야에 대하여 롤프 네반리나 상 Rolf Nevanlinna Prize을 수여하게 되었다.

이상도필즈메달과마찬가지로 40세제한이있으며, 네반리나의옆얼굴이새

겨진 금메달과, 필즈 메달의 경우와 비슷한 액수의 상금이 4 년마다의 ICM에

서한명에게주어진다.

네반리나 R. Nevanlina (1895-1980)는 헬싱키 대학의 총장과 IMU의 회장

이었으며, 1950년대의핀란드대학들의컴퓨터조직을주도한바있다.

가우스상의제정은가우스탄생 225 주년이되는 2002년 4월 30일에공표

되었으며, 마드리드에서의 ICM’2006에서 처음 시상되었다. [“2006년 가우스

상”항목을보라.]

그밖에 IMU에 관련된 상으로, 아벨 상 The Abel Prize은 노르웨이 학술

원이 수여하며 IMU는 그 위원회의 위원들을 지명한다. [“2003년 아벨 상” 항

목을 보라.] 또 라마누잔 상 The Ramanujan Prize은 발전도상국의 젊은 학

자에게수여되는상으로서, 트리에스테에있는국제이론물리학센터(ICTP =

International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와 IMU가공동으로수여하며,상

금은아벨기념기금 Niels Henrik Abel Memorial Fund가낸다.

이항목에관한자세한것은 IMU의다음홈페이지에나와있다.

http://www.mathunion.org

1928년 폰 노이만의 Minimax 정리

폰노이만 J. von Neumann (1903-57) 은헝가리의부다페스트에서태어나,

부다페스트 대학, 베를린 대학, 취리히 공과대학에서 화학공학을 공부하였으

며, 1928년에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집합론에 관한 논문으로 수학박사가 되었

다. 그는 20세 때에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서수(ordinal number)의 정의에 관

한 논문을 간행하였다. 1926-29년 베를린 대학과 1929-30년 함부르크 대학에

서 사강사를 하다가, 1930년에 미국으로 옮겨가 프린스턴 대학의 방문교수가

되었다. 1933년부터는평생을고등연구소수학과교수로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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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집합론, 실해석학, 수학기초론, 이론물리학 (특히 양자역학), 힐버트

공간론, 작용소론, 연속기하학, 게임이론, 수리경제학, 컴퓨터과학 등 많은 분

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특히,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수학기

초론과 집합론 등에서 큰 성과를 올렸고, 1932년에는 유명한 저서 “양자역학

의 수학적 기초” Mathematische Grundlagen der Quantenmechanik를 간행하

여새로생겨난양자역학의탄탄한기초를세웠다. 이시기에그는게임이론을

연구하여, 극소극대 minimax 정리를 증명하였으며, 그 연구를 차차 확장하여

1944년에 모르겐스턴 O. Morgenstern (1902-77)과의 공저로 고전적인 교과서

“게임이론과 경제행태”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ur를 간행하

였다. 1930년대 후반에는 머레이 F. J. Murray와 함께 작용소 환에 관한 연구

를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폰 노이만 대수라 불린다. 그는 또 차원이 연속적으

로변하는공간도연구하였다.

2차 대전 중에는 맨해튼 계획 Manhattan project (원자탄 개발)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였고, 미국 군부의 여러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다. 전후에는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를 개발하려던 고등연구소의 계획을 지도하고 컴퓨터

디자인에 공헌하였으며, 미국에서의 수학의 응용에서 주된 역할을 맡았다. 실

제로 그는 연산조직의 저장프로그램을 쓰는 초기 컴퓨터를 논리적으로 설계함

으로써 1953년에 오늘날의 컴퓨터의 원형으로 일컬어지는 “폰 노이만 기계”

를 만들었고, 컴퓨터 메모리의 단위로서의 비트 bit의 채용을 주도했으며, 신

뢰하기 어려운 컴퓨터 부품들로부터 신뢰할만한 해답을 얻는 문제를 해결하였

다. 그밖에도 그의 공헌 중에는 핵원료를 폭발시키는 방법에 관한 제안과 수

소폭탄 개발에 참여한 것이 있다. 1947년에 미국 대통령의 공로훈장과 시민

특별 공로상을 받았고, 1947년 이후 프린스턴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명예

박사를 받았으며, 미국학술원을 비롯한 여러 나라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다.

1955년에는 미국의 원자력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그가 불치의 암과 투병 중이

던 1956년에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유훈장, 아인슈타인 상, 페르미 상을

받았다.

1928년에 그가 발견한 minimax 정리는 게임이론의 기본정리의 하나로서

다음과같이기술된다 [Neu1].

Minimax 정리. 유클리드공간의 완폐 볼록 부분집합 K ⊂ Rm와 L ⊂
Rn에대하여연속인실함수 f : K × L→ R이다음조건을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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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x0 ∈ K와 α ∈ R에대하여 {y ∈ L|f(x0, y) ≤ α}는볼록하다.

임의의 y0 ∈ L와 β ∈ R에대하여 {x ∈ K|f(x, y0) ≥ β}는볼록하다.

그러면다음이성립한다:

max
x∈K

min
y∈L

f(x, y) = min
y∈L

max
x∈K

f(x, y).

다시 1937 년에 폰 노이만은 이 minimax 정리를 함의하는 교차정리를 발

견하고이를수리경제학의문제들에적용하였다 [Neu2].

1941 년에 가꾸다니(角谷靜夫) S. Kakutani (1911-2004) 는 브라우워 부동

점정리를 다가함수(집합값을 가지는 함수)로 확장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위

의폰노이만의두정리의쉬운증명을이끌어내었다 [Kak].

브라우워와 가꾸다니의 부동점정리들은 1950년에 내쉬 J. Nash (1928-

2015)가 평형점 정리를 이끌어내는 데 쓰였고 [Nas1,2], 특히 가꾸다니의 정리

는 게임이론, 수리경제학, 수학적 프로그래밍, 제어이론, 미분방정식론 등 몇

백개의논문에적용되었다.

게임이론은 경제현상 등을 비롯한 새로운 적용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기

왕에 내쉬를 비롯한 여러 수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에 덧붙여, 다시

2005년에 셸링 Schelling이 게임이론의 분야에서 같은 상을 받았다. 카스티

Casti에의하면,

“전에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간주되었던 일을 minimax 이론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있게해주는몇안되는이론중하나이다. 따라서게임이론은중요한철학적난제

의 하나인 합리적 행동과 불합리한 행동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이론 이

상의수학적이론을요구하는것은무리이다”

라 하면서, “게임이론의 목적은 통찰이지 해법이 아니다”라는 해밍 Ham-

ming의말을덧붙였다 [Cas].

타임 Time지(1999년 3월 29일자)는 20세기의가장위대한과학자와사상

가 20 명안에서폰노이만에대하여다음과같이썼다:

“천만 달러짜리 슈퍼컴퓨터에서부터 휴대전화와 로봇 인형을 작동시키는 초 미니

칩까지, 오늘날의 모든 컴퓨터들은 사실상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들은

모두 ‘폰 노이만 기계’로서, 존 폰 노이만이 앨런 튜링 Alen Turing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1940년대에설계한기본컴퓨터구조의변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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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비 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이 수학에서의 절대적 진리라는 개념을 제거하

였다면, 1931년의 괴델의 놀랄만한 발견은 힐버트가 수학의 확실성의 기준으

로삼으려했던무모순성의개념이가망이없음을보여준것이었다.

20 세기의 첫 30 년 동안에 사람들은 대부분의 고전수학의 무모순성이 자

연수의 산술에서의 대응되는 결과에 의존함을 알게 되었다. 이 결과로 비인

Wien 대학교의괴델 K. Gödel (1906-78)은알파벳의글자들과, 그것들의결합

인단어와문장들을, 수치부호 (numerical code) 로써표현하는법을창안하고,

이것을써서한문장이참인가거짓인가를산술적으로결정할수있었다.

1929년에 괴델은 프레게의 증명의 규칙들이 논리적으로 유효한 모든 문장

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함을 보임으로써 하안 H. Hahn (1879-1934)의 지도로

박사가 되었다. 우리는 이 결과를 1계 술어논리의 완전성 정리라 부른다 [Hei,

pp. 582-591]. 이것으로부터현대적인용어가나타나는데, 그에따르면논리는

프레게의 공리와 규칙의 체계가 된다. 따라서 논리라는 말의 오늘날의 중요성

이정당화된다 [Mar-Myc].

1931년에 괴델은 자연수의 산술을 기술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적 체계는

피할 수 없이 모순성을 가지든가 불완전성을 가짐을 발표하였다 [Hei, pp.596-

616]. 그는수치부호를써서그런체계안에본질적으로

(이괄호안의진술은증명할수없다)

는 것과 동치인 산술의 명제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

다. 만약에이문장이옳다면, 그것은참이지만증명할수없는명제의예가되

므로, 그체계는완전한것일수없다. 한편, 이문장이거짓이라면, 그것은거

짓이지만증명할수있는명제의예가되므로, 그체계는모순이된다.

수학기초론에 있어서의 형식주의는 수학을 기호의 게임이라 보고, 모든 수

학적이론은무정의용어(기호)에관한공리(게임의규칙)들로조직되며, 그들

로부터 논리의 규칙에 따라 얻어지는 정리 전체가 그 이론을 구성한다는 것이

다. 한 이론의 공리들의 모임을 공리계라 하는데, 이때의 공리계는 독립성, 무

모순성, 완전성이요구되었다.

괴델의두정리는실제로다음과같은내용이다:

첫째 정리. 자연수의 체계를 포함하는 무모순인 임의의 형식적 체계 L (이

를테면 “수학원리” PM의체계)안에는결정불가능인명제가존재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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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의 한 명제 F로서, F도 그것의 부정 ¬F도 L 안에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

둘째 정리. 자연수의 체계를 포함하는 무모순인 임의의 형식적 체계 L에

대하여. L의무모순성을 L 안에서증명할수는없다.

첫째 정리는 자연수의 공리계를 포함하는 어떠한 무모순인 공리계도 불완

전함을 밝혔다. 이것은 이러한 공리적 이론 안에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

제가존재한다는것이다. 이명제를증명하는데는다른공리가첨가되어야한

다. 이 공리를 첨가한 새 공리계를 구성하여도 다시 이 새 공리계로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하게 된다. 더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묘한 수치기

호를 써서, 이러한 이론의 증명할 수 없는 명제 중 하나는 그 공리계의 무모순

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정리이다. 따라

서, 힐버트의제2 문제는부정적으로해결되었다. 결국, 우리는수학이무모순

이기를희망하는길밖에없다.

이정리는현실세계의진실을형식화체계화하는데있어서의인간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수학의 실용적 성취 또는 유용성에는 아무 문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참된 본질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정리는

또한어떤컴퓨터라할지라도결코모든수학적의문에답할수있도록프로그

램화할수는없다는것을말해준다.

그는 다시 1939년에 ZF가 무모순이면 그것에 선출공리와 일반 연속체 가

설을 첨가하여도 무모순임을 모형으로 제시함으로써 증명하였다 [God]. 이 결

과 역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업적이다. 그의 그 밖의 저작에 관하여는

[Daw1,2, Wan]을보라.

괴델은 1906년 4월 28일 [우리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에 오스트리아-항가

리 제국의 모라비아 주의 브룬 Brunn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오늘날에는 체

크 공화국의 브르노이다. 그는 비인 대학교에서 공부하였고, 1929년에 박사

가 되었다. 그 뒤에도 학교에 남아서 1933-38년 강사 발령을 받았는데, 그

동안 한 학기만 강의를 했으며, 1938년까지 비인 써클 Wiener Kreis로 알려

진 논리적 실증주의 학파에 속해 있었다.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하고, 괴

델을 논리학의 길로 이끌어 준 쉴 M. Schlick (1882-1936) 교수가 나치 학생

에게 살해되자, 괴델은 큰 충격을 받고 큰 좌절을 겪었다. 거기에서 회복된

뒤, 그는 미국에서의 첫 번째 객원교수 제의를 받고, 1934년에 프린스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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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수학 체계의 결정불가능 명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강의를

하였다. 이 강의는 베블렌 O. Veblen의 제안에 따라, 프린스턴에서 박사가 된

직후의 논리학자 클린 S. Kleene이 노트를 만들어 후에 간행되었다. 비인으로

돌아온 그는 1938년에 결혼을 하였고,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다시 미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일본을 경유하는 먼 길을 택할 수 밖에 없

었다. 1940년에 미국 시민이 되었고, 1978년에 사망할 때까지 프린스턴의 고

등연구소연구원과교수를지냈다.

만년에 그는 십이지장 궤양에 걸려 다이어트를 지나치게 한 나머지 체중이

서서히 줄었고, 부인이 비인에 다니러 간 동안에, 음식에 독이 들어 있다는 강

박관념때문에아사하였다.

1952년에 하버드 대학교는 “20 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적 발견”의 공으로

그에게 명예 학위를 수여하였고, 1974년에는 미국의 국가 과학 훈장(National

Medal of Science)을 받는 등 수 많은 영예가 뒤따랐다. 그의 전기로는 왕 H.

Wang (1921-95)의 것이 있다 [Wan]. 미국의 주간지 타임 Time은 20 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인물 100 명을 선정하면서, 그 중에 수학자 괴델을 20 세

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와 사상가 20 명 안에 들었고, 그의 업적을 다음과 같

이 평하였다 [Time, March 29, 1999, pp. 92-94]. “그는 수학의 렌즈를 수학

자체로 되돌려 그의 유명한 ‘불완전성 정리’를 생각해냄으로써 형식주의의 심

장에 말뚝을 박았다.” 과연 매스컴다운 격렬한 표현이다. 도리어, 그의 연구가

20 세기의수학, 논리학, 철학, 언어학, 컴퓨터과학등에심대한영향을미쳤다

고말하는것이낫겠다.

미국 수학회는 괴델 탄생 100 주년인 2006년에 회보 Notices 4월호를 괴델

과 그의 업적과 수학에의 그의 영향에 관한 글을 모은 특집으로 간행하였다.

대한수학회도기념강연회를가졌다.

1936년 튜링의 계산기계

논리학과수학기초론은기본적인수학적구조들 [그들을써서모든다른수

학적 구조들을 정의할 수 있다], 수학적 추론의 정확성과 중요성, 수학적 계산

의 유효성에 관한 수학의 한 분야를 구성한다. 20 세기에 들어와 이 분야는 수

학의 세 개의 큰 부문으로 구체화되었다: 즉 집합론, 수리논리학(모형이론 포

함), 계산가능성 이론인데, 이들은 뚜렷하게 뒤섞여 있다. 이들 각각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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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은 [Mar-Myc]를 보라. 힐버트의 제1 문제는 집합론, 제2 문제는

논리학, 제10 문제는 계산가능성 이론에 속하는 것들이다. 집합론과 수리논리

학에 관한 교과서는 너무나 많으며, 계산가능성 이론에 관한 교과서의 예로는

[Boo-Jef]가있다.

괴델이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에서 초수학의 산술화라는 수법을 쓰면서, 오

늘날계산가능(computable) 또는회귀적(recursive)이라불리는함수족을다루

었다 [그 함수들이 계산가능성의 직관적 의미를 가지리라 주장하는 것은 아니

다]. 괴델자신을비롯하여클린 S. Kleene (1909-94),처어취 A. Church (1903-

95) 등 여러 학자들이 실제로 계산가능 함수의 수학적 정식화를 시도하였다.

1936년경에 발표한 논문들 [Pos, Tur]에서 포스트 E. L. Post (1897-1954), 처

어취, 튜링 A. Turing (1912-54)은계산가능함수의다른정의들을제안하였는

데, 나중에이정의들은동치임이밝혀졌다.

이제튜링의업적과그영향을 [Mar-Myc]에따라알아보자.

튜링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수행하는 데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컴퓨터의 이론적 모형을 확립하게 해주는 추상적인 정리가 얻어진다.

그는 [Tur]에서 오늘날 튜링 기계 Turing machine라 불리는 한 상상적인 기

계의 개념을 도입하고, 한 보편 기계 universal machine, 즉 주어진 적절

한 부호(code)에 대하여 임의의 다른 튜링 기계가 하는 일을 따라 할 수 있

는(capable of simulating) 기계의존재를증명하였다.

튜링의 계산가능성의 정의는 증명의 개념과는 무관하며 많은 흥미 있는 개

념들, 정리들, 및 미해결 문제들을 낳았다. 튜링 기계의 개념은 철학적으로도

중요하며, 실세계에서의 모든 계산과정(앨거리듬)에 대하여 그 과정을 수행할

수있는튜링기계가존재한다. 보편튜링기계가 ‘프로그램화’할수있는컴퓨

터의이론적모형이된다.

기계로 열거할 수 있는 대상들이라는 아이디어는 회귀적 열거가능 집

합(recursively enumerable set)의 개념으로 형식화되는데, 이 집합은 계산가

능 함수의 정의역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유한개의 공리들로부터 이끌어내어

지는 결과들 전체는 회귀적 열거가능 집합의 대표적인 예이며, 더 일반적으

로, (수학원리 PM에서와 같은) 공리들의 회귀적 열거가능 집합의 결과들의

집합은 회귀적 열거가능이다. 뒤의 집합은 원소관계 문제(membership prob-

lem)가 결정불능(undecidable)인 예가 되는데, PM의 모든 정리들을 열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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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링기계는존재하지만, 정리가아닌것을모두열거하는기계는존재하지않

으며, 따라서정리와정리아닌것을바르게구분하는기계는존재하지않는다

는뜻이다.

힐버트의 제10 문제의 부정적 해결은 1950-70년대의 많은 수학자들의 노

력으로 이루어낸 것인데, 이는 회귀적 열거가능 함수의 새로운 특성을 알아냈

기 때문이다. 데이비스 M. Davis, 마티야세비취 Yu. Matiyasevich, 퍼트남 H.

Putnam, 로빈슨 J. Robinson 여사는 이러한 개념을 써서 정수계수 부정방정

식이 정수해를 가지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앨거리듬이 없다는 것을 보인 것

이다.

20세기의 논리학과 수학기초론에서의 주된 성과는 [Mar-Myc]의 끝의 절에

잘요약되어있다.

이제튜링의생애에대하여주로 [Dav]에따라알아보기로한다.

튜링은 1934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킹스 칼레지를 마친 뒤 연구원 (fel-

low)이 되었고, 2 년 후에 “계산가능한 수에 관하여, 결정문제에의 응용과 더

불어”[Tur]라는논문을발표하였다. 이논문은오늘날컴퓨터과학의초기논문

가운데가장중요한것으로인정되고있다. 여기에서의결정문제라함은힐버

트가 1928년에 제기한 것으로, 1계 논리학의 기호법으로 씌어진 몇 전제와 주

어진결론에대하여, 프레게의규칙에따라그결론이전제들로부터유도될수

있는지 항상 결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계산절차를 추구하는 과제이다. 튜링의

논문은 “수학의모든정리가증명될수있는것은아니다”는사실을밝혀낸것

으로수리논리학의한중요한성과이기도하다.

그 동안에 그는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데 몰두하여, 현

대 컴퓨터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상상적인 ‘튜링 기계’를 수학적으로 고안하

게되며, 그는이기계가종이테이프에뚫린구멍들에필요한명령을코드화하

여 입력하면 보통 기계처럼 작동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연산이 수행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 기계의 개념은 자동화 이론, 논리학, 언어 이론 등에

큰영향을주었다.

클린은 이런 기계를 위한 프로그램이 그것이 수행해야 할 데이터와 본질적

으로차이가없음을보여주는또다른추상적정리를세웠다.

튜링은 1936년에 프린스턴 대학교로 옮겨가 2년 만에 박사가 되었고,

1938년에 케임브리지로 돌아왔다. 튜링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1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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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전에 외무부 통신국에 발탁되어 정보암호학교에서 일하게 된다. 당시의

영국 정보당국은 독일의 암호기계 에니그마 Enigma에 대응하기 위해 부심하

고 있었다. 1939년 9월 1일 나치의 독일 군대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대전의 막이 올랐고, 영국과 프랑스는 협정에 따라 독일에 전쟁을 선포했다.

튜링은 9월 4일에 런던 북부의 빅토리아 여왕 소유지인 블레츨리 공원에 업무

시작을신고했다.

거기에는주로교수들로이루어진작은팀이구성되어, 실제로독일의암호

를 해독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전쟁이 끝날 때에는 그 공원은 암호 해독

과 통신 분석의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1만 2천명 규모의 근거지가 되었다. 튜

링은 에니그마 교신을 해독하는 봄브 Bombe라는 기계를 만들었다. 1943년에

튜링은 몇 달 동안의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도중, 논리적 스위치 조작을 진

공관이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활용할 생각을 하게 된다. 튜링의 생각에 따

라그의팀은콜로서스 Collossus라는세계최초의연산컴퓨터를만들었고, 이

것을 써서 독일의 암호 체계를 깨뜨리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2차 대전이 끝

난뒤에도튜링은 1945년말에그유명한 ACE (Automatic Computing Engine,

자동 계산 기관) 보고서를 써 냈고, 1948년까지 영국과 미국이 자국 내의 소련

스파이를 찾는 데 암호 해독 작업을 도왔다. 이런 연유로 해서 그의 참된 공적

은오랜동안비밀에가려져있었다.

그 뒤 튜링은 런던의 국립물리연구소(NPL = National Physics Labora-

tory)의 수학 분과를 거쳐 1948년 말부터 맨체스터 대학 컴퓨터 연구소 소장

대리로서 컴퓨터의 설계와 제작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 컴퓨터 연구소는

뒤에 영국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950년에 국

립물리연구소는 ACE의 작은 변형판인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 이론적 근거

는 1936년의튜링의논문에있으며, 그성능은당시로서는가장우수해서미국

이만든에니악 ENIAC을능가하는것이었다.

튜링은 42세이던 1954년 6월 7일에 청산카리 용액에 담가놓았던 사과 한

쪽을베어문채사망하였는데, 동성연애때문에핍박을받아자살했다는설이

있다. 컴퓨터제조회사인애플 Apple 사의로고는튜링이베어먹고남은사과

를형상화한것이라한다.

타임 Time 지(1999년 3월 29일자)는 튜링을 아인슈타인과 괴델과 함께 20

세기의가장위대한과학자와사상가 20명안에들었다. 한편, 미국컴퓨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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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제정한튜링상은컴퓨터분야의노벨상으로인식되고있다.

최근에 튜링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들이 밝혀졌는데, 그 일부는 그에게 바

쳐진특집인미국수학회보 Notices Amer. Math. Soc. vol. 53, no. 10 (Novem-

ber 2006), 1186–1219에여섯편의글로나와있다.

1939년 부르바끼의 수학의 재조직

수학자들의 한 비밀결사(a secret society)로 알려진 부르바끼 Nicolas

Bourbaki는 주로 프랑스의 수학자들로 이루어진 한 집단의 가명으로서, 그

에 대하여 “이름은 그리스인이고, 국적은 프랑스이며, 경력은 진귀하다”라고

할모스 P. Halmos (1916-2006)는 썼다. 그들은 1924년의 파리의 고등사범학

교 Ecole Normal Superieure의동기생을중심으로하여 1930년대중반에결성

되었고, 그 구성원을 밝히지 않은 채 바꾸어 가면서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

다. 그들은 공동 연구로 논문을 발표하고, 현대수학의 체계적이고 백과사전적

인 총서인 “수학원론” Elements de mathematique를 1939년부터 간행해 왔으

며, 그들만의세미나보고서를간행하고있다.

한동안의 구성원은 까르땅 H. Cartan (1904-2004), 쉬발레 C. Chevalley

(1909-84), 델사르트 J. Delsarte (1903-68), 디외돈네 J. Dieudonne (1905-92),

딕시미에 J. Diximier (1924- ), 에르스만 C. Ehresmamm (1905-79), 아일렌버

그 S. Eilenberg (1913-98),고드망 R. Godement (1921-2016),그로탕디에크 A.

Grothendieck (1928- ), 코줄 J. L. Kozul (1921- ), 사무엘 P. Samuel (1921-

), 쉬바르츠 L. Schwartz (1915-2002), 세르 P.-J. Serre (1926- ), 톰 R. Thom

(1923-2002), 베이유 A. Weil (1906-98)이었다. 처음에는 프랑스인뿐이었으나

최초로 폴란드인인 콜럼비아 대학교의 아일렌버그가 어떤 프랑스인보다도 대

수적 위상수학을 잘 안다는 이유로 회원이 되었다 하며, 뒤에 영국인 아티야

Sir M. Atiyah (1929-2019)도가입되었다.

그구성원중몇명이처음에낭시 Nancy와쉬카고 Chicago 대학에자리를

잡았는데, 초기의 몇 논문의 저자로 부르바끼라는 이름을 쓰고 소속을 낭카고

Nancago 대학교라한데서처음으로수학계에알려졌다.

부르바끼의 공동 연구는 가히 20 세기 후반의 지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였었

다. 그들은 1936년 이래,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의 상

세한 증명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집합론의 공리계 ZFC 또는 NBG와 몇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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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그 위에 수학 전체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리주의에 따라 현대수학을 재조직하려는 총서인 수학원론을 1939년부터 시

작하여 1983년까지 집합론, 대수학, 일반위상수학, 위상벡터공간, 적분, 리이

Lie 군과 대수, 가환대수에 관한 60 여 개의 장(chapter)을 간행하였다. 이 총

서는미완성이며, 미완성으로남을것으로보인다.

그들은 현대적인 입장에서 수학사를 검토하고 [Bou2], 현대수학이 여러 갈

래로또복잡한외양을띠면서도내면에있는여러분야사이의긴밀한관련을

중요시하고, 또 그 통일된 원리는 힐버트의 정신에 따르는 공리적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과거의유산을충분히검토하여공리들을선택하고, 이공

리들에 따라 수학의 복잡한 내용을 될 수 있는 한 명확한 공리적 체계로 재현

하려하였다. 부르바끼는모두라고는할수없어도대단히많은분야들에대하

여일반적인공리적체계를세움으로써수학적수단을 “표준화”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수학의 가장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집합으로부터 시

작하여, 집합의 원소들 사이의 관계를 주는 개념을 수학적 “구조”라 부르고,

그 관계가 만족하는 몇 가지 조건을 그 “구조의 공리”라 부른다. 그리하여 원

소가 무엇이든 간에 이들 공리 이외의 다른 어떤 가정도 쓰지 않고, 구조의 공

리만으로 여러 결론을 논리적으로 유도해낼 때 이 구조의 공리적 체계를 얻

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논리라 함은 고전논리이다. 그들이 기본으로 잡

은 수학적 구조는 대수적 구조, 순서 구조, 위상적 구조의 세 가지이다. 이 같

은부르바끼의기본철학은 [Bou1]에잘나와있다.

부르바끼의 용어 선택이 반드시 잘 된 것은 아니지만 표준 용어의 개발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가령 현대적 의미에서의 완폐(‘옹골찬’)를 ‘com-

pact’라 한 것은 부르바끼이며, 이는 프레셰 Frechet의 ‘extremal’이나 로시아

학파의 ‘bicompact’를대신한것이다.

부르바끼는 자신들의 세미나 Seminaire Bourbaki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논문 형식의 리포트(expose)로 해마다 간행하여 왔는데, 그 리포트의 Nos.1-

346은 Benjamin, New York 출판사에서 간행되었고, Nos.347 이후의 방대한

양은 Lecture Notes in Mathematics, Springer- Verlag, Berlin and New York

로계속간행되고있다.

부르바끼의 입장에서 1977년까지의 20 세기의 순수수학을 개관하려는 시

도는 디외돈네 J. Dieudonne의 [Die1,2]에 나와 있다. [Die1]은, “주류”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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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되는 수학의 이론으로서, 부르바끼의 세미나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에 관한 문제, 방법, 또는 결과를 스케취한 가이드북이다. [Die2]는 1977년이

라는시점에서의위와같은이론들의동향을소개한것이다.

어떤 이들은 부르바끼의 수학에 관한 극단적인 추상적 견해 안에서는 실용

문제나응용을전혀볼수없다고이의를제기한다. 이것은부르바끼의기획이

미완성이기 때문이며, 실제로 해석학의 기본 구조는 간행되었지만 특정한 문

제나 응용과의 연관은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르바끼는

앞선 수학자들의 업적을 특수한 경우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일반론을 세우려 하

였는데, 수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는 특별한 경우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

을받기도한다 [Ste].

그들이 왜 부르바끼라는 이름을 사용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한

속설은 보불(프러시아-프랑스)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프랑스의 장군

부르바끼 Charles-Denis Sauter Bourbaki (1816-97)의 동상이 낭시에 있다

는 것이다. 한편 스위스의 루체른 Lucerne에는 부르바끼 파노라마 Bourbaki

Panorama라는거대한전시관이있는데, 거기에는 1100 제곱미터크기의파노

라마에 1870/71년 겨울 부르바끼가 지휘하였던 프랑스 동부군이 패퇴하여 스

위스와의국경을넘어들어가면서차례로무기를버리는장면이그려져있다.

1940년대 이후 전시, 전후의 응용수학

히틀러의 국가사회당(나치)이 1933년 봄에 수많은 교수들을 유태인 또는

정치적 반대파라는 이유로 해직한 뒤에 많은 학자들이 미국으로 피신하였다.

이 일은 세계 과학계의 판도를 바꾼 대사건으로 이어진다. 그 뒤의 2차 세계

대전 (1939-45)은 미국의 과학을 테스트하는 시기였고, 핵무기 개발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컴퓨터 디자인, 적정이론, 작전연구 (O. R.), 암호해석,

그밖의많은분야의응용수학이생겨났다.

미국에서의 대전 중의 수학자의 활동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1942년

11월에 미국의 과학 연구 발전국(OSRD)은 전시의 수학자들의 역할을 조정하

고 전쟁에 필요한 수학 정보의 센터로 이용하기 위한 응용수학위원회(Applied

Mathematics Panel)를 세웠다. 위원장은 위스콘신 대학교 교수이며 1934년

이래 록펠러 재단 자연과학부장이었던 위버 W. Weaver (1894-1978)이었

다. 2년 반 동안에 이 위원회는 폰 노이만 J. von Neumann, 쿠란트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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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ant, 네이만 J. Neyman, 버코프 G. Birkhoff, 호텔린 H. Hotellin, 베블렌

O. Veblen 등의 수학자들을 포함하여 300 명 가까운 인원을 고용하고, 수 백

편의 전문 보고서를 썼으며, 거의 300만 달러의 예산을 썼다. 위원회는 통계

학, 수치해석과 계산, 충격파 이론, OR 등의 분야의 발달을 촉진시켰고, 경제

학 분야와 같이 수학적 마인드가 필요한 분야의 학자들을 훈련시켜 나중에 노

벨상을받은프리드만 M. Friedman 같은인물이나올수있는토양을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브라운 대학의 응용수학 프로그램, UC 버클리의

네이만의 통계 실험실, 뉴욕 대학의 쿠란트의 응용수학 그룹의 기구화를 지원

하였다. 이위원회의활동에관한자세한것은 [Owe]를보라.

그밖에도 싱코브 A. Sinkov (1907-98) 같은 수학자는 2 차대전 중 태평양

방면의 통신정보부대의 지휘관이었고, 전후에는 국가안보기구 (NSA)의 책임

자로서암호분석에종사하였다.

영국에서의 암호 해독 기관에서 일하던 튜링 A. Turing은 대전 중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는 일에 종사하여, 1943년에 콜로서스 Collossus라는 세계 최초

의 연산 컴퓨터를 만들었고, 이것을 써서 독일의 암호 체계를 깨뜨리는 데 큰

공헌을하였다. [“1936년튜링의계산기계”항목을보라.]

오래 동안 경영 문제에 과학적 접근법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으나,

2차 대전 중 영국에서 대공 화기의 연구에서 비롯되어, 작전과 조직관리의 문

제 해결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이용한 OR (Operations Research)이

막대한성공을거두었다.

2차대전 후, OR은 경영수학, 산업수학으로 발전하였으며, 오늘날에는 공

업에관련된계획, 재고, 수송, 판매등의실용상의문제에광범위하게쓰인다.

또, 농업, 상업, 경제, 교육, 공공복지 분야로의 OR의 응용도 중요하다. 그리

고 OR에서생겨난수법은과학기술의다른분야에도큰영향을주었다.

그유명한예를들어보자. 1951년한국전쟁중미국육군극동군사령부는

성명을 내어, 한국에 주둔하던 흑인 사병만으로 구성된 제24 보병연대를 해산

하고, 백인과 함께 통합부대로 바꾼다고 하였다. 이 해산과 통합의 동기는 능

률을 제고시킬 목적에 있었으며, 미 육군의 OR 부가 몇 대학의 협력에 따라

OR의기법으로내린결론의결과이었다.

선형계획법은 볼록다면체 위에서 일차함수를 극대화하는 문제를 다루

며, 경제학과 산업에 응용된다.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는 레온티에프 W.W,



136 제2부강연과해설논문(1976-2010)

Leontieff의 투입-산출 모형이나 잠재가격의 결정 등에 이용되고, 산업에서는

공장에서 일정한 자원을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해낼 때 이익을 극대화하는 문

제에 응용된다. 이 분야에서 단치그 G. B. Dantzig (1914-2005) 는 단체법

(1947-48) 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최선의 해를 구하기 위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첨점들을점검한다는기본적인아이디어이다. 한편동력학적계획법에서

는 벨만 R. Bellman (1920-84) 이 우주항행공학에서의 제어이론 (1951) 을 세

웠다.

전통적인 응용수학이던 확률론과 통계학은 인구조사, 일기예보, 교통의 흐

름 등을 비롯한 일상적인 문제에 응용되고, 게임이론은 경제현상 등을 비롯한

새로운적용대상이늘어나고있다.

1960년대에 개발된 우주항행의 수학은 오늘날 선박과 항공기 운항에 응용

되며, 컴퓨터의용량과계산속도의증대는기술뿐아니라경제를비롯한사회

과학의문제해결에도응용된다.

그뒤로경영과학, 정보이론, 마르꼬프 Markhoff 과정, 자동화이론같은것

이생겨났다. 촘스키 N. Chomsky (1928- ) 의언어이론에의수학의적용도잘

알려져있다.

그 밖의 응용수학으로 수치해석학, 동역학계, 역문제, 수리물리학, 수리경

제학, 산업수학, 금융수학등의여러분야가나타났다.

1960년 로빈슨의 비표준 해석학

1950년에 타르스키 Tarski는 1계 이론들과 그들의 모형에 관한 조직적 연

구를시작하였다. 모형이론의응용은대수학, 대수기하학, 함수해석학, 수학의

그밖의분야들에나타난다. 이러한응용중의하나가비표준해석학이다.

1670년대에개발된뉴턴 Newton과라이프니츠 Leibniz의미적분학은뉴턴

의 프린키피아 Philosophiae Naturalis Principia Mathematica (1687)를 비롯

한 수많은 응용면을 가지고 있었다 [Kli, Ch.17].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미적분학에는 잘 정의되지 않은 “무한소”라는 모순적 개념이 들어 있어서, 가

령버클리주교 Bishop G. Berkely (1685-1753)의저서 ‘해석학자’ The Analyst

(1734)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Kli, Ch.19]. 이 개념은 근

200 년간이나사용되어왔으며, 이것을합리화하려는시도도계속되어왔는데,

19 세기에 이르러서야 성공하게 된다. 이것을 해석학(도리어, 미적분학)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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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화(rigorization) 운동이라부른다. 그역사는 [Mah]에자세하다.

그첫단계는대체로꼬오쉬 Cauchy의업적인데, 그는강력한방법과유용

한 결과의 모임에 불과하던 미적분학을 분명한 정의와 엄밀한 증명에 기반을

둔수학의한분야로전환시켰다는평가를받았다. 여기에서분명한정의라함

은극한, 수렴, 연속, 도함수, 적분과같은주요한개념에관한것이다. 가령꼬

오쉬는 연속성에 관한 ε-δ (잎실론-델타) 정의를 도입함으로써 무한소 개념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꼬오쉬가 “한 변수가 고정된 값에 가까이 간다”

와 같은 표현을 쓴 것과, 실수를 대체로 직관적인 데이터로 보는 견해는, 엄밀

화의새로운단계의여지를남겼다.

둘째 단계는 주로 바이어슈트라스 Weierstrass와 데데킨트 Dedekind가 담

당하였다. 그 단계는 기하학과 물리학에서 빌려온 잔재를 버리고, (클라인

Klein이 만든 말인) 산술화(arithmetization), 즉 해석학을 자연수의 체계를 기

반으로 하여 세우자는 것이다 [Mah]. 이 때의 자연수계는 직관적 데이터가 아

니라, 직관적 내용이 몇 개의 공리(즉 페아노 Peano의 공리)의 선택으로만 제

한되는 한 구조인 것이다. 이 자연수계로부터 실수계를 공리적으로 구성하는

데, 그때의중요한단계는유리수의집합에서실수의집합을이끌어내는것이

다. 이단계의잘알려진두방식은데데킨트와칸토르가각각만들었다. 이와

같은 실수계가 확립된 1870년대의 바이어슈트라스의 ε-δ 논법에 의한 극한이

론이무한소를대신하게되었다.

물론 위와 같은 산술화에 반대했던 이들도 있었다. [Mah. pp. 92-93]을 보

라.

그로부터 거의 100 년이 지난 뒤 수학기초론 안에 모형이론이 나타났다.

모형은 형식화된 이론을 해석하는 틀이며,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이론에는 표준

적이아닌모형이존재하는데이를비표준모형이라한다.

1960년대에 로빈슨 A. Robinson (1918-74)은 모형이론을 써서 무한소를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로 그

는 실수 R 의 비표준모델 R에 무한소와 무한대라는 초실수(hyper-real num-

bers)를 도입하여 라이프니츠 시대의 무한소 연산을 합리화하는 데 성공한 것

이다. 이것이 비표준 해석학(Nonstandard Analysis)의 시초이다. 꼬오쉬와

바이어슈트라스의 해석학이 극한의 개념을 개혁하였다면, 로빈슨의 해석학에

서는 극한 개념이 초실수계 안에 흡수되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대수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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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로빈슨은 미적분학의 창시자들의 무한소 개념에게 정통성을 부여한 셈

이다.

이렇게해서생겨난현대적무한소해석학은물론 ε− δ 논법을쓰는이론과
동등하지만, 더 직접적이고 직관적이다. 그것은 미적분학의 첫 과정을 간단화

함으로써 교육적 가치가 있으며, 오일러 이전의 여러 학자들의 엉성한 추론을

정당화시켜준이론적가치도있다. 미적분학을이와같은방식에따라교육시

키려는교과서도나타났다 [Kei1,2].

그뒤에로빈슨은고계언어를써서더강력한비표준해석학을거의혼자서

만들고, 그것을아주넓은영역에적용하여큰성공을거두었다 [Rob]. 더구나,

비표준 해석학을 자연스럽게 포함하는 집합론으로서 체르멜로-프랭켈의 집합

론을확대한것까지나타났다.

그러나 비표준 해석학은 다음과 같은 뜻에서 보수적이다: 만약에 한 정리

가표준적개념으로진술되고비표준적개념을써서증명될수있다면, 그것은

비표준적개념없이도증명될수있다 [Mar-Myc].

로빈슨은 독일에서 태어나 나치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뒤 히브루

대학과 소르봉느 (파리)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독일군의 프랑스 점령으로 영국

으로 옮겨가 자유 프랑스 공군의 상사로 전쟁을 마쳤다. 그 동안에도 연구를

계속하여, 전후에 영국의 한 항공대학 교수가 되었고, 1949년 런던 대학에서

박사가 되었다. 1951년 이후 토론토 대학, 히브루 대학, UCLA, 프린스턴 대

학, 예일 대학에서 가르쳤다. 프린스턴 방문교수(1960- 61) 시절에 비표준 해

석학을발견하였고, 1966년에이것을책으로간행하였다 [Rob].

1963년 연속체 가설과 코헨

칸토르 G. Cantor (1845-1918)는 1 대 1 대응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집합

론을 건설하였다 [Can]. 두 집합 사이에 1 대 1 대응이 존재할 때, 그 두 집합

은 같은 기수(cardinal number)를 가진다고 말한다. 유한집합의 기수는 그 집

합의 (서로다른)원소의개수와같다. 칸토르는

“실수의집합의기수는자연수의집합의기수보다크다”

를발견하였고,

정수의집합, 유리수의집합, 대수적수의집합



20 세기수학에서의지적도전 139

은자연수의집합과같은기수를가지며, 또

무리수의집합, 초월수의집합, 복소수의집합, 자연수의집합의

멱집합[자연수의집합의부분집합전체의집합]

은실수의집합과같은기수를가진다는것을밝혀냈다. 그렇다면다음과같은

것이성립하지않을까?

“자연수의 집합의 기수보다 크고 실수의 집합의 기수보다 작은 기수를 가

진집합은없다.”

이것을 칸토르의 연속체 가설(Continuum Hypothesis)이라 부른다. 그는

임의의집합의멱집합은그집합보다큰기수를가진다는것도증명하였다.

무한집합의 기수를 초한(transfinite) 기수라 부른다. 연속체 가설보다 더

일반적으로

“임의의 초한기수보다 크고 그 기수를 가진 집합의 멱집합의 기수보다 작

은기수를가진집합은없다”

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일반 연속체 가설 (Generalized Continuum Hy-

pothesis)이라부른다.

칸토르는 말년에 연속체 가설을 증명하려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으

며, 힐버트의 1900년의 제1 문제는 연속체 가설의 증명과 칸토르가 주장한

임의의 집합의 정렬화 가능성을 증명하라는 것이었다. 체르멜로는 1908년에

뒤의 것이 선출공리와 동치임을 밝혔고, 1963년에 코헨 P. J. Cohen (1934-

2007)은 연속체 가설이 증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보임으로써 1966년

에필즈메달을받았다.

그보다 앞서, 연속체 가설을 가정하면 흥미 있는 결과가 얻어짐이 알려졌

고, 1938년에 괴델은, V = L [임의의 집합이 구성가능이라는 뜻]이라 표현되

는, 구성가능요소만으로이루어진모형을만듦으로써,

“집합론의 공리계 ZF가 무모순이면, 거기에 선출공리와 일반 연속체 가설

을첨가한체계도무모순이다”

를 보였다 [God]. 따라서 연속체 가설의 부정을 ZFC로부터 이끌어낼 수는 없

다. 그러나부정이증명되지않는다고하여그명제가증명되는것은아니다.

1948년에는 시에르핀스키 W. Sierpinski (1882-1969)가 일반 연속체 가설

로부터선출공리를이끌어낼수있음을보였다 [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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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1963년에코헨은, 괴델의방법을정밀화한 ‘강제’(forcing) 개념이라

는테크닉으로몇개의새로운모형을만듦으로써, 다음을밝혀냈다 [Coh1, 2]:

“ZF가 무모순이라면, ZF+(￢AC), 즉 ZF에 선출공리의 부정을 첨가해도

무모순이다.”

“ZFC가 무모순이라면, ZFC에 연속체 가설의 부정을 첨가해도 무모순 이

다.”

같은해에솔로베이 R. M. Solovay (1938- )는선출공리와연속체가설로부

터일반연속체가설을이끌어내었다. 이들결과를종합하면다음을얻는다:

“ZF로부터 선출공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논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즉선출공리는 ZF와독립이다.”

“일반연속체가설은 ZFC와독립이다.”

이 상황은 마치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 유클리드 기하학이 양립할 수 있는

것과 같으며, ZF에 어떤 공리를 첨가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집합론이 얻어

질수있다는것이다.

코헨의 결과가 힐버트의 제1 문제인 연속체 가설의 최종적 해결은 아니라

는 견해도 있다. 그 결과는 ZF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므로, 공리계를 고침으로

써, 연속체 가설이 성립하는 수학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는이도있다. 그러나현재의인류의두뇌가그럴만큼진화하지못했다

고생각하는이도있는것같다.

집합론 안에는 이 밖에도 술랭 Suslin (1894-1919)의 문제 등과 같이 증명

또는 반증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ZF 안에서 그 무모순성이

나독립성을보일수있어서, 본질적으로결정불능인것임이알려졌다.

그 뒤에도 집합론에 관한 심도있는 많은 연구가 뒤따랐다. 그 역사와 내

용에 대하여는 [Dal], [Jus-Wee], [Mar-Myc]를 보라. 특히, 2006년에 미시엘스

키 J. Mycielski는 “합리주의자들을 위한” 집합론의 공리계를 제안하고 있다

[Myc].

1967년 프랙탈 기하학

프랙탈 fractal이란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

풀이되는 구조를 말한다. 수학의 역사상 이와 같은 현상은 바이어슈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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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T. W. Weierstrass (1815-97)가 발견한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미분가능이

아닌 연속함수의 예를 비롯하여, 자기와 닮은 집합, 프랙탈 차원 등 많이 알려

져있으며, [Edg]에따르면만델브軫卒. B. Mandelbrot (1924- )이전에도적어

도 18 편이나되는논문에나와있다.

하우스도르프 F. Hausdorff (1862-1942)가 1918년의 논문 [Edg, pp.75-

100]에서 하우스도르프 측도와 차원의 개념을 정의한 것이 베시코빗취 Besi-

covitch와 페더러 Federer의 책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기하학적 측도론의 연구

의시초가되었다 [Has]. 이들은그이론의귀중한수학적기초를세웠다.

만델브롯은 프랙탈 이론과 혼돈(chaos) 이론에 관한 업적으로 세계적 명성

을 얻었다. 그는 1967년에 “브리튼 섬의 해안선은 얼마나 긴가? 통계적 자기

닮음성과 분수 차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Man1], 1975년에는 ‘프랙탈’

이라는 말을 만들었으며 [Man2], 자기닮음성을 가진 도형에 관한 프랙탈 기하

학의 시조가 되었다 [Man3,4]. 그는 해안선, 구름, 폐, 나무, 동맥 등의 연구를

위한프랙탈 모형들을 제안하였으며, 또 분수 차원(fractional dimension)을 가

진 집합들을 분자로부터 은하계에 이르기까지의 과학적 현상들의 모형으로 사

용하는 것을 창시하였다. 이것이 차원 연구의 한 분기점이 되었으며, 그 뒤로

‘프랙탈이론’이새로운분야가되었다 [Har].

그보다앞서 1920년대의파토우 P. Fatou (1878-1929)와줄리아 G. M. Ju-

lia (1893-1978)가 연구하기 시작한 복합동력계의 어떤 구조를, 1970-80년대에

발달한 컴퓨터 그래픽의 덕으로, 만델브롯 등이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이 그의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나타난 놀랄 만큼 아름다운 그림들은

그 자체로서도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 줄리아 집합과 만델브롯 집합으로 알려

진환상적인수학적대상은프랙탈의한예이다. 인터넷에나와있는그림들을

찾아보기바란다.

프랙탈 이론은 수학에서의 동력계, 기하학, 계산량(complexity) 이론, 정수

론 뿐 아니라 물리학, 생물학, 지구과학, 컴퓨터과학, 여러 공학에 응용되며,

복잡한 집단을 분석하는 금융수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의이론에도 응용된

다. 일정한 규칙을 반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컴퓨터 예술이나 애니메

이션과 무늬 디자인 등에도 쓰인다. 요즈음에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를 여러

성질의프랙탈이혼성된다중프랙탈로해석하여, 주가의변화를예측할수있

을것이라기대하는이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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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학회와 버클리 소재 수리과학 연구소가 주관하는 2006년도의 수학

에 관한 아인슈타인 공개 강연 (4월 2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델블롯은 “수

학, 과학, 예술에서의 매끄럽지 못함의 본질”(The Nature of Roughness in

Mathematics, Science, and Art)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그의 요

지(abstract)는 다음과 같다. [Notices Amer. Math. Soc. (March, 2006)에 실

린공고].

“플라톤, 유클리드, 뉴턴, 아인슈타인에게는 공간은 매끄러운(smooth) 것이었

다. 일상 상황에서 분명한 종류의 매끄럽지 못함(roughness)은 과학적 연구를 하

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으로 추방되었었다. 실세계에서의 명백한 형태가 없는 매

끄럽지 못함의 상당한 부분이 실제로 자기-닮음이라는 것, 그것을 프랙탈 ‘병리

학’(pathologies)의 도움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 또한 수학에서의 프랙탈들의 사용

이 전에도 있어 왔다는 것 역시 오늘날 받아들여져 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아주 옛날

부터 예술의 명쾌하고도 뚜렷한 양상이 되어 왔다. 나는 거대한 프랙탈 고리(Fractal

Ring)를 기술하려 하는데, 그것은 예술에서 시작되고, 순수수학과 여러 가지 과학을

통하여발전하고있고, 종국에는예술로돌아온다.”

미국수학회장아더 J. G. Arthur는위의공고에서다음과같이썼다:

만델브롯은 “프랙탈 기하학의 창시자이다. 그는 또한 격동적이고 웅변적 인 대중

적 연사이다. 공통점이 없는 물리학적, 수학적, 사회적 현상들의 연구에서, 만델브롯

은 복잡하고도 겉보기에 관련이 없는 데이터에서 뚜렷한 질서를 발견하였고, 그럼으

로써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그는 프랙탈의 아름다움과 강력

함에 관한, 또 자연에서의 ‘매끄럽지 못함’의 일반적 의문에 관한 대중적이고 전문적

인관심을크게불러일으켰다.”

만델브롯은 바르샤바에서 태어났고, 파리 대학교에서 박사가 되었으며, 여

러 연구직과 교육직을 거친 뒤 1958년 이래 IBM의 연구원으로 있었다. 지

금은 예일 대학의 수리과학 스털링 Sterling 석좌교수이며, IBM 연구 센터의

IBM 명예연구원(IBM fellow emeritus)으로 있다. 그는 1994년에 볼프 Wolf

상 물리학 부문, 2003년 일본 과학기술상을 비롯한 많은 상을 받았고, 미국 학

술원외국인회원, 미국과유럽의문리과학술원회원이며, 여러대학에서명예

박사를 받았다. 프랑스의 Le Nouvel Observateur 지는 몇 년 전의 특집에서,

그를우리시대의가장영향력이있는과학자 10 명안에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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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네 색 Four Color 문제

1852년에구쓰리 Francis Guthrie (1831-99)는영국의브리튼섬의지도를

카운티별로색칠하다가네색이면충분하다는것을깨닫게되었다. 그는그의

형 프레데릭 Frederick Guthrie에게 이웃하는 (점이 아닌 경계선을 공유하는)

지역들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모든 평면지도는 네 색 이하로 칠할 수 있는

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프레데릭은자신의 스승 드 모르간 A. De Morgan

(1806-71)과 의견을 나누었고, 1878년에 케일리 A. Cayley (1821-95)가 이 문

제를 처음으로 문서로 남겼다. 그 뒤로 여러 사람이 이 문제의 증명을 내 놓았

으나, 모두틀린것이거나불충분한것이었다.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1976년에 일리노이 대학의 아펠 K. Appel 과 하켄

W. Haken이 해결하였다. 그들의 방법은 지도를 그 특징에 따라 약 1,476 개

의 경우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경우를 칠하는 데 네 색으로 충분함을 컴퓨터

를 써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완성하였다. 대형 컴퓨터를 1,200 시간 이

상 가동하여 계산한 결과였다. 이 해결로 인하여 글로 쓴 증명이 아닌 컴퓨터

를쓰는증명이수학에서처음공인될수있었다.

1977년에 Illinois J. Math.에두논문과부록으로발표된이결과는그뒤에

보충결과가더해져 1989년에 741 페이지의방대한 [App-Hak2]로완성되었다.

수학자가아닌독자를위한해설로는같은저자들의 [App-Hak1]이있다.

그 뒤의 연구로 증명에서의 앨거리듬이 개선되었고 1996년에 로벗슨 N.

Robertson, 샌더스 D. P. Sanders, 세이모어 P. D. Seymour, 토마스 R.

Thomas가새로운간단한증명을발표하였다 [Rob-SST].

네색문제는평면지도에관한것이지만, 그것의변형으로서앞뒷면의구별

이 없는 뫼비우스 띠 Möbius band에 그려져 있는 지도라면 6 색이 필요하고,

원환면(torus, 튜브꼴, 둥근도우넛꼴의표면)에서는 7 색이필요함이오래전

부터알려져있었다.

1981년 유한단순군의 분류

한 군 G의 한 부분군 H가 정규부분군이라 함은 임의의 x ∈ G와 h ∈ H에
대하여 항상 xhx−1 ∈ H가 성립하는 것이다. 단위원만으로 된 부분군과 G 자

신은 항상 G의 정규부분군이다. 이러한 두 정규부분군 이외의 정규부분군을

가지지않는군을단순군이라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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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론 연구의 시초부터 유한 단순 비가환군의 결정은 기본적인 문제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타잎의 단순군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위수(원소의 개수)가 8 · 1053보다 큰 것도 있다. 그 이후 모든 단순군에 관한

체계적연구가방대한양의논문으로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 기본적인 결과는 1963년에 페이트 W. Feit 와

톰슨 J. G. Thompson이증명한, 모든유한비가환단순군은짝수위수를가진

다는 것이다 [Fei-Tho]. 이는 254 페이지의 긴 논문이며 당시까지의 수학 전체

를통하여가장복잡한증명으로된것중하나이다.

오랜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오던 유한단순군의 분류가 고렌스타인

D. Gorenstein (1923-92)의 주도로 1982년 2월에 완성되었다 [Gor1,2]. 이 유

한단순군의분류의완성은 1950-80 년초까지의약 30년에걸쳐 100 명이상의

학자들의총 500 여편의논문으로이루어진것이며, 단일정리로서는가장긴

증명을가진것으로, 모두합하면학술지페이지수로 5,000 페이지를넘는다.

이렇게해서발견된예외적인단순군들인 “띄엄띄엄인군들(sporadic groups)”

중 가장 큰 것에는 “괴물(the Monster)”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아티야 Sir

Michael Atiyah 는이괴물의발견만으로도단순군의분류의가장흥분되는산

물이며, 그것이 수학의 다른 많은 분야, 타원 모듈라 함수, 더구나 이론물리학

과양자마당이론에조차의외의관련을가지고있다고하였다 [Ati]. 이것은흥

미있는부산물이다.

단순군의 분류가 계기가 되어 군론 뿐 아니라 체론, 그래프 이론, 유한기하

학등에서새로운연구가촉진되었다.

1984년 대수방정식의 풀이

다항방정식을 푸는 것은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수학의 주

요 주제 중 하나이다. 기원전 2000 년경에 바빌로니아, 중국, 인도 등의 고

대 문명사회 사람들은 특정한 2차방정식을 풀 수 있었다. 16 세기에는 페

로 del Ferro 와 카르다노 Cardano 같은 이탈리아인이 3차방정식과 4차방정

식의 근을 계수들로부터 구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카르다노의 저서 위대

한 기술 Artis Magnae [Car]에 나와 있는데, 이 책은 라틴어로 씌어진 최초

의 대수학 책이다. 그 뒤에는 일반적인 5차 이상의 대수방정식(다항방정식)

에 대하여도, 그 근을 계수들에 가감승제와 거듭제곱근을 유한 번 결합한 식

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대수적 해법이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는 대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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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오랜숙제였다.

이 문제의 해결에 앞서 대수방정식이 반드시 근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되는데, 가우스 C. F. Gauss (1777-1855)는 1799년의박사학위논문에

서다음정리를발표하여이를해결하였다:

대수학의 기본 정리. 계수가 복소수인 n차 대수방정식은 복소수의 범위

안에서반드시한근을가진다.

이정리와인수정리를쓰면다음을얻는다:

정리. n차대수방정식은 n 개의복소수근을가진다.

이것을오늘날에는다음과같이표현한다.

정리. 복소수체는대수적으로닫혀있다.

여기에서 체(field)라 함은 가감승제의 사칙연산에 관하여 닫혀 있는 수의

집합이라는뜻으로이해하기로한다.

일반적인 5차 이상의 대수방정식의 대수적 해법을 구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것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벨 N. H. Abel

(1802-29)의 논문 (1826) 에서 위와 같은 해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갈르와 E. Galois (1811-32) 는한 n차방정식이위와같은방법으로

풀리기 위한 군론적인 조건을 밝혀내었다. 한 대수방정식이 풀리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은 그 방정식의 갈르와군의 가해성이다. 이것을 갈르와 이론이라 부

르는데, 그내용은대학 3 학년수준의대수학교과서에나와있다.

한편 이탈리아인 루피니 Ruffini가 1805년에 위와 같은 불가능성을 증명하

였다고 전해져 가끔 아벨-루피니 정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불가능성에

대하여루피니는아무것도증명한바가없다는반론도역사에나타난다.

아벨은 노르웨이의 시골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1821-22년에 생긴지 10년

밖에 안 된 크리스티아니아 (현재의 오슬로)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거의 독

학으로 수학을 익혔다. 1823년에 함수방정식과 적분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

였으며, 그 중에서 처음으로 한 적분방정식을 풀었다. 1824년에 5차방정식의

대수적 해법의 불가능성을 자비로써 팜플렛으로 발표하였다. 그 뒤 그는 정

부의 장학생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하여 저명한 수학자들과 교류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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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182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또 1927년 1월부터 5월까지 베를린

에 체재하면서 프러시아 왕국의 토목기감이었던 크렐레 A. L. Crelle (1780-

1855)의 도움을 받았다. 1826년에 크렐레는 흔히 Crelle’s Journal로 알려져

있는 최초의 수학 전문 학술지 Journal für die reine und angewandte Math-

ematik를 창간하고, 그 제1권에 아벨의 논문 7 편을 실었다. 그 중의 한 편

[Abe]가 위의 불가능성을 다룬 것으로 프랑스어로 된 원문을 크렐레가 독일어

로번역한것이라한다.

아벨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방정식론

과 타원함수론에 관한 중요한 논문을 썼으며, 1829년 27세의 젊은 나이에 폐

결핵으로애인의품에안긴채사망하였다. 한편크렐레의잡지는세계일류의

수학학술지로자라나지금까지간행되어오고있다.

갈르와는 파리 근교의 유복한 집에 태어났으며, 그가 4세이던 1815년에

그의 아버지는 고향 소도시의 시장에 당선되었다. 나폴레옹 Napoleon이 워

털루에서 패전하여 물러난 뒤 왕정복고 후의 격동기에 갈르와는 21세의 나이

에 결투로 죽었다. 17세 때에 이미 방정식론에서 중요한 발견을 하는 등 몇

개 논문을 썼으나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에콜 폴리테크니쿠 Ecole Polytech-

nique의 입학시험에 두 번 실패한 뒤, 1829년에 고등사범학교 Ecole Normal

Superieure에 입학하였으나 교장 배척 운동으로 이듬해에 퇴학당하였다. 그

뒤 공화주의를 추구하는 정치 활동에 몰두하였고, 1932년에는 몇 개월간 수

감되어있었다. 죽기전날밤자신의수학에서의저작의원고에가필과정정을

하고, 그 처리를 친구인 쉬발리에 A. Chevalier에게 유서로 부탁하였다. 갈르

와의 유고 중 중요한 것을 리우빌 J. Liouville이 자신이 편집하던 Journal de

mathematiques pures et appliques 9 (1846)에 수록하였는데, 그 중 갈르와 이

론의 간결한 원형은 [Gal]에 나와 있다. 갈르와의 아이디어를 ‘판독’하여 처음

으로 충분히 상세화한 것은 그의 사후 거의 40 년이 지난 1870년에 간행된 조

르단 C. Jordan의치환론 Traite’ des substitutions이었다. 이것으로비로소반

항적 공화주의자 갈르와가 19 세기의 지도적 수학자의 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

게되는것이다.

갈르와의 아이디어가 수학에 혁명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대수학은 방정식

론과 거의 동의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때부터 대수학은 주로 군(群),

체(field), 환(環), 벡터공간등과같은대수계의연구로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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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에도 여전히 다항방정식의 근을 명확히 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

는데, 1984년에야우메무라 H. Umemura (梅村浩, 1944- )가이를 (거의)완전

히풀었다. 인류가방정식을풀기시작한지거의 4000 년이지나서이다.

이미 1858년에에르미트 C. Hermite (1822-1901)와크로네커 L. Kronecker

(1823-91) 는 서로 독립적으로 5 차방정식을 타원적 모듈라 함수를 써서 풀 수

있음을보였다.

a1/n = exp((1/n)log a) = exp((1/n)

∫ a

1

x−1dx

이므로, 근을 구한다는 것은 함수 1/x의 적분과 지수함수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에르미트와크로네커의아이디어는다음과같다:

5차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위의 식에 들어 있는 지수함수를 다른 초월함

수(한 타원적 모듈라 함수)로 바꾸고, 그 적분을 타원적분으로 바꾸어서 생각

하는것이필요하다.

크로네커는임의의대수방정식의근들이마찬가지방법을써서얻어지리라

생각했다. 1984년에우메무라는크로네커의생각이옳음을증명하였다 [Ume].

정리. 임의의대수방정식은모듈라함수와초타원적분을써서표현되는한

근을가진다.

이 항목의 우메무라에 관한 내용은 오래 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여

기에서는 [Mau]의내용을소개한 [She]를따랐다.

1984년 존스의 매듭이론

매듭은 같이 3차원 공간 안의 닫힌 곡선 꼴이다. 매듭 이론에서는 한 매듭

을 끊지 않고 매끄럽게 움직여서 다른 매듭으로 옮겨갈 수 있을 때 이 두 매듭

은 같은 종류라고 한다. 매듭이론의 한 중요한 과제는 매듭을 분류하는 일이

다. 공간 안의 다섯 매듭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는 각 매듭의 다항식을 발견한

것이존스 V. F. R. Jones (1952- )이다.

존스는 해석학에서의 어떤 특수한 문제를 연구하다가 그것과 매듭의 수

학 사이의 흥미로운 유사성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매듭들을

구분할 수 있는 전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였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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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매듭이 어떤 수학적 의미로는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 없었고, 특정한

매듭 리프 reef와 그래니 granny가 다르다는 논리적 증명은 하려 하지 않았다

[Stw].

이것은곧분자생물학(DNA의구조)과물리학(통계역학)에응용되었고, 뒤

이어물리학자위튼 E. Witten (1951- )이이러한아이디어들이참으로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동안에 개발한 위상적 양자마당 이론에의 응

용이 나타났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물질이 ‘초끈’(super-strings) 시공간 안

의 작은 매듭 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성질은 어떻게 매듭지어져 있는가에 달

려있다고생각한다.

존스와위튼은 1990년에함께필즈메달을받았다.

1995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와 와일즈

페르마 Pierre de Fermat (1601-55)는 변호사이며 프랑스 툴루스 Toulouse

지방의회 의원이었다. 비록 그는 아마추어 수학자이었지만, 모든 시대를 통틀

어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데카르트 Descartes와 함께 해

석기하학과미분학의선구자이고, 파스칼 Pascal과함께확률론의창시자이며,

무엇보다도근대정수론의아버지라할수있겠다.

오랜 동안 수학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해결 문제로 되어 있던 페르마의 마

지막 정리는다음과같이태어났다. 1637년경에그는, 디오판투스 Diophantus

(246?-330? 또는 AD 1세기) 의 ‘산술’ Arithmetica 의 바셰 C. G. Bachet 의

그리스와 라틴어 대역판을 공부하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관한 논의를 읽게

된다. 이것에 영향을 받아, 그 책의 여백에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넣게된다.

“정수의세제곱을두개의세제곱들로, 또는네제곱을두개의네제곱들로,

또는 일반적으로 제곱이 아닌 임의의 거듭제곱을 같은 지수의 두 거듭제곱들

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이 사실의 참으로 놀랄만한 증명을 발견

하였으나, 그것을적어넣기에는이여백이너무나좁다.”

페르마는이같은진술들을흔히약간의정당화나증명없이적어놓기일쑤

였는데, 이것이 알려진 것은 그의 아들 사무엘 Samuel이 바셰의 책을 아버지

가중간중간에적어넣은것과함께 1670년에다시간행한뒤이다. 1800 년까

지 페르마의 진술들은 유일한 예외를 빼고 모두 해결되었으나, 위의 것 – 그의

‘마지막’정리(FLT = Fermat’s Last Theorem) –는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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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마의 마지막 정리(FLT). 임의의 정수 N ¿ 2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

는정수 x, y, z 는없다:

xN + yN = zN , xyz 6= 0.

페르마 자신은 N = 4의 경우에 위의 결과의 완전한 증명을 남겼다. 그것

은 오늘날 페르마의 강하법이라 알려져 있는 교묘한 방법을 쓴 것이었다. 150

년 후쯤인 1780년에 천재 오일러 L. Euler가 N = 3의 경우를 증명하였고, 그

뒤 50 년도더되는동안에다른이들이 5, 7, 13의경우를증명하였다. 그러나

페르마의이위대한정리는무한히많은수에대하여성립한다는것이므로, 하

나하나씩해나간다는접근법으로는결코그것을증명할수없다. 그뒤로많은

위대한 수학자들과 그다지 위대하지 못한 수학자들이 FLT를 증명하려 하여,

부분적인증명이나잘못된증명이많이나왔다. 더구나이정리의내용이이해

하기 쉬웠기 때문에 수학자들 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 정리의 해결의 역사는 가령 [Cox]와 [Sin]을 보라.] 한편, 이 정리를 증명하

려는 300 년이상의노력은가환환의이론과그밖의많은수학적발견을이끌

어 내었다. 그리고, 파리의 과학 아카데미(학술원)와 독일 수학자 볼프스켈 P.

Wolfskehl (1856-1906)은 FLT의증명에거액의상금을내걸었다.

1983년에폴팅스 Faltings는모델Mordell예상을증명하였다. 그는 FLT에

나오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소인 x, y, z는 유한 개 밖에 없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그해결에진일보를하였다. 그는 1986년버클리에서의 ICM에서

필즈메달을받았다.

한편 오일러는 페르마의 정리에서와 같이, 한 거듭제곱이 같은 지수의 세

거듭제곱의 합이 되지 않으리라 예상했는데, 1988년에 엘키스 Elkies는 n =

4의경우에다음과같은반례를발견하였다:

958004 + 2175194 + 4145604 = 4224814

일반으로, 유리수체 위에서의 한 타원곡선이라 함은 A, B, C, D가 유리

수일때

y2 = Ax3 +Bx2 + Cx+D

꼴로 나타나는 방정식으로서, 우변의 x에 관한 3차 다항식이 서로 다른 근

을가지는것을가리킨다. FLT와전혀관련이없이페르마자신도타원곡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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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였으며, 그러한 연구는 근대 정수론에서 아주 크고 중요한 부분을 이룬

다.

타원곡선의 이론에는 한 유명한 (어렵고도 심오한) 문제로 다니야마-시무

라-베이유 Taniyama-Shimura-Weil (TSW) 예상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1955 년에 다니야마(谷山)가 제기한 원래의 예상에 시무라(志村)와 베이유가

부분적인해를주고, 다시현대적인언어로표현한것이다.

1986년에 프레이 Frey, 세르 Serre, 리베트 Ribet는 STW가 FLT를 함의

함을 보였지만, 그 뒤로도 수학자들은 자기 생전에 STW나 FLT의 증명을 보

리라 생각지 못했다. 여기에 영국 태생의 프린스턴 대학 교수 와일즈 Andrew

Wiles 가나타난다.

10 살 때 도서관에서 FLT에 관한 책을 처음 본 뒤, 그는 그것에 열중하게

되었다. 그는 말하기를 FLT 에 매달려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옥스퍼드에 들

어가기 전에 이미 지쳐 있었다고 한다. 케임브리지에서 박사가 된 뒤, 그는 하

버드로 옮겼고, 1980 년대 초에 프린스턴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주로 타원곡

선과 STW 예상을 연구하였다. 1986 년의 프레이, 세르, 리베트의 연구의 영

향으로 그는 다시 FLT를 만나게 된다. 그는 즉시 이 문제에 뛰어들어 7 년 후

에 그 증명을 얻게 되었고, 1993년 6월 23일 영국 케임브리지의 아이삭 뉴턴

Issac Newton 수리과학 연구소에서의 강연에서 그 증명을 발표하였으나, 12월

에 첫 논문의 증명에서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증명을 취소하였다. 다

시와일즈는케임브리지대학의테일러 R. Taylor와함께그결함을보완한둘

째 논문을 집필하여 1994년 10월 7일에 두 논문의 프리프린트 preprint를 배

포하였고, 그 두 논문은 함께 1995년 5월에 최고의 수학 학술지인 Annals of

Mathematics의한권으로발표되었다 [Wil1,2]. 그첫논문은제목, 저자이름,

가족네명을위하여라는헌사다음에모두에나온페르마의라틴어여백의글

이인용되고, 그다음에서론이시작된다.

와일즈가 STW 예상을 완전히 증명한 것은 아니다. 그는 그 예상의 일부

를증명했을뿐이다. 그러나그것만으로 FLT를증명하기에충분한것이며, 애

초부터그는바로그것을노린것이다. 이처럼페르마의마지막정리의증명은

타원곡선, 모듈라형식, 갈르와표현의이론들을참조하고그들사이의기묘한

연관을탐구한수많은학자들의노력의결과인것이다 [Cox].

그로부터 6 년 뒤인 1999년에 하버드 대학의 콘라드 Conrad와 테일러가

위의 STW 예상의증명을완성했다고공식적으로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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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즈는 1995년 10월 28일에 툴루스 시에서 페르마 상을 받았고, 1997년

6월 27일에는 괴팅겐 과학학술원에서 볼프스켈 상(상금 약 75.000 마르크)을

받았다. 1998년 베를린 ICM에서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와일즈에

게 특별상으로서 필즈 메달 대신 ‘IMU 은판’이 주어졌는데, 이는 그가 40 세

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는 1993년에 그 증명을 공표하였으며, 1994년 취리히

ICM에서 필즈 메달을 받으리라 기대되었었는데, 증명을 보완하여 발표한 것

이 1995년인 탓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물론 그가 다른 수상자들보다 오랜 박

수갈채를받았음은자연스런일이다.

여기에서 과연 페르마가 그 증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그 증명이 와일즈

의 것과 같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와일즈는 NOVA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적인견해를다음과같이밝혔다:

“그럴수는없다. 페르마가이증명을가졌을리가없다. 이증명은 150 페이지이

다. 이것은 20 세기의증명이다. 19 세기에는할수없었던증명이다, 더구나 17 세기

에는 . . . 이증명에서쓰인테크닉은페르마의시대에는없었던것들이다.”

1995년에, 위와 같은 해결에 영향을 받아, 은행가 앤드루 비얼 Andrew

Beal은페르마의정리를확장한다음과같은예상의증명에큰상금을걸었다.

비얼 예상 Beal conjecture. 정수 p, q, r ¿ 2에대하여 xp + yq = zr이되

는서로소인정수 x, y, z는없다.

이처럼 21 세기에도도전할문제는여전히남아있다.

1996년 에르되쉬의 업적

인류역사에서가장많은수학논문을쓴사람은에르되쉬 E. Erdös (1913-

96)이다. 그는 1913년 3월 26일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계 유태인으로 태어났

는데, 그의어머니가그를낳기위해입원중인때에그의어린두누나가홍역

으로죽었다. 고교수학교사였던아버지와수학교사자격증을가졌던어머니

로부터 교육을 받다가 1930년에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 때로부터 1996년 9월

20일 바르샤바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기까지, 그는 6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정

수론, 보간법, 함수론, 기하학, 집합론, 군론, 그래프이론, 조합론, 확률론등에

서 1500 편이상의논문을발표하였으며, 컴퓨터과학의기초인이산수학의창

시자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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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연구할과제를찾아가정도직장도없이 50 년이상세계곳곳을유랑

하면서 다른 수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다양한 문제를 여러 사람과의 공동 연

구로해결하였는데, 정식으로대학이나연구소에취직한일은없다. 생전에많

은국제적인학술상을받았으며, 그중에는 1983년에 5 만달러의상금을받은

볼프 Wolf 상도 있다. 그는 헝가리, 영국, 미국, 네델란드, 오스트랄리아, 인

도의 학술원 회원이 되었으며, 1991년 6월에는 케임브리지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전날의 기념강연 제목은 “수학의 60년”이었다. 그는 돈이 안 드

는 생활 방식을 택하였으며, 학술회의나 강연에서 생긴 수입의 대부분을 학생

들을 돕거나 자신이 낸 현상 문제의 상금으로 사용하였다. 그의 생애에 관한

짧은추도문으로는 [Bol], [Tak] 등이있다.

그는 특히 정수론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1930년 대학 1 학년

때쓴첫논문에서

“임의의자연수 n에대하여 n < p ≤ 2n인소수 p가존재한다”

는 1852년의체비셰프 P. L. Chebyshev (1821-94)의정리의간단한증명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공부는 곧 소수 분포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1949 년에

는 셀버그 A. Selberg (1917-2007)와 함께 소수정리를 증명하였는데, 그 전의

증명과는달리복소함수론을쓰지않은것이다.

소수정리. x를넘지않는소수들의개수 π(x)는 x/ log x에점근한다.

이 정리는 이미 가우스 C. Gauss (1777-1855) 가 예상하였던 것으로, 그의

사후에 아다마르 J. S. Hadamard (1865-1963) 와 발레푸쌩 C.-J. de la Vallee-

Poussin (1866-1962) 이 1896 년에 거의 동시에 증명한 것이었다. 에르되쉬와

셀버그는자신들의증명에서각자가한일을따로따로써서한학술지의한권

에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공적을 공유하기로 하였는데, 셀버그가 먼저 발표하

였고, 그는이업적과다른여러업적으로 1950년에필즈메달을받았다.

에르되쉬는 부정방정식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하여 1975년에 셀프리지 R.

G. Selfridge 와함께쓴책에는

“둘 이상의 연속적인 자연수의 곱은 제곱수나 세제곱수 또는 그 이상의 제

곱수로표현될수없다”

는것의증명도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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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되쉬의 수학적 업적은 매우 크고 넓은 영역에 걸쳐 있지만, 그는 이론

의 정립을 추구하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었으며, 더구나 아름답고 이해

하기 쉬우며 어렵기로 소문난 문제들을 좀더 간결하고 초등적인 방법으로 풀

기를원했다. 그는수많은현상문제를제기하였고실제로상금을주었다.

그는 자신의 논문의 공저자에게 에르되쉬 수 1을 부여하고, 에르되쉬 수

1인 학자의 공저자에게 에르되쉬 수 2를 부여하고, 차례로 수 3, 수 4, . . .를

정하였다. 한때의 기록은 에르되쉬 수 1인 학자가 근 500명, 2 이하인 학자의

수가 4750명이상이며, 1986-94년의세번에걸친필즈메달과네반리나상수

상자 전원이 에르되쉬 수 9 이하였다. 많은 수학자, 이론물리학자, 화학자, 생

물학자, 언어학자, (그래프 이론의 수 많은 응용 때문에) 사회과학자, 의학자,

그밖의분야의학자들이비교적작은에르데쉬수를가지고있다.

가령 아인슈타인은 에르되쉬 수 2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슈트라우스 E.

Straus의 공저자이며, 슈트라우스는 에르되쉬와 많은 논문을 같이 썼다. 오펜

하이머, 디락, 페르미, 폰노이만, 카알세이건등의물리학자들도에르되쉬수

를 가지고 있으며, MS의 빌 게이츠와 언어학자 노옴 촘스키도 4를 가지고 있

다고한다. [이논문의저자는에르되쉬수 3에속한다.]

1997-99년 큰 소수들의 발견

컴퓨터에 의한 계산능력의 확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들에 대한 정확도를

증대시켜 주었다. π나 e 같은 무리수들이 소수점 아래 100 억 자리까지 계산

되었다는것은이미지난이야기가되어버렸다. 이러한결과는컴퓨터의기억

용량이나 계산속도의 증가에 따라 더욱 발전될 것이다. 한편, 보다 더 큰 소수

를찾는문제에도많은사람이관심을가지고있는데이는암호론에의응용때

문이다.

17세기의 메르센느 M. Mersenne (1588-1648)의 연구의 영향으로, Mp =

2p − 1 꼴 (p는 소수)의 수를 메르센느 수라 부르고, 특히 이것이 소수일 때 메

르센느소수라부른다. 1996년초에월트만Woltman은 GIMPS (Great Inter-

net Mersenne Prime Search)를시작하였는데,여기에서 (http://www.mersenne.

org/prime.htm.)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영국의 정보기술자 스펜스 Spence 는

1997년 12월에자신의펜티엄 Pentium 100 PC 를 15일동안사용하여메르센

느수 22976221 − 1이소수임을보였다.



154 제2부강연과해설논문(1976-2010)

그러나, 이 기록도 1998년 1월 27일 클라크슨 Clarkson, 월트만, 쿠로우스

키 Kurowski 등이 23021377 − 1이 909,526 자리의 소수임을 밝힘으로써 곧 깨

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게속하여 큰 소수가 발견되어오고 있으며, 2005년에는

42 번째의 메르센느 수일 것이라 생각되는 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781만6230

자리의 소수이며, 한 페이지에 3500 자씩 들어가는 책으로 펴낸다면 약 2200

페이지가된다.

GIMPS는 1000만 자리 크기의 더욱 큰 새로운 소수를 발견하기 위한 작업

을하고있으며, 1000만자리의소수를발견하는사람에게는 10만달러의상금

이주어진다.

1998년 케플러의 예상 (공 쌓기 문제)

행성운행의 법칙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천문학자 케플러 J. Kepler (1571-

1630) 는 1611 년에 자명한 사실로서 공간에서 동일한 크기의 공들을 가장

조밀하게 쌓는 방법은 (과일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면심입방쌓기 (face-

centered cubic packing) 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을 케플러의 예상 또는 가단히

공 쌓기 문제(sphere packing problem)라 한다. 이 때의 밀도는 약 74.05%에

이르며, 이것이 3차원 공 쌓기의 최대밀도로 생각되었다. 실생활에서는 누구

나 아는 상식이었지만, 거의 4세기 동안이나 엄밀한 수학적 증명을 쉽게 얻을

수없었다. 387 년후인 1998년 8월 9일미쉬간대학의헤일즈 T. Hales 는마

침내 자신의 제자 퍼거슨 Ferguson 이 증명을 완성했노라고 e-메일로 전 세계

에공표하였다.

이 증명이 나오기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은 여러

가지 쌓기에 대하여 밀도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

로 입방격자 모양으로 쌓을 때는 밀도가 약 0.5236 이고, 육각형격자로 쌓을

때는 약 0.6046, 면심입방쌓기로는 약 0.7405 임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불규

칙적인쌓기에서는밀도가어떻게되는가하는것이었다.

1958년 버밍햄 대학의 로저스 Rogers 는 어떠한 쌓기도 밀도가 0.7796 보

다클수없음을보였다. 이결과는케플러의예상이옳음을더욱믿게하는것

이었다. 한편 1953 년에는 헝가리계 수학자 페예스 토트 L. Fejes Toth 가 증

명이 (비록불가능할정도로복잡하기는하지만)유한한계산으로귀착될것이

라는 것을 보였다. 컴퓨터에 의한 계산 능력의 향상으로 용기를 얻은 헤일스

는 1994년부터 다섯 단계로 문제를 나누어 증명을 시작하였고, 마지막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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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거슨이증명한것이다.

2000년 20세기의 10대 업적

이해에미국수학협회 (MAA = The Mathematical Association of America)

미쉬간 Michigan 지부는 20 세기수학의 10대업적을투표로선정하였다. “르

벳구 Lebesgue의 박사논문”으로부터 “선형 프로그램의 발전”에 이르는 30 개

정도의서로다른사건들이후보로올랐으며, 지부의각회원에게그들이생각

하는 5대사건을묻는투표용지가배부되었다.

다음은그들이정한 10대업적이다.

1. 디지털컴퓨터의발전

2. 괴델의불완전성증명

3. 아인슈타인의상대성이론

4. 페르마의마지막정리의증명 [Wiles]

5. 1900년 ICM에서의힐버트의강연

6. 유한단순군의분류

7. 선형프로그래밍의발전 [Dantzig]

8. 양자역학의수학화 [von Neumann]

9. 프랙탈기하학의발전 [Mandelbrot]

10. 암호론에의수학의응용

이투표결과는다음웹페이지에나와있다:

http://www.cst.cmich.edu/units/mth/ttm2k/topten.htm

2000년 새 천년의 현상 문제들

2000년 5월 25일 16 : 00 시에파리의꼴레즈드프랑스 College de France

에서의 “새천년모임”에서, 클레이 Clay 수학연구소 (CMI) 는수학에서중점

적인중요성을가지는 7 개의문제에관한 7 백만달러의현상금이조성되었음

을 발표하였다. 1900년 8월 8일 ICM 에서의 힐버트의 저명한 문제들의 리스

트에 영향을 받아, CMI 는 제시된 문제들의 해결에 각 백 만 달러씩을 지급할

것이라한다.

CMI 는 발표문에서 “수학은 과학 가운데에서 특권을 가진 위치를 가진다”

라고 주장하고 이 현상 문제들은 “새 천년의 수학을 축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희망을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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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 는 사립 비영리 재단이며, 그 목표는 “수학적 사고의 아름다움, 강력

함, 보편성을촉진시키는데있다.”

아래에 그 7 개의 문제와 미국 수학회 회보 Notices에 실린 간단한 요약을

들기로한다.

P versus NP 한 문제가 P 에 속한다 함은 다항식 시간 안에 진행되는 앨거리듬

(즉, 소요시간이 기껏해야 입력한 크기의 다항식 함수가 되는 것)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문제가 NP 에 속한다는 것은 제안된 풀이가 다항식 시간 안에 검

산될수있다는것이다. 그렇다면 PNP 인가?

리이만 Riemann 예상 리이만의 제타 zeta 함수의 모든 비자명 영점 (nontrivial

zero) 은실수부가 1/2이다.

프왕카레 Poincare 예상 임의의 닫힌 단연결 3 차원 다양체는 3 차원 구면과 위

상동형이다.

하지 Hodge 예상 한 비특이 복소 사영 다양체에서, 임의의 하지류는 대수적 윤

체들의류의유리수계수일차결합이다.

버취 Birch와 스위너튼-다이어 Swinnerton-Dyer 예상 유리수체에 관한 임의

의 타원적 곡선에 관하여, 그것의 1 에서의 L 함수가 0 이 될 위수는 그 곡선 위에서

의유리점들의가환군의계수와같다.

나비어-스토크스 Navier-Stokes 방정식 3 차원 나비어-스토크스 방정식의 (적

절한 경계 및 초기조건들을 가정할 때의) 해들의 존재와 해들의 원활성을 증명하든가

반례를들라.

양-밀즈 Yang-Mills 이론 양자 양-밀즈 마당들의 존재와 그것이 질량 gap을 가

짐을증명하라.

이들 7 개의 문제는 새 천년의 큰 도전으로 선정된 것이며, 그밖에도 수학

에는오랜역사를지닌골드바하 Goldbach의예상 [2보다큰짝수는두소수의

합이다], 샤우더 Schauder의예상 [위상벡터공간의완폐볼록부분집합에서그

자신으로 가는 연속함수는 한 부동점을 가진다] 등 여러 미해결 문제가 있다.

이런미해결문제들은 21 세기수학에서도계속하여연구될것이다.

한편, 이 해에 미국수학회는 로스 안젤레스에서 “21 세기의 수학적 도전”

에 관한 회의를 가졌는데, 100 년 전의 힐버트의 문제들과는 달리, 30 명의 지

도적인 수학자들로 된 팀이 문제 제시를 하였다. 그 중 8 명이 필즈 메달 수상

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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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 연구소의 창설과 현상문제의 배경에 관하여는 당시의 소장 자페

A.M. Jaffe 의회고 [Jaf]를보라. 이에대한반대여론도녹녹치않은데, 그예

로 [Ver]이있다.

2003년 프왕카레 예상의 해결

앙리 프왕카레 Henri Poincaré (1854-1912)는 프랑스 동부의 낭시에서 태

어났다. 그의 아버지 레온은 낭시 의과대학의 교수였다. 형제로는 누이동생

하나뿐인데, 이 누이는 철학자 에밀 부트루 Emil Boutroux 와 결혼하여 수학

자 피엘 부트루를 낳았다. 대통령 레몬 프왕카레와 물리학자 류시앙 프왕카레

는 레온의 아우 안토니의 아들들이다. 즉, 수학자 앙리와 고명한 정치가 레몬

은사촌간이다.

프왕카레는 1973년에콜폴리테크니쿠 Ecole polytechnique에수석으로입

학하여 1975년에 졸업하고, 광산학교 Ecole des mines에 들어가 1979년 봄에

광산기사가 되어 잠간 동안 광산 현장과 철도 건설 사업에 종사했다. 그 해에

편미분방정식에 관한 논문으로 파리 대학교에서 수리과학박사가 되었고, 12월

1일에 캔 Caen 대학 강사가 되었다. 1980-82년에 푹스 Fuchs 함수에 관한 연

구를 발표하여 일약 유명해졌다. 1881년 10월에 파리 대학교로 옮겨 연습 강

사, 85년에 역학 강사, 86년에 수리물리학 및 확률론 강좌의 교수가 되었다.

10 년 후인 1896년에는 천체역학 강좌로 옮겼고, 그 뒤에 그 분야에서 불후

의 업적을 남겼다. 그보다 앞서 1887년 33세에 과학학술원 Academie des Sci-

ences의 회원이 되었고, 1908년 시인 술리-프루돔므 Sully-Prudhomme의 뒤를

이어프랑스아카데미 Academie francaise 회원이되었다.

프왕카레는 1912년 로마 ICM 참석 시에 발병하여, 7월 17일에 사망하였

다. “그의죽음때문에수많은발견이그시기가늦어지고, 또오랜동안애쓰

지않으면안되게되었다”라고팽르베 Painleve는말하였다. “그비범한생산

력과 다방면임은 꼬오쉬 Cauchy를 연상하게 한다”는 클라인 F. Klein의 평이

다. 실제로 프왕카레는 수학, 물리학, 천문학 이외에, 과학 비평에서도 탁월한

철학적 견해를 저서들 과학과 가설, 과학의 가치, 과학과 방법, 만년의 사상으

로 발표하였다. 그 밖에 과학자와 시인에서는 과학자들의 평전에 그의 아카데

미전임자의작품세계를논하였는데, 이는아카데미의전통에따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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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의 7 개의 문제들 중 프왕카레 예상은 3차원 다양체의 분류에서 큰 걸

림돌이 되어온 100 년도 더 된 큰 문제로서, 1904년에 프왕카레가 “임의의 닫

힌 단연결인 3차원 다양체는 3차원 구면과 위상동형이다”라 예상한 것이다.

여기에서 3차원 구면이란 2차원 구면인 공을 한 차원 높인 4 차원 공간에서

의곡면이다.

이예상은곧 “완폐(compact) n 차원다양체가닫혀있고단연결이면 n 차

원 구면과 위상동형이다”라는 예상으로 일반화되었는데, 원래의 예상은 n =

3의경우이다. 프왕카레예상은원래부터그증명이어려운것이어서, 그에대

한 많은 연구가 잘못된 증명을 낳았다. 첫째 증명으로 잘못된 것은 프왕카레

자신이 이 예상을 발표하기 4 년 전에 발표한 것이며, 그 뒤에도 여러 사람이

잘못 증명한 뒤에 그 반례를 찾아낸 일이 있다. 이런 연구는 다양체에 관한 위

상수학적이해를심화하였다.

일반화된 예상의 n = 1인 경우는 단순하며, n = 2의 경우는 19 세기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 n = 3을 뛰어넘어, n = 4의 경우는 1982년에 프리드맨

M. H. Freedman (1951- )이증명하여, 1986년의버클리 ICM에서필즈메달을

받았다. 그보다 앞서, n = 5의 경우는 1961년에 지맨 F.C. Zeeman (1925- ),

n = 6의 경우는 1962년에 스털링스 J.R. Stallings (1935- ), n이 7 이상인 경

우에는 1961년에 스메일 S. Smale (1930- ) 이 증명하였다. 그리하여 n = 3의

경우인원래의프왕카레예상만이남아있어 CMI의새천년의문제안에들게

되었다.

2006년의 마드리드 ICM에서의 전체 강연에서 콜럼비아 대학교의 해밀튼

R. Hamilton (1943- )은 40 여년 전에 일즈 J. Eells (1926-2007)의 세미나에서

그로부터프왕카레예상을푸는데발전방정식 evolution equations을쓸수있

으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10년쯤 후에, 해밀튼은 이러한 가능성을 진

지하게생각하기시작하여 1982년에리치흐름 Ricci flow이라는발전방정식을

도입하였다 [Ham]. 1985년에 썰스튼 W. Thurston (1946- )이 오늘날 기하화

예상 Geometrization Conjecture으로 알려지게 된 3 차원 다양체의 성질에 관

한 그 자신의 견해를 발표한 뒤에 이런 방향의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리하여

위상 수학의 이 난제를 푸는 데, 기하학과 해석학과 같은 위상수학 밖에서의

도구가필요하다는것이알려지게되었다.

지금은 코넬 대학에 있는 썰스톤이 1970년대에 제기한 기하화 예상은

프왕카레 예상보다 더 일반적이고 더 심오한 것으로, 모든 3-차원 다양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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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려는것이다 [Thu]. 그의위대한통찰은 3-차원다양체의위상을이해하

는 데 기하학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기하화 예상은, 임

의의 3-차원다양체는조각들로분해되는데이분해는본질적으로일의적이며,

각각의 조각은 8 가지 모형 기하학들 중 하나로 주어지는 기하학적 구조를 가

진다는것이다. 이예상은페렐만 G. Ya. Perelman의업적이나오기전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많은 경우에 성립함이 알려져 있었다. 썰스톤 자

신은 충분히 큰 다양체에 관하여 그의 예상을 증명하였고, 그 뒤의 여러 연구

에도 불구하고, 두 기하학에 관하여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자세한 이

야기는 [Jac]를보라.

마침내 2003년 3월에 페렐만은 리치 흐름 프로그램을 이런 예상들에 어떻

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인터넷에 발표하였다 [Per1-3]. 페렐만의 연구를 토대

로 하여 예일 대학의 클레이너 B. Kleiner와 미쉬간 대학의 로트 J. Lott [Kle-

Lot], 콜럼비아 대학의 모간 J. W. Morgan [Mor] 등이 그 세부 증명을 완성하

고, 학계의검증을기다리고있었다. 특히모간은페렐만의아이디어를이해하

는 데 3 년간의 작업 끝에 프린스턴 대학의 티안 Gang Tian과의 공저로 473

페이지의 책을 써서, 프왕카레 예상이 해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페렐만에게

나수학에게나그것은위대한승리이다.”그의말이다.

한편 리하이 대학과 칭화 대학의 차오 화이동(曹懷東) Huai-Dong Cao 과

종샨 대학(중국 광조우 소재)의 주시핑(朱熹平) Xi-Ping Zhu이 “프왕카레 예

상과기하화예상의완전한증명 – 리치흐름에관한해밀턴-페렐만이론의응

용”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 6월에 미국에서 간행되는 Asian J. Math.에 327

페이지에이르는방대한분량으로발표하였다 [Cao-Zhu]. 이논문의모두에는

“저자들은 리치 흐름에 관한 해밀튼-페렐만 이론을 제시할 것이다. 그것을 써서,

프왕카레 예상과 썰스튼의 기하화 예상의 완전한 증명의 처음으로 씌어진 설명을 부

여할 것이다. 완전한 결과는 많은 기하학적 해석학자들의 노력의 축적이기는 하지만,

주된공헌을한이는두말할나위없이해밀튼과페렐만이다”

라나와있다.

2006년 8월 22일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ICM에서는 페렐만을 비롯한 4명에

게필즈메달이수여되었으나, 페렐만은수상을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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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렐만은 1966년에 소비에트 연방이던 러시아에서 태어나 상트페테르부르

크 국립대학에서 박사가 되었다. 한때 스테클롭 수학 연구소 Steklov Insti-

tute of Mathematics 상트페테르부르크 분소의 연구원으로 있었다. 1990년대

에미국을방문하여,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에밀러펠로우 Miller Fellow로

도 있었으며, 1994년의 취리히 ICM에서는 초청강연을 하였고, 2003년 4월에

MIT에서공개강의를하였다. 그뒤에페렐만은연구소를사임하고, 미국대학

의 교수 제의도 거절한 뒤, 숲에서 버섯이나 따러 다니며, 한 달에 5만 원 정

도의 연금을 받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IMU 회장이 직접 찾아가

ICM’2006에 참석하여 필즈 메달을 받을 것을 권하였으나, 완강하게 거절하였

다고한다. 그이유는그가수학계에서고립되어있어수학계의대표처럼간주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 했으나, 사실은 수학계의 보스들의 횡포에 환멸

을느낀탓이라고도한다.

2006년 12월 21일에 미국의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Science는 그 해의 과학

계의 10대뉴스를발표하였는데, 프왕카레예상을증명한연구를그해의최고

의 과학 성과로 들었다. 최근에 리치 흐름과 두 예상의 해결에 관한 책이 여러

권나오고있다.

2003년 아벨 상

2002년에 노르웨이 Norway는 수학 분야가 없는 노벨 Nobel 상 대신에 아

벨 Abel 상을제정하였다.

아벨 N. H. Abel (1802-29)은 가난과 결핵으로 너무나 젊어서 죽은 노르웨

이의 수학자로, 5차 이상의 대수방정식이 대수적으로 풀릴 수 없다는 것을 비

롯한 여러 가지 큰 업적을 남겼다. [“1984년 대수방정식의 풀이”를 보라.] 오

랫 동안 국왕을 비롯한 많은 노르웨이인들이 그를 기리는 상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해 온 끝에 아벨의 탄생 200 주년이 되는 해인 2002년 1월에 국가적인 상

으로확립하였다.

아벨상은노르웨이학술원 (Norwegian Academy of Science and Letters)이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매년 수여한다. 상금은

6백만 노르웨이 크로너 (2006년의 경우 약 $825,000)이며, 국제적인 위원회가

수상자를선정한다.

2003년 6월 3일 세르 J.-P. Serre (1926- )에게 첫 번째 아벨 상이 주어

졌는데, 그 앞뒤로 이를 경축하는 노르웨이의 국가적 행사가 있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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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수학, 대수기하학, 정수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혁명적인 대수적 방법을

발전시킨공적이있으며, 28세때인 1954년에필즈메달을받은최연소기록을

가지고있다.

2004년도수상자는아티야M. F. Atiyah (1929- )와싱어 I. M. Singer (1924-

)가 공동으로 그들의 이름이 붙은 지표정리에 관한 공헌으로 받았는데, 그 정

리는수학의풍경을바꾸어놓았다는평을들었다.

2005년에는 헝가리 태생의 뉴욕 대학 쿠란트 수리과학 연구소의 락스 P.

Lax (1926- )가 편미분방정식의 이론과 응용에 기여한 공으로 아벨 상을 받았

다.

2006년에는 스웨덴 왕립 공과 대학과 UCLA의 명예교수인 칼슨 L. Car-

leson (1928- )이조화해석과원활한동력계이론에의공헌으로아벨상을받았

다.

아벨상의제정으로아벨의불우한생애에대한노르웨이국민들의오랜동

안 안스러워하던 민족적 정서가 조금쯤 편안해졌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저자의

개인적인생각이다.

한편, 아벨 상은 수학 부문이 없는 스웨덴의 노벨 상과 병립하는 결과를 가

져올 것이다. 왜 노벨이 수학 부문을 배제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하여 여러 루

머가있었다. 그중하나는당시의스웨덴의국보적수학자미탁-레플러 G. M.

Mittag-Leffler (1846-1927)와관련된것인데, 두사람모두독신으로생애를마

쳤다.

노벨 상에 수학 부문은 없어도, 수학자 또는 수학에 관련된 업적으로 노벨

상을받은사람은많다.

노벨문학상은 1904년에스페인수학자에체가레이H. Echegaray와 1950년

에럿셀이받았다.

경제학상은 1969년에 새로 생긴 이래로, 1972년에 애로우 K. Arrow,

1975년에 칸트로비취 L. Kantrovich, 1983년에 드브뢰 G. Debreu, 1994년

에내쉬 J. Nash, 2005년에오만 R. J. Aumann과같은수학자들이받았다.

1985년에화학상을받은하X트만 H. Hauptman은수학박사이었다.

노벨 상 수상 업적이 심도 있는 수학을 충분히 구사한 수상자를 들라면 경

제학의 경우에는 거의 반수이며, 물리학의 경우에는 Einstein, Schrödinger,

Dirac, Heisenberg, Glashow, Weinberg, Salam, Feynmann, Schwinger, G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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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 Gross, Politzer, Wilczek 등과같은사람들이있다. 특히유일하게물리

학상을두번이나받은바르딘 J. Bardeen은수리물리학자로서수학에깊이관

련되어있다.

노벨상수상자로서동시에수학을연구한사람은생리의학부문에도있는

데, 1902년의 로쓰 Sir Ronald Ross, 1958년의 레더버그 J. Lederberg, 1979년

의코르매크 Cormack와하운스필드 Hounsfield가있다.

위의정보들은미국수학회회보 Notices of Amer. Math. Soc. 53 (2006)의

Nos. 1, 4, 7에실린사아리 D. Saari의글과그에대한편집자에게의편지에서

얻었다.

2006년 가우스 상

2006년에 마드리드에서 열린 ICM’2006에서는 “수학의 응용에 관한 카알

프리드리히 가우스 상” Carl Friedrich Gauss Prize이 처음으로 수여되었다.

이상은, 오직전문가들만이많은현대적기술들의추진력이수학임을알고있

는 듯한데, 그 밖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적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되

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상은 수학적 연구로써 수학 이외의 것–기술

이나 비즈니스나 또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 과학자들을 기리려는

것이다. 아래에 IMU가발표한가우스상의취지를싣는다.

가우스 상은 독일 수학회 (DMV = Deutsche Mathematiker- Vereinigung)와

IMU가공동으로수여하며, 사무는 DMV가관장한다. 이상은메달과상금(현재로는

1만 유로)으로 수여되며, 기금은 베를린에서의 ICM’98의 수익금으로 이루어졌다. 이

상은 수학의 다른 분야에의 영향에 관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수학의

중요성을일깨워줄것이다.

IMU의발표에는다음과같은가우스의짧은전기가첨가되어있다.

가우스 C. F. Gauss (1777-1855)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 한 사

람이었다. 그는 전무후무하게 과학이론과 실무를 결합하였고, 이미 젊은 날에 수학

에 출중한 공헌을 하였다. 24세이던 1801년에 간행된 그의 정수론 Disquisitiones

arithmeticae은 오늘날까지도 과학 탐구의 참된 걸작으로 남아 있다. 같은 해에 그

는, 아주 적은 횟수의 관측만으로, 언제 그리고 어디에 소행성 세레스 Ceres가 다

시 나타날 것이라 예측함으로써 널리 명성을 얻었다. 하노버 Hannover 공국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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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성하면서 그것에 도움이 되도록 가우스 자신이 개발한 최소자승법은, 물리학자

나 공학자 뿐 아니라 불가피한 부정확성을 가진 모든 종류의 측정으로부터 바른 결론

을 이끌어내려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수많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로부터 바른 수를

분석해 내는 데 요긴한 도구이다. 지난번까지 통용되던 독일의 10 마르크 지폐에 그

려진그의육분의(sextant)는그의측량에의상당한공헌을기린것이다. 거기에는또

한 종(bell) 꼴의 곡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확률에서 의 가우스의 정규분포를 그래

프로나타낸것이다. 베버 Wilhelm Weber와함께가우스는첫번째전신을발명하였

다. 그의 전자기 이론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자기유도의 국제단위는 gauss로 되

어있다.

가우스 상의 제정은 가우스 탄생 225 주년이 되는 2002년 4월 30일에 공

표되었으며, 마드리드에서의 ICM’2006에서 처음 시상되었는데, 첫 번째 수상

자는 91 세의 일본인 수학자 이또 기요시(伊藤淸) Kiyoshi Ito (1915-2008)이

다. 그는 도꾜 대학을 졸업하고, 내각 통계국 통계관, 나고야 대학 조교수, 교

또대학교수와명예교수, 가꾸슈인(學習院)대학교수를지냈다. 그는여러개

의 국제적 학술상을 받았고, 여러 나라의 학술원 회원이 되었으며, 몇 대학의

명예박사가되었다.

이또는 1942년에 콜모고롭 A.N. Kolmogorov (1903-87)의 방정식에 대응

하는 확산과정을 확률미분방정식을 써서 구성함으로써, 확률적분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확률과정의 견본함수에 관한 미적분학을 확립하였다. 이것

은 종래에 해석학의 방법으로 연구되던 확률론의 여러 문제에 새로운 확률론

적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확률과정론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 와서, 확률해

석(stochastic analysis)이라는 분야를 낳았다. 또 다양체 상에서의 확률미분방

정식은 확률미분기하학이라는 분야를 낳았으며, 물리학이나 생물학에 나타나

는 확률모형을 기술하기 위한 무한차원의 확률미분방정식의 연구도 활발하다.

자세한것은 [EDM]과거기실린참고문헌을보라. 이또는이책의제3판의편

집대표이다. 이항목에관한자세한것은 IMU의다음홈페이지에나와있다.

http://www.mathunion.org

이에따르면

이또의 이론은 생각지 못했던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추상 적

이다. . . . 금융시장에서의 주식 가격은 브라운 운동에 작용하는 것과 큰 차이

가 없는 확률적 힘(random forces)의 지배를 받는다. 이러한 변동들의 영향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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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는 은행가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 자신이 “연속적인 시간에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또의 아이디어로부터 연속적 거래를 위한 전략이 생겨나고, 마침내, 한

옵션(option)의 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나타난다. 오늘날 블랙-숄스 Black-Scholes 공

식은 옵션과 미래에 관련된 거의 모든 재정 거래의 기본이 되며; 더구나 그 발견자 중

두사람이 1997년도노벨경제학상을받게하였다.

브라운 운동에서의 입자의 위치나 주식 가격 이외에도, 이또의 이론은 살 아있는

유기물의 개체수, 한 인구집단의 유전자집단에서의 어떤 상대형질 (allele)의 빈도, 또

는 더 복잡한 생물학적 양들에도 적용된다. 이또의 업적으로 말미암아, 생물학자들은

전체개체중한유전자가차지할확률또는한종이살아남을확률을구할수있다.

수학자들은이또의 결과들의 중요성을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것은

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이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54년에 이또가

프린스턴의 고등연구소에서 그의 성취를 강의한 이후가 되어서야 세상에 알려

졌던것이다.

오늘날, 확률해석이수학의한풍족하고중요하고생산적인한분야로서가

우스 상의 목표인 “기술, 비즈니스, 또는 간단히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방대한

충격을주었음을의심할나위가없다.

위에서 말하고 있는 옵션이란 주식과 외환 등을 매매하는 권리 자체를 매

매하는 금융 상품이다. 1970년대 초에 MIT의 물리학자 블랙 F. Black, 하버

드 대학의 경제학자 머튼 R.C. Merton, 쉬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숄스 M. Sc-

holes는 열전도 방정식을 변형해 옵션의 가격을 계산해내는 공식을 만들었다.

이 공식을 쓰면 낵픗퓔탓〉醯４쩜㎸窩숏뿅5%까지 없앨 수 있어 파생상품 거

래의 혁명을 일으켰다. 1997년에 머튼과 숄스는 옵션 가격 결정 이론을 정립

한 공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블랙은 1995년에 이미 서거하였다). 숄스

는스탠포드대학의명예교수로있다.

2007년 슈퍼컴퓨터 경쟁 시대의 개막

슈퍼컴퓨터는 흔히 프로세서가 100 개를 넘는 고성능 컴퓨터를 가리키는

말이다. 2006년 11월 중순에 발표된 세계 랭킹에 다르면, 현재의 세계 1 위의

슈퍼컴은 미국 에너지부 국가 핵 안전 보장국의 것(IBM사 제작)으로, 그 계산

능력이 367테라플롭스(1테라플롭스는 초당 1조번 연산)이다. 상위인 것 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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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국제이며, 핵무기 개발이나 암호 작성 등 군사 기술에 요긴한 도구여서

미국은항상세계 1 위를견지하려한다.

2002-2004년에는일본의해양연구개발기구의 ‘지구시뮬레이터’ (요꼬하

마 소재)가 세계 1 위였는데, 이것은 높이 2 m, 앞면 가로 1 m, 옆면 길이 1.4

m인 계산장치 640 대가 늘어서고, 거기에 관련 장치가 연결된 것으로 가로 50

m, 세로 65 m인 체육관과 같은 전용 건물에 들어 있다. 지난 11월의 랭킹에

서는 ‘지구 시뮬레이터’는 14 위로 밀려났다. 2006년에 가동된 도꾜 공업 대

학(TIT)의 TSUBAME (NEC와 선 마이크로시스템 사 제품)가 9 위이다. 일

본의 이화학(理化學) 연구소(理硏=RIKEN)에 따르면 일본의 “대학이나 연구

기관의 슈퍼컴은 매년 성능이 1.6 배씩 향상되는 데 비하여, 세계는 1.8 배씩

향상되고있어, 일본은장기저락경향에있다.”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일본의 학술계는 “5년 후에 세계 최고속”을 목표로

차세대 슈퍼컴의 설계를 리껜의 주도로 시작하였다. 개발 실시 본부장은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노요리 료지(野依良治) 리껜 이사장이며, 2012년까지 1154억

옌을 투입하여 세계 최고속을 탈환한다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이에 대하여 아

사히신문 2006년 11월 24일자 (43327호)보도에따라알아본다.

차세대 슈퍼컴은 1초에 1경 회 (京은 10의 16승이며, 1조의 1만배로서,

10페타와 같은 뜻)의 계산 성능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경속 컴퓨터’나 ‘페

타컴’이라는 애칭이 붙어 다닌다. 세계 최고속인 슈퍼컴이 탄생하면, 각지의

계산기의 성능도 향상되고, 일본의 계산 능력을 단번에 끌어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발을 통한 인재 육성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와 리껜의

생각이다.

기초 연구 뿐 아니라 “모세혈관 레벨에서 인체를 흐르는 혈액의 시뮬레이

션을 한다”, “지진이 염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빌딩이나 교통에 미치는 피해를

계산하여, 어떤 대책이 가장 유효한가를 고른다” 등 여러 용도에 쓰이는 범용

슈퍼컴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슈퍼컴 기술은 일상 쓰는 제품에도 파급된다.

휴대 전화에 쓰이는 고도의 반도체 칩은 몸체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술은 원래 슈퍼컴용으로 개발된 것이며, 게임기나 디지털 카메라에 응용되

는기술도있다고한다.

동아일보 2006년 11월 10일자 (26530호) 보도에 의하면, 국내 연구용

슈퍼컴 가운데 세계 500위권에 드는 것은 기상청, 서울대, 한국과학기술

원(KA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에 있다. 이 가운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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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좋은기상청의것은세계 22위로계산능력이 18.3 테라플롭스이며, 국

내 슈퍼컴의 계산 능력을 모두 합쳐도 144 테라플롭스로서 ‘블루진 L’의 반

이 되지 않는다. KISTI의 현재의 연구용 슈퍼컴 3호는 4.3 테라플롭스이며,

2007년 상반기에 들어올 슈퍼컴 4호의 계산 능력은 최소 30테라플롭스이고,

2년 뒤에 200테라플롭스로 성능이 올라갈 것이라 한다. 그 안에 들어가는 중

앙연산처리장치(CPU) 수도펜티엄급프로세서 1만개라한다.

바야흐로각국은슈퍼컴의능력향상의경쟁시대에돌입한것이다.

맺음말: 20 세기 수학의 회고와 전망

우리는역사에서교양과전망과겸손을배운다고누군가말했다.

20 세기 중반에 학문을 시작한 저자에게는 수학은 추상성, 일반성, 무한성,

공리성, 포괄성 등을 지닌 거대한 조직으로 보였다. 이제 새로운 세기가 되어

누구나 지난 세기에 대한 회고와 21 세기에 관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회고는 어렵고 예측은 그래도 약간 쉽다. 회고가 어려

운 것은 의견의 차이 때문일 것이며, 예측이 쉽다는 것은 아직 미래를 모르기

때문일것이다.

앞서말한바와같이 1977년경까지의 20 세기의순수수학의회고와동향에

관하여는 부르바끼의 입장에서 본 [Die1,2]가 있다. 그렇다면 21 세기의 수학

은어떠하리라쉽게예측할수있을까?

수학이 무엇인가 말하기는 어려우나,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수학은

연역적이론을세우는 art (예술또는기술)로서, 알려진사실을나열하기만하

는 과학은 아니다. 가령 골드바하의 예상은 잘 알려진 경험적 사실이며, PM

또는 ZFC 안에서 증명될 수 있을 것이지만, 어떤 연역적 이론의 결과라 증명

되기 전까지는 정리가 아니다. 다시 회고해보면, 19 세기에 제기된 문제들은

대부분이 아름답고 놀랄만한 연역적 이론으로 해결되었으며, 21 세기를 위한

새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21 세기의 수학과 컴퓨터과학을 포함하는 수리과

학이 20 세기에서와같은개념들에기반을두고발전할것인가하는물음이있

겠으나, 적어도 논리학과 집합론은 모든 수학의 근저로서 가장 유용하고 고무

적인보편적이론으로남아있을것이예견된다 [Mar-Myc].

논리나계산이나응용수학이아닌분야에한정하여아티야 Atiyah는 20 세

기의수학의경향을다음과같이논한바있다 [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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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소에서대역으로 (local to global)

2. 차원의증대 (increase in dimensions)

3. 가환에서비가환으로 (commutative to non-commutative)

4. 선형에서비선형으로 (linear to non-linear)

5. 기하학대대수학 (geometry versus algebra)

6. 공통적인 방법론 (techniques in common) – 호몰로지 론(homology theory),

K-이론(K-theory), 리이군론(Lie groups)

7. 유한군론 (finite groups)

8. 물리학의영향 (impact of physics)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아티야에 따라 반복할 수는 없으나,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화를 통한 새로운 내용의 방대화, 추상화를 볼 수 있고,

5와 6에서와 같이 새로운 방법론과 다른 분야 사이의 상호간 영향을 볼 수 있

으며, 7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의 세기들의 결과를 확대하여 해결하는 등

의특징을 20 세기의수학에서확연히볼수있다.

이에 덧붙여 20 세기 중반부터는 폰 노이만과 같은 수학자들의 주도로 컴

퓨터 문화가 정착함에 따라, 수학 자체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의 행동과학 방

면으로 크게 응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데이터분석과 정보처리를 위한 정보과

학의 기반이 되었으며, 21 세기 IT 산업의 핵심이기도 하다. 20 세기에 수백

개의 이론과 그 응용이 나타났었던 것에 비추어, 21 세기의 수학에 어떤 새로

운 분야들이 나타나리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클레이 Clay 연구소가 제시한

7 개의현상문제를비롯한수많은미해결문제의해결과산업의발달에따르는

새로운 이론의 창출의 필요 때문에 수학 자체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리라는

것은말할나위가없다. 더구나, 프랙탈기하학과같은예에서보는것처럼, 컴

퓨터의출현이그이전에할수없었던일을가능하게했던것을상기할때, 21

세기에도수학에큰변혁이일어날것이예상된다.

흔히 자연의 탐구는 새로운 수학적 예상과 때로는 그것의 증명조차 암시

해 주며, 경우에 따라 흥미 있는 이론을 이끌어낼 새로운 기본적 공리를 암

시해 주기도 한다. 특히, 논리는 자연이 실체를 기술하기 위해 우리에게 마

련해 준 연구 방식이며, 자연적 지성의 연구이다. 무한집합의 개념조차 어떤

분명히 끝이 없는 절차로부터, 또 물리적 공간-시간 연속체로부터 암시된 것

이다. 따라서 수학은 인간의 상상력에만 기반을 둔 것은 아니다. 인류는 자

연을 탐구함으로써 수학의 art를 새성하는 것이다. (이 문단은 [Mar-My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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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따왔다).

끝으로 수학이 인류 전체의 정신문화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이 바르

게인식되어야하며, 예술작품과마찬가지로, 인류의위대한성과로서감상되

어야 한다. 그 성과의 응용이 무엇이냐 묻는 것은 위대한 예술의 응용을 묻는

것만큼어리석은일이다. 한편, 순수한수학연구조차도생각하지못했던응용

을낳아오고있다. 예를들어, 와일즈의증명은정수론이나대수기하학의깊은

이론을 응용한 것이며, 정수론의 소인수 분해나 유한체 상에서의 벡터공간이

나 타원곡선론은 암호이론이나 부호이론과 같은 실용면이 있으며, 그것이 실

제로인공위성에의한통신이나 CD에사용되고있다. 또로봇제어를써서에

너지를 절약하는 데도 수학이 쓰이며, 미사일이나 항공기 설계에서 난류를 고

려하는데도고도의수학이필요하다. 이런응용은 21 세기에도계속하여나타

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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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발표를 하고 있는 Wiles 의 미소 띤 사진 (당신이라도 350 년 된 문제를 풀었다면 미

소를띨것이다).

17. Erdös 의사진 (Fermat 의만화와닮았다).



20 세기수학에서의지적도전 175

18. Erdös 의 80 세 기념 Cambridge Combinatorial Conference 의 포스터 (위의 사진이

들어있다).

19. 최대의 Mersenne 수의 발견을 다룬 “Focus” 지의 기사 (1997 년 12 월). 그 기록이

1998 년에, 다시 1999 년에, . . . 2005년에깨어졌다.

20. Kepler 의문제에관한여러사진.

21. Clay 연구소의 2000년발표문.

ABSTRACT

Intellectual Challenges in the Twentieth Century Mathematics

In order to understand many intellectual challenges and other activities of math-

ematicians in the twentieth century, we discuss several topics on their accomplish-

ments in the chronological order. These topics are chosen on the basis that they

are adequate to sketch for highly intelligent non-mathematicians. The following are

samples of such topics covered in this article:

Hilbert’s 23 problems (1900), Russell’s paradox (1902), Einstein’s relativity

theory (1905), Axiomatic set theory of Zermelo (1908), Whitehead-Russell’s Prin-

cipia Mathematica (1910-13), Brouwer’s fixed point theorem (1912), Ramanujan’s

works (-1920), Banach-Tarski theorem (1924), Fields medal (1926) and Nevanlinna

Prize, von Neumann’s minimax theorem (1928), Godel’s incompleteness theorem

(1931), Turing’s computing machine (1936), Bourbaki’s reorganization of mathe-

matics (1939), Applied mathematics in the wartime and postwar periods (1940-),

Robinson’s nonstandard analysis (1960), Cohen’s work on continuum hypothesis

(1963), Fractal geometry (1967), The four-color problem (1976), Classification of

finite simple groups (1981), Knot theory of Jones (1984), Zeros of algebraic equa-

tions (1984), Wiles’ proof of Fermat’s last theorem (1995), Erdos’ works (1996),

Big Mersenne prime numbers (1997), Resolution of Kepler’s conjecture (1998), Top

ten works in the twentieth century mathematics (2000), Clay problems for the new

millenium (2000), Resolution of the Poincare conjecture (2003), Abel prize (2003),

Gauss prize (2006), The age of new supercomputer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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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이글은

[2007. 5. 10] 대한민국학술원학술세미나발표:

“20세기수학에서의지적도전”

의원고이며,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자연과학편)제46집제2호 (2007) 1–78

로간행되었다.

이 강연의 역사는 무척 길다. 그 시초는 김영삼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청소년 과학캠프”를 주최할 것을 제안한 데 있다.

그 뒤 IMF 사태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제안을

시행하였다. 그결과로

[1998. 8. 20] Lecturer, Conversation with Eminent Scientists, The 1st

APEC Youth Science Festival, Seoul, Korea

자격으로 Topics in 20th Century Mathematics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는데,

진행, 운영, 대우모두가시원치않았다.

그뒤에비슷한내용의강연또는글을다음과같이발표하였다.

[1998. 10. 1] 성균관대학교수학과초청강연

[1999. 2] 전대식교수정년퇴임기념문집 pp.31-49

[2000. 11. 3] 육군사관학교운용분석학과초청강연

[2000. 12. 28] 상명대학교수학과초청강연

[2001] Sehie Park — Mathematical Works, pp.1-17

[2001. 11. 16] 육군사관학교운용분석학과초청강연

[2002. 11. 12] 대전대학교기초과학부초청강연

[2003. 3. 20] 경상대학교수학교육과초청강연

[2003. 10. 24] 대한수학회초청제 1 회대중화강연

[2003. 12. 25] Colloquium Talk at National Changhua Univ. of Education, Tai-

wan

[2005. 5. 13] 숭실대학교수학과콜로퀴엄 100회기념초청강연

[2006. 7.] 저서 “수학의세계” 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부, 부록

[2007. 6. 1] 대한민국학술원통신 167호,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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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한민국학술원회보 48집, pp.102-107.

2007년 5월의학술원세미나발표의내용은다음강연에쓰였다.

[2011. 4. 20] 양정고등학교특강 “20 세기수학에서의지적모험”

[2011. 10. 28] 이화여자대학교수학과특강:

“20 세기이후수학에서의지적도전”.

특히이강연에서는 2010년이후의다음과같은몇개의토픽이추가되었다.

2010년 “기존경제학은틀렸다”

2010년필즈메달의업적

2010년수학에서의국제적인학술상

2014년 ICM 2014 Seoul

맺음말 20 세기수학의회고와 21 세기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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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일찌기다음과같은두글에서수학자들의생애를소개한비있다.

“일화로엮은수학자들의생애”, 월간대학입시, 창간호, 1976.10. pp.128–130.

“가우스의고난과영광 — 수학자의군주”, 월간대학입시, 1976? 미상,

pp.118–122.

한편그뒤에쓴다음세편이남아있어여기에수록한다.

“힐버트 – 현대의사상가” (성대신문 1978; 대학신문 1982)

“부르바끼이야기” (원제 “까르땅”, 월간신동아 1987)

“괴델탄생백주년에즈음하여”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006)

힐버트는 최후의 만능 수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20세기 전반의 대표적 수학자이

다. 부르바끼는 수학을 재조직하려는 웅대한 꿈을 가졌던 집단이다. 끝으로 괴델은

논리와수학의본질을꿰뚫어본논리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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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이란무엇인가? 이물음에대답한다는것은지극히어려운일이다. 수

학이란 수와 도형에 관한 학문이라는 중학생다운 대답으로부터 러셀 (B. Rus-

sell)의 “수학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이 참인가 아닌가

도 알 수 없는 학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있다. 이것은 수학

이 그 대상을 자유로이 설정하고, 그 결론은 논리에만 구애될 뿐 모순만 일어

나지 않으면 된다는 극히 자유스런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집합론의

창시자 칸토르(G. Cantor)는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성에 있는 것이다”라 하

였다. 어떤사람은수학을규정하는것이힘든나머지, “수학은수학자들이활

동하고있는그자체”라는말을하고있다.

벽돌공의 아들 가우스는 ’수학자의 군주’ 칭호를 받아

그러면, 수학자란 무엇인가? 물론, 수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수

학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수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수학자

라 볼 수는 없으며, 무엇인가 생산적인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수학자인 것이

다. 그런 뜻에서, 여기서는 몇 사람의 수학자를 들어 그들의 생애와 인생과 고

뇌와학문을회상해보기로하자.

19세기 전반의 가장 위대했던 수학자는 가우스(Karl F. Gauss, 1777-

1855)이다. 그는 독일의 브라운쉬바이히(Braunschweig) 공국에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영주 페르디난트 공에게서 천재로 인정받아, 그

의 도움으로 대학 교육을 받았고, 30세에 이르기까지 영주의 비호 밑에 평온

한 연구 생활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1807년 모교인 괴팅겐(Göttingen) 대학

교수 겸 천문대장으로 취암한 뒤, 79세로 죽을 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대수 방정식은 반드시 실수근 또는 허수근을 가진다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

를 비롯하여 정수론, 천문학, 전자기학, 해석학, 최소자승법, 미분기하학 등

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그는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고, 정수론은 수학의 여

왕이다”라고 했으나 그가 죽은 뒤 영주는 그를 위한 기념비에 ’수학자의 군

주’(Mathematicorum Princeps)라는칭호를넣어그의업적을칭송하였다.

그는 일찌기 젊은 시절에 영주의 도움으로 평온한 학구 생활을 즐겼던 것

을 회고하면서, “수학을 연구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방해받지 않고 완전히 몰

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 교수가 된 뒤에는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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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보냈을까? 설비도 없는 천문대에서 관측과 계산을 혼자 하여야 하였

고, 거기에 또 강의가 있어서 순수한 연구에만 몰두할 수는 없었다. 월급은 박

봉이어서 생활고에 허덕였고, 당시 나폴레옹 휘하의 프랑스 점령군에게는 과

중한 세금을 징수당했으며, 더구나 그들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측량 사업에

20년 이상 동원되어, 연구 이외의 일에 너무나 시간을 많이 뺏겼다. “이 같은

삶보다는죽는편이낫겠다” (Der Tod ist mir liber als ein solches Leben.)라는

글이그의공책중타원함수의복잡한계산중간에문득나타나있다고한다.

가우스는 오래 살기도 하였거니와 살아 생전에 빛을 보았고, 제자도 많이

길러냈다. 그에비하여살아있을때는빛을못보고, 죽은뒤에불후의업적을

인정받아, 현대대수학의창시자로꼽히는수학자두사람을들어보자.

대수학의 창시자 아벨은 대학 기숙사의 특별 허가를 얻어 아우와 함께 기

거

아벨(Niels H. Abel, 1802-29)은 노르웨이의 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

나, 장학금으로중학과대학을마쳤으며, 가난과결핵으로좀먹힌짧은생애를

유례없는수학상의대발견에바쳤다. 얼마나가난했던지, 대학기숙사의특별

허가를얻어아우를대려다가같은침대에서자기까지하였다한다. 이미그는

중학 시절에 5차 방정식의 해법을 발견하였다고 생각했으나 실패였고, 1824년

“5차의일반적인방정식을푸는것의불가능의증명”을자비로출판했으나, 가

난한 그는 인쇄 비용 절약을 위해 설명을 줄일 수밖에 없어, 가우스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 이듬해, 정부의 파견으로 베를린, 비엔나, 이탈리아, 스위

스, 파리등에서외국수학자와교류하면서, 베를린에서는 5차방정식의대수적

해법 불가능의 증명을 발표하였으나, 파리에서는 학술원에 제출한 타원함수에

관한 논문이 당대의 일인자 꼬오쉬(Cauchy)의 서랍에 묻혀 햇빛을 보지 못하

였다. 1827년 귀국했으나 변변한 교수 자리 하나를 구하지 못한 채 결핵으로

신음하다가, 사랑하는여인에게안긴채 27세의나이로아깝게세상을떠났다.

방정식론의 선구자 갈르와는 대학 입시에 두 번이나 떨어져

방정식론의 또 하나의 선구자 갈르와(Evariste Galois, 1811-32)는 파리 근

처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17세 때 중학 재학 중 이미 방정식론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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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발견을하여학술원에제출했으나, 꼬오쉬가분실해버렸다. 당시최고의

명성을지녔던이공대학(Ecole polytechnique) 의입시에두번실패하였고, 이

맘때방정식의일반해에관한논문을학술원에제출했으나, 심사를맡아본푸

리에(Fourier)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회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1829년 사범대

학(Ecole normale)에 들어갔으나, 1830년의 혁명에 참가하고, 교장 배척 운동

을 하는 등으로 그 이듬해 퇴학당했다. 그 후 정치 운동에 몰두하다가 죽던 해

몇 달 동안 투옥되었는데, 가석방 기간 중 결투로 죽었다. 비밀경찰의 음모라

고도하고시시한여인과의사랑때문이라고도한다.

1932년 5월 30일 이른 새벽 갈르와는 25 걸음 건너의 권총 탄환에 맞아

쓰러졌다. 아무도 돌보아 주는이 없이 버려진 채였는데 9시 경에야 지나가던

농부가 병원으로 대려갔다. 단 한 사람 그의 아우만이 죽음의 자리를 지켰으

며, 울부짖는동생을달래기위하여마지막으로한말이영어로는바로 “Don’t

cry. I need all my courage to die at twenty.”였다그이튿날새벽그는죽었고

남부 공동묘지에 개처럼 마구 묻혔는데 그 뒤 그 묘를 찾을 수도 없었다고 한

다.

죽기 전 날 갈르와가 친구에게 남긴 유서가 그의 수학 사상을 담은 전부였

다. 그것은 주로 대수방정식과 치환군과의 관계를 논하여, 방정식이 대수적으

로 풀리기 위한 조건을 구한 것인데, 이것이 40년 후에 60 페이지의 소 책자로

간행되어서 비로소 반항적 공화주의자 갈르와가 19세기의 지도적인 수학자의

하나로역사에남게되는것이다. 결국그는너무일찍이태어났던것이다.

후세의 사가들은 말한다: 아벨은 가난이 죽였고, 갈르와는 온 세상의 바보

들이학살하였다고.

여덟 살에 미적분을 통달한 폰 노이만은 건망증도 심해

위의 세 사람이 외에도 19세기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주로 유럽에서 활약하

였다. 그러면 시대를 건너뛰어 20세기 미국에서의 자유롭고 편안한 수학자 두

사람을들어보기로하자.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 1903-57)은 양자물리학, 논리학, 기상학,

전술, 고속도 계산기 등에 관한 수학자였고, 또 게임이론을 통하여 경제학

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그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귀족 칭호를 가진 은

행가의아들로 태어났다. 따라서, 그의 이름은 영어식, 성은 독일식으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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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한것이다. 어렸을때부터역사에흥미를가졌었고, 얼마나정신이좋았던지

전화 번호부 한 줄을 한 번 보기만 하면 거기 실린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모

두기억할수있었다한다. 겨우 8 살에미적분을통달했고, 12 살 는함수론을

이해했다고한다.

전설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그가 수학자가 되는 것을 말렸기 때문에 부

자간에 타협한 결과 베를린대학과 취리히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1926년

에 취리히대학에서는 화학공학으로, 부다페스트대학에서는 수학으로 동시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의 수학 논문은 집합론의 공리화에 관한 것이었다.

그 뒤 베를린과 함부르크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주로 양자물리학과 작용소 이

론을 연구했고, 1930년부터는 프린스틴대학에서 가르쳤다. 1933년 고등연구

소(Th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가 생기자 6 사람의 초창기 수학과 교

수 중 하나로 임명되어 평생을 거기에 마쳤다. 그밖의 다섯은 알렉산더(W.

Alexander), 아인슈타인(A. Einstein), 모오스(M. Morse), 베블렌(O. Veblen),

바일(H. Weyl)로서가히정상들의모임이라하겠다.

폰 노이만은 운전을 즐겨했으나, 잘 하지는 못했다. 언젠가는 사고를 일으

킨 뒤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한다. “내가 거리를 달려갈 때 오른

쪽 가로수들은 시속 60마일로 질서정연하게 나를 지나갔다. 그런데 그 중 한

나무가갑자기내가가는길로뛰어드는것이었다.”

한번은 폰 노이만이 뉴욕에 무슨 회합이 있어, 자동차로 프린스턴을 떠났

다. 몇시간뒤뉴욕에도착한그로부터부인에게전화가왔다:

“내가무슨볼일로뉴욕에오는길이었지?”

학자들의 건망증은 자기 연구에 너무나 집중하는 결과로 생기는 것이라 볼

수있는데, 건망증에관한한폰노이만보다더한이가있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인디애나대학교의 조은 교수

조은(Max Zorn, 1906-93)(독일식 발음은 쪼른)은 독일에서 태어나 하우스

도르프(Hausdorff) 문하에서 공부하다가 대수학, 해석학, 논리학 등에서 몇 가

지 중요한 업적을 냈는데, 그 중 유명한 것이 소위 ’조은의 예비정리(Zorn’s

Lemma)라는 것이며, 이는 “공 아닌 집합에서는 한 원소를 집어낼 수 있다”는

직관적인 의미를 가진 선출공리(Choice Axiom)를 실제문제에 적용하는 데 쓰

이는것으로, 대개의수학전문서에실려있을정도로중요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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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은인디애나대학을정년퇴직한점잖은교수로도수높은안경에파이프

를 항상 입에 물고, 수학과가 있는 3번가를 흔히 오르내렸다. 필자는 조은 선

생을세미나에서두어번만나인사를나눈바있다. 처음마났을때어디서왔

느냐 물어서 한국에서 왔다고 쩽짐더니, 이임학과 임덕상의 안부를 물어서 아

는 대로 대답을 하였다. 그는 이임학의 논문을 1948년에 Bull. Amer. Math.

Soc.에 실어준 것으로 한국 수학계에 잘 알려져 있다. ‘대한수학회 70년사’ 참

조.

그 뒤 한 번은 길가에서 만났길래 인사를 했더니 당신이 누구냐 물어서 대

답을했다. 그는자기의건망증을정중히사과하면서두가지의회고담을들려

주는것이었다.

연전에 시카고의 한 회의에 참석했을 때, 스틴롯(N. Steenrod)을 만났기에

참오랜만에만나반갑다했더니, 그대답이어제도만나지않았느냐반문하더

라고.

또 와이번(G. T. Whyburn)과 자기가 아주 친한 친구였고, 그의 형과는 이

웃에 살았는데, 어떤 때는 그 형을 알아보고, 어떤 때는 몰라보고 하여, 그 부

인이 조은 부인에게 항의를 하여서, 그 뒤 주의해서 살펴보니, 와이번의 형이

넥타이를안매고뜰에나와잔디를보살피든가할때는지나오면서도다른사

람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스틴롯과 와이번은 당대의 저명한 위상수학자들이

고 조은 선생이 이 얘기를 해 줄 때 그들 이름을 생각해내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이필자였음은다시말할필요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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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최고의수학자로불리는가우스는독일에서태어났으며물리학자로

서 그리고 천문학자로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려

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현대수학을 정립한 그의 학문에 대한 정열은 우리에

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아니할수없다.

교과서에 나타나는 가우스

고교생 여러분의 수학교과서를 보면 복소수평면을 배울 때 이것을 가우스

평면이라고 부른다고 나와 있다. 이것은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 가우스가 복소

수를평면위의점으로표현하는방법을처음보인사람중의하나이기때문이

다. 그뿐만아니라 “n차대수방정식은반드시 n개의근을가진다”는대수학의

기본정리도 가우스가 처음 증명한 것이며, 또 y = [x]로 표시되는 계단함수와,

통계에 나타나는 정규분포곡선도 그가 처음으로 발명한 것이다. 그밖에 교과

서끝에흔히들어있는로그표를비롯한수표도가우스가게산한것이다. 그밖

에도 고교 이상의 수학이나 물리학 책에는 가우스의 영향을 받은 내용이 무수

히들어있다.

필자는일찌기 ‘월간대학입시’창간호(1976년 10월)에몇학자들의생애를

살피는데서도가우스에대하여약간소개한바있거니와여기서는좀더자세

히가우스의생애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생애와 업적

칼프리드리히가우스(Carl Friedrich Gauss)는 1777년 4월 30일독일의브

라운쉬바이히(Braunschweig, 영어로는 Braunswick) 공국의 같은 이름의 수도

에서태어났다. 가난한집출신이었으나, 어려서부터특이한수학적재능을보

인 탓으로 영주였던 페르디난드 대공(Carl Wilhelm Friedrich)의 도움을 받아

괴팅겐(Göttingen)대학에서 1796-98 기간 공부하였다. 1799년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한 논문으로 헬름슈테드(Helmstedt)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799-1807년 고향에서 영주의 도움을 받으며 학구 생활을 보냈다. 30살 이후

괴팅겐대학의교수겸천문대장으로죽을때까지그자리를지켰다.

가우스의가장심오한연구는청년시대에이미이루어졌다. 1795년에는최

소자승법을 발견하였고, 또 1796년 3월 30일 정17각형을 자와 컴퍼스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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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도할 수 있음을 알아낸 것이 수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한다. 그

전까지는 언어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 1797년에는 타원함수

에 관한 기본적인 해답과 대수학의 기본정리에 관한 최초의 발견을 하고 있다.

1801년에 ‘산술의 연구’(Disquisitiones Arithmeticae)를 저술하여 정수론(整數

論)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세웠다. 순수수학 방면에서는 이밖에 비 유클리드

기하학, 초기하급수, 복소함수론, 타원함수론 등에서 탁월한 연구를 남겼고,

그밖의방면에서도천문학, 측지학, 전자기학등에큰공헌을하였다.

천문학의 분야에서는 1801년에 소혹성의 궤도를 계산하였고, 1809년에는

‘운동의이론’(Theoria motus)을출판하였으며, 또 1883년에는웨버(Weber)와

함께전신기를발명하였다.

더구나수학의응용에관련된최소자승법, 곡면론, 포텐셜론등을연구하였

다. 그는 발표 형식의 완성을 중요시하여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서, 그의 연구

는 주로 그 자신의 일기나 서한문 등에 나타나 있어, 죽은 뒤 이들을 종합하여

편집한 12권의전집이발간되었다.

가우스는 그 업적으로 말미암아 19세기 전반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로 손꼽

힌다.

영원한 봄, 눈보라 치는 겨울

가우스의 할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의 출신으로서 1740년에 브라운쉬바이

히에 정착하였다. 그의 세 아들 중 둘째인 게르하르트 디드리히(Gerhard

Diedrich, 1744-1808)가 가우스의 아버지가 된다. 게르하르트의 일생은 별

뚜렷한 것이 없이 정원사, 운하감시인, 벽돌공 등 힘든 노동에 종사하였다. 체

격이 건장하고 정직하고 엄격한 사람이었으나, 배운 것이 없어 자식을 심하게

다루기 일쑤였다. 가우스는 온순하고 착한 아들이어서 불쌍한 아버지를 비판

하는일은없었으나, 별로애정을느끼지는못했다고한다.

가우스의재능은분명히외가쪽을닮았다. 그의어머니도로테아벤츠(Dorothea

Benz)의 아버지는 석수였는데, 30살에 폐결핵으로 죽으면서 도로테아와 아들

프리데리히(Friederich)를남겼다. 외삼촌은직조업에종사하여약간의재산을

모았으며, 가우스의 재능을 어려서부터 개발하고 일깨워주었다. 가우스는 만

년에까지도외삼촌의사랑과지도를아름다운추억으로간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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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도로테아는 34살 때인 1776년에 결혼하여 이듬해에 가우스를 낳

았다. 그의 세례명은 요한 프리데리히 카를 가우스(Johann Friederich Carl

Gauss)였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Carl Friedrich Gauss라 썼다. 외삼촌의 이름

은그의위대한조카이름속에남게된것이다.

가우스의 어머니는 강렬한 성품, 예민한 지성에 유머어 감각을 지닌 부인

이었다. 그의 아들이 두 살 때에 이미 특이한 재능을 나타내자 이 아들에게 사

랑을쏟아가난속에서도무던히잘키우느라애썼다. 가령, 가우스가 19살때

그의 학우였던 볼프강 보요이(Wolfgang Bolyai)가 “가우스는 유럽 최고의 수

학자”라 말했을 때, 감격하여 울음을 터뜨렸을 정도로 어머니는 이 아들을 크

게자랑으로생각하였다.

어머니는 마지막 20년을 아들 집에서 살았는데, 97세로 죽기 직전 4년간을

노쇠하여눈이먼상태에있었으나, 사랑하는아들외에는아무도가까이하지

않았다 한다. 가우스는 1839년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돌아갈 때까지 극진히

간호하고노후를잘보살핀효자로이름이났다.

학위를받은후괴팅겐대학에초빙될때까지, 가우스는영주의후원으로연

구에몰두하였는데, 28살때요하네오스트호프(Johanne Osthof) 양과결혼하

였다. 이 때 행복을 가우스는 보요이에게 다음과 같이 적어 보냈다: “내게 있

어인생은새롭고눈부신빛깔을띤영원한봄과같다.”

이 결혼에서 요세프(Joseph), 민나(Minna), 루이스(Louis) 세 아이를 얻었

는데, 큰아이는 가우스를 닮아 암산에 능했고 아주 착했다 한다. 1809년 루이

스를 낳은 직후 부인이 죽자, ‘영원한 봄’은 ‘눈보라치는 겨울’로 변했다. 이

듬해 막내 때문에 할 수 없이 첫 번째 부인의 친구였던 민나 발데크(Minna

Waldeck) 양과 재혼하게 되어, 이 결혼에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다. 소

문에의하면가우스는큰아들이외의아들들과사이가나빠서, 두아들은가출

하여미국으로건너가, 그자손들이미국에서아직도살고있다한다.

말을 배우기도 전에 계산부터

가우스는어린시절의몇가지추억을즐겨이야기하였다한다. 그중의하

나는어느해봄, 그의집옆을흐르는운하가범람하여근처에서놀고있던가

우스가 물에 빠져 죽게 될 뻔한 사건이다. 다행히도 지나가는 노동자 한 사람

이 그를 구해 내었는데, 바꾸어 말하면 그 노동자는 19세기 이후의 수학의 역

사를구해낸셈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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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스는세살때이미수학적인재능을보였다. 어느토요일아버지는자

기밑에서일하는노동자들의임금을계산하고있었다. 어린아들이옆에서열

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줄 몰랐던 아버지가 어렵사리 계산을 끝냈을 때, “아버

지, 그계산은여기서틀렸어요”라는말에깜짝놀랐다. 아들이가리키는부분

에틀린곳이있었던것이다.

그보다 전에 가우스는 그의 부모에게서 알파벳의 발음을 배워 스스로 읽는

공부를했었다. 그러나아무도그에게산수를가르치지는않았고, 아마도글자

를배우는틈틈이 1, 2, 3, . . . 과같은숫자를터득했던것같다. 후년에가우

스는농담으로 “나는말을배우기도전에계산부터할줄알았다”고말했다한

다.

일곱 살이 되자 가우스는 학교에 들어가서 뷔트너(Büttner)라는 선생에게

서배우게되었다. 첫 2년동안에는아무일도없었다. 열살때가되어산술을

배우게되었는데, 덧셈만간신히배운학생들이등차급수를알리가없다. 뷔트

너 선생이 자신은 공식을 써서 곧 풀 수 있는 길다란 문제를 내어준 일이 있었

다. 그문제는

81297 + 81495 + 81693 + . . . + 100899

와 같은 것으로서, 물론 공차 198에 항수가 100인 등차급수였는데, 내어주

자마자 가우스는 암산으로 답을 내었다. 가우스의 회고담에 의하면 옳은 답을

낸 것은 그 한 사람 뿐이었고, 다른 어린이들은 필산으로 했는데도 모두 틀렸

었다고한다.

이 결과로 가우스는 선생의 총애를 받게 되고, 뷔트너 선생의 조수였던 바

텔스(Bartels) 선생이유력자에게소개하며영주와의면담을주선하게된다.

고난과 학구의 갈등 사이

가난한 집안 출신의 가우스가 19세기 전반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재능을 일찍이 인정하여 끊임없이 도와준 영주 페르디난드

대공의 덕이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30살에 괴팅겐의 교수로 초빙되어

갈 때까지 조용히 학구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대공의 덕택이었다.

가우스의 위대한 업적은 거의 대부분이 이 시대에 이룩한 것으로서, 이 때를

추억하여노년의가우스는 “수학을연구하는데는아무것에도방해를받지않

고몰두할수있는시간이필요하다”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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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팅겐의 천문대장 겸 수학교수가 되었다고는 하나, 현대적인 설비도 없고

조수도 없었다. 관측에서 계산까지 모두 자기 혼자서 해야 했고, 더구나 강의

를많이맡아조용히연구에만몰두한다는것은불가능한일이었다.

거기에다 생활난이 겹쳐 있었다. 봉급은 적었고, 프랑스 점령군으로부터는

군사상의큰세금이부과되었으며, 애를써도푼돈도되지않는일을하다보니

가족들의이해를얻지못했다. “아무리보아도제정신이아닌것같다”고불평

한 친척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Der

Tod ist mir lieber als ein solchen Leben.)”는 기록이 가우스의 일기의 타원함

수의복잡한계산중간에문득나타나있다.

나폴레옹의 전략적 및 세금징수상의 필요로 생긴 측량 사업이 프랑스에서

시작되고, 이에당시그가속해있던하노바공국에서도 1816년에가우스로하

여금 측량 사업의 책임을 맡게 했다. 1821-25년에는 가우스 자신도 야외 작업

에 참가하였고, 1841년에 이르러 이 사업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의 연

구상의 중요한 시기가 낭비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그러나 이 동안에

도 물리학자 웨버(Wilhelm Weber, 1804-90)를 만나 그를 괴팅겐에 초빙하고,

10년 이상 공동으로 전기학과 지자기의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의 부산물이 ’

가우스-웨버의전신(電信)’의발명이다.

이 동안의 학문적 경향이 응용수학 쪽으로 돌려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가령 1812년의초기하급수론이나 1814년의적분의근사계산법같은것은섭동

이론의 필요에서였다.유명한 곡면론은 1827년 측량시대에 나온 것이며, 거대

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실제로 측정하여 평행선공리가 실제로 옳은가 확인

한 것도 이 때의 일이다. 또, 최소자승법의 이론에 관한 논문(1821-23)은 측량

시대에, 포텐샬론(1839-40)은전자기를연구할 얻은것이다.

적더라도 익은 것을

가우스는 그 풍부한 사상에 비하여 발표를 아주 적게 하였다. 가우스가 자

기 집안의 문장으로 사용한 것은, 몇 개의 과일이 붙어 있는 나무를 그려놓고

“Paucased matura”(Few, but ripe)(적더라도 익은 것을)이라는 구절을 써 넣

었다. 이같은 정신으로 그는 성과가 완성된 예술작품처럼 형식을 제대로 갖출

때까지는절대로발표하지않았다.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발표하지 않은 철처한 정신 이외에도, 1807년 이

후몰두할시간이없었다는데에도원인이있으며, 그보다는잘알지도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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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매한 자들로부터의 오해나, 오해로 말미암은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것도 있었

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발견하고도 ‘고집장이들의 아우성’(Geschrel der

Böotier)이 귀찮아 발표를 보류한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리하여 발견의 영

예는 그의 진구의 아들인 헝가리의 청년장교 야노스 보요이(János Bolyai,

1802-60)와 또 한 사람, 러시아의 수학자 로바쳅스키(Nikolai L. Lobachebsky,

1793-1856)에게돌아간것이다.

또 하나, 그의 탁월한 정신은 그 힘든 계산을 마다 않고 한 데 있다. 그

가 숫자계산에 능했었음도 어린 시절부터 잘 알려져 있으나, 계산을 즐겨했다

는 것이 그의 학문의 원동력이 되었다. 1852년에 친지가 수학자 아이젠쉬타

인(Eisensein, 1823. 10. 4 - 1852. 10. 11)의죽음을알린편지에가우스가아이

젠슈타인의 생존 일수로 계산한 것이 나타나 있다. 이 때 현재 가우스는 75살

이었다.

가우스의만년은영예로충만된것이었으나, 완전히행복하다고는할수없

었다. 그의 죽음 몇 달 전에 나타난 병환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그는 쉬려고 하

지 않았다. 1854년 6월 16일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괴팅겐을 떠난 것은 괴팅

겐과캐슬(Cassel) 사이의철도공사를구경하려는것이었다. 말이날뛰는바람

에 마차에서 떨어진 가우스는 다치지는 않았으나 큰 충격을 받았다. 6월 31일

괴팅겐에서있었던개통식을구경한것은그의마지막행운이었다. 새해가되

자심장이악화되어숨이가쁘고수종증세가나타났으나그는쉬려고하지않

았다. 끝까지 정신이 말짱한 채 1855년 2월 23일 새벽 그는 평화로이 죽었다.

78년의 긴 생애였다. 죽은 뒤 그의 군주는 그를 위한 기념비에 ‘수학자의 군

주’(Mathematicorum princeps)라는칭호를새겨넣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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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이 무엇인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사였다. 수학이 고대에 일

상 경험의 집적에서 시작하여 논증적인 체계를 갖추고 현대에 들어와 비약적

인 발전을 이루면서 현대문명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없다. 그러면서도 각 시대의 수학자는 그 나름대로 그 시대

의수학에대한적절한견해를가지고그시대의수학을이끌어간다.

20세기의 수많은 수학자 중에서 한 사람의 사상적인 영도자를 들라면 다

비드힐버트(David Hilbert, 1862-1943)가가장알맞을것이다. 그는도이취의

쾨니히스베르크에서태어나 1882-85년에그곳의대학에서공부했고박사학위

를 받은 후 강사가 되었다가 1895년에 정교수가 되었다. 1895년에 괴팅겐 대

학의 교수로 전임하여 죽을 때까지 그곳을 세계 수학계의 한 중심으로 만드는

데공헌하였다.

힐버트의 수학적 업적은 주로 불변식론, 기하학 기초론, 대수적 정수론, 포

텐셜론, 변분법, 힐버트 공간론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그는 위

와 같은 업적 외에 1900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수학자대회(ICM)에서 23개의

“수학의문제”에새로운세기의목표를제시하였는데, 그뒤의이들문제에대

한수학자들의도전과해결은 20세기수학의벌전의원동력이되었다.

이 글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20세기의 지도적인 수학 사상가로서의 힐버트

의 역할이다. 그는 1910년 이후 수학기초론의 연구에 몰두하여 수학에 있어

서의 “형식주의”철학을정립시키고그사상이현대의 “수학이란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려 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방법론으로서의 공리주의와 그

에 대한 힐버트의 현대적인 해석과, 그 뒤의 수학에 미친 영향을 약술하려 한

다.

“수학”이란 여러 가지 이론 체계를 한꺼번에 뭉쳐서 부르는 이름이다. 모

든이론은논증적이어야한다. 즉, 모든개념은정의되어야하고모든사실(주

장)은 증명되어야 한다. 한 이론에서 쓰이는 술어는 명확한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어야만 하며, 또 규정된 의미 이외에 그 술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같

이 술어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언제인가는 정의 없이 사용

하는 “무정의술어”에이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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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규정해나가는 데서 무정의술어가 나타나는 것처럼 정리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리가 나타난다. 증명이란 이미 확립된 정리로부터 새로운

정리를 형식논리로써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건 맨 처음 출

발점이되는몇개의무증명명제인공리가있어야만된다.

이들공리, 무정의술어에서이끌어내어지는정리전체가수학의한이론체

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처럼 한 이론을 공리에서 출발하여 구성해나가는 방법

을공리적방법또는공리주의라부른다. 이같은공리주의의생각은그리스시

대의 유클리드에서 비롯되며, 이 때의 공리는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여졌었

다.

그러나 할버트에 의한 현대적인 공리주의는 공리나 정의에 대한 사고방식

을 바꾸어, 그에 따라 수학적 진리가 가지는 의미도 달라지게 한 것이다. 가령

논리학이 논리의 내용이 아닌 “형식”을 다루는 학문인 것처럼, 공리주의 수학

에서도 “형식”즉개념끼리의형식적인관련에관심을두는 “형식주의”이어야

한다는것이다.

19, 20세기의수학의특징은 “반성”과 “추상화”에있다. 유클리드기하학의

공리 중 하나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아서 얻어지는 비유클리드기하학의 탄

생은 낡은 공리주의에서의 “공리는 만인에게 자명한 진리”라는 관점을 붕괴시

켰고, 따라서수학적진리란무엇인가하는심각한의문이많은수학자와철학

자를괴롭혔다.

또 19세기 말의 해석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반성은 칸토르(G. Cantor,

1845-1918)로하여금집합론을일으키게하였는데, 그의소박한집합의개념에

서 얻어지는 역리(논리적 모순)는 수학의 기본을 뒤흔드는 위기를 몰아와, 이

것을계기로수학의기초에대한심각한논쟁을불러일으켰다.

힐버트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작 “기하학기초론”(1899)에서 새로운 공리주

의를세워, 그것을기하학에적용하고, 수학적진리의개념을고쳐생각함으로

써 이들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그의 사상의 주장은 유클리드기하나 비유클

리드기하의 내용을 각각의 한 “모델”로만 파악함으로써 그 내용보다도 수학을

형식의 학문으로 재건하는 데 있었다. 이같은 사상은 그의 1910년 이후의 그

의기초론연구의근간을흐르는것이다.

그에게는, 공리는 이미 “자명한 진리”나 우리들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개념(무정의술어)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가정에 불과하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점, 직선, 평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점, 직선, 평면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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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의자, 컵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힐버트의 수학은

가설적인 공리를기초로 하여 수립된 연역체계, 즉 개개의 대상에서 구체성을

추상하여얻어지는것사이에성립하는 “형식”이므로 “형식주의”라불리게된

다. 이와 같은 형식주의는 수학에 추상성을 주고, 결과의 일반성을 수학에 주

어현대수학이과거의수학을크게확장하는성격을가지게한다.

힐버트의 형식주의는 논리주의와 직관주의와 함께 수학기초론의 3 대 학

파로 되어 있었다. 이들 사이의 격렬한 논쟁은 20세기 수학의 한 기관(奇觀)

이다. 그러나 이들 세 학파의 논전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 수학기초론

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힐버트의 사상은 20세기의 많은 수학자들이 받아들였

었다.

현대수학에서는 수나 도형 외에도 보다 넓은 수학적 대상을 다룬다. 자연

계나 인간사회의 현실에 대하여도, 그것에 적용되는 공리론적 이론을 택하여

그이론의한 “모델”로서파악한다.

이처럼현대수학의기본적인수법은 “공리주의”이지만그방법을적용하는

기본적 대상은 주로 “집합”이다. 즉, 수, 도형, 함수 등을 모두 집합으로 파악

한뒤, 하나의또는몇개의집합에다가그원소들사이에성립하는몇개의기

본적 관계 또는 정의된 몇 개의 연산이 주어진 것을 “수학적 구조”라 부르고,

이들을 연구한다. 예컨대 대소 상등(大小相等)의 순서 관계가 주어진 순서구

조, 상등 관계 외에 덧셈 곱셈 등의 연산이 주어져 있는 대수적 구조, 원소들

사이의 “가까운”정도를나타내는위상적구조등이다.

이 구조들은 각각 몇 개의 공리로 파악되어야 하며, 이 공리들의 모임인 공

리계는 무모순성, 독립성, 완비성 등을 가져야 한다. 이 구조의 공리계들에서

논리적으로 명제를 이끌어내어 이론을 공리적으로 건설해 나간다. 이와 같이

힐버트의 형식주의적 방법은 부르바끼(Bourbaki) 일파에 의하여 현대수학의

각분야를재조직하는데활용되어 20세기의수학을크게발전시켰다.

* * *

힐버트에서비롯되는형식주의학파의목표는고전수학의체계를공리화하

고, 그공리계의무모순성을 “증명”하려는것이었다. 그증명은기호화된이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유한 개의 기호로 된 구체적인 기호적 대상

으로파악하여수행하려는소위 “유한의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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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버트는 기하학의 공리를 좌표법을 써서 실수의 성질로 고치고. 기하학의

실수 “모델”을 구성하였다. 기하학에 모순이 있다면 그 모순은 실수론 속에도

나타날 것이나, 실수론이 무모순이면 기하학은 무모순인 모델을 가지는 것이

되어, 그공리계의무모순성이확인되는것이다. 이것은한이론의무모순성을

다른이론의무모순성으로귀착시킨것이다.

한편괴델(K. Gödel, 1900-78)은자연수의이론을포함하는정도이상의수

학적이론(소위 1계술어논리로쓰여진것)은그것이무모순인경우, 자기가가

진 증명법을 총동원하여도 자신의 무모순성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임을 증명

하였다.

요컨대, 증명법을 다른 데서 빌려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한 힐버트의 기

획은 원초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이다. 그 뒤의 괴델 자신과 겐

Ĳⅵ(G. Gentzen, 1909-45)과 코헨(P. Cohen, 1934-2007) 등의 수학기초론에

관한연구는무모순성이외에도독립성의문제, 여러가지수학적문제가이들

공리계에서 증명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정하는 결정문제 및 수학적 이론의 구

조전반에관한많은문제를연구하는방향으로나아갔다.

* *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힐버트의 사상은 수학기초론에 큰 영향을 주었고 또

실제로 힐버트의 정신에 따라 부르바끼는 현대수학을 재조직하여 왔다. 그러

나 아직도 기초론에서의 난제는 남아 있다. 여기에서 부르바끼는 수학자의 태

도로서는 형식화된 초수학 또는 증명론을 포기하고, 기본적인 구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현대수학의 여러 분야를 새로 조직하려는 것이다. 그러함에

도 불구하고 수학의 형식주의 사상은 수리논리학이나 철학 및 수학을 방법론

으로쓰는자연과학, 사회과학, 행동과학의여러분야에큰영향을주고있다.

[성대신문 774 호 (1978. 9. 23); 대학신문 1116호 (1982. 5. 31)]

해 설

힐버트의 20세기수학에서의역할은다양하다. 우선 1900년의힐버트의문

제 (앞의 “20세기 수학에서의 지적 도전” 참조)를 제시하여 20세기 수학의 나

아갈 길의 여러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형식주의 철학을 제안하여 수학기초론

과 수학의 철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비록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말미암아

형식주의철학을수정하여야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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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바끼 이야기

1

여기소개되는이야기는앙리까르땅(Henri Paul Cartan)을비롯한세계적

수학자들의 집단인 니꼴라 부르바끼(Nicolas Bourbaki)에 관한 것이다. 이들

수학자집단은 1933년경에구성되어, 그구성원을바꾸어가면서이제까지이

어져오는동안, 공동연구와집필을통하여 20세기후반의수학계에서지도적

인위치를굳혀왔다.

시초부터 그들은 수학에 관하여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프랑스의 포앙카레(H. Poincaré)와 까르땅(E. Cartan), 독일의 데데킨트(R.

Dedekind)와 힐버트(D. Hilbert)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시초에는 공동연구를

부르바끼라는 필명으로 발표하다가, 각자의 개별적인 업적으로도 명성을 올렸

다.

그들은 1940년 이래 방대한 분량의 “수학원론”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오

늘날의 수학을 통일적으로 재조직함으로써 확고한 기초를 주려 하였다. 또

1948년 아후에는 매년 18개의 강연으로 구성되는 그들 자신의 세미나를 통하

여, 그들이가장중요하고흥미있다고생각하는최신의업적들을기술하여왔

다. 지금까지그강연의대부분이 6백개이상의리포트로출간되어, 집단적으

로수학이론들의참된백과사전처럼되어있다.

부르바끼는 1933년 경에 파리의 고등사범학교의 1924년 졸업생을 중심으

로 결성되었다. 초기의 멤버는 10명을 넘었는데, 그 멤버는 계속 바뀌어 오면

서 오늘날에는 2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 중 몇 명은 프랑스인

이아니다. 또결정권은 50세미만인멤버에게만있으며, 새멤버는전의멤버

의추천으로정하기로되어있다. 실제로그들은멤버라는말대신협력자라는

말을쓰고있다.

이제창립멤버로알려진다섯사람의신상을소개하기로한다.

까르땅(Henri Paul Cartan, 1904-2008). 저명한 수학자 엘리 까르땅의 아

들로서, 1974년이후파리과학아카데미회원, 1940-65년고등사범학교에서의

연구 지도로 큰 영향을 남겼다. 1 실변수함수론과, 해석공간 위의 다복소변수

함수론에 관한 업적이 크며, 아일렌버그와 공동으로 호몰로지대수학의 기초를

세웠고, 거기에서마벨권의이론이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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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발레(Claude Chevalley, 1909-84). 파리대학 교수. 수론(특히 유체론),

Lie군과대수군, 대수기하학에공헌하였다.

델사르뜨(Jean Delsarte, 1903-68). 낭시대학 교수, 만년에 이학부 명예학

부장. 수론과특수함수론에관한업적이있다.

디유돈네(Jean Alexandre Eugéne Dieudonné, 1906-92). 1968년 과학아카

데미회원. 일반위상수학, 위상벡터공간, 고전군, 형식적기하학, 수학사등여

러 분야를 연구했고, 그로땅디엑과 공동으로 기념비적인 “대수기하학원론”을

썼다.

베이유(Andre Weil, 1906-98). 16세에 고등사범학교 입학. 프린스턴 고등

연구소 교수. 국소콤팍트군, 대수기하학, 아벨다양체, 캘러다양체, 특히 수론

에중요한기여를했다.

이밖에 산에서 조난한 에르브랑(J. Erbrand)이 부르바끼 이전의 멤버였다

고한다. 그뒤의멤버몇사람을소개한다.

아일렌버그(Samuel Eilenberg, 1913-98). 폴란드 태생. 콜럼비아 대학 교

수. 군론, 대수적위상수학, 호몰로지대수학등에서큰공헌을세웠다.

쉬바르츠(Laurent Schwartz, 1915-2002). 조화해석에 관한 업적(평균주기

함수론)이 크며, 1945년에 초함수의 이론을 세웠다. 1950년 필즈메달 수상,

1975년과학아카데미회원.

세르(Jean-Pierre Serre, 1926- ). 꼴레쥬 드 프랑스 교수. 대수적 위상수

학(파이버공간)과수론에공헌. 1954년필즈메달, 1975년과학아카데미회원.

그로땅디엑(Alexander Grothendieck, 1928- ), 1966년 필즈메달 수상. 초

기의 업적은 위상선형공간, 특히 핵공간의 이론이다. 1957년 이후 대수기하

학(스킴이론)에 몰두하여 파리의 대수기하학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디유돈네

와함께 “대수기하학원론”을썼다.

이 밖에도 딕시미에(J. Diximier, 1924- ), 에르스만(C. Ehresmann, 1905-

79), 고드망(R. Godement, 1921-2016), 코줄(J. L. Kozul, 1921- ), 사뮤엘(P.

Samuel, 1921- ), 영국인아티야(M. Atiyah, 1929-2019) 등당대의대가들이멤

버였던것으로알려져있다.

2

고대 그리스의 수학을 집대성한 “원론”의 저자 유클리드(Euclid, B.C. 3세

기경)가 학문적 집단의 호칭이지 개인이 아닐 것이라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



196 제3부수학자평전(1976년부터)

는데, 그 중에는 부르바끼의 멤버였던 베이유도 있다. 그런 뜻에서, 부르바끼

가현대수학을집대성하려시도한것이잘이해된다.

부르바끼는 1936년 이래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

의 상세한 증명을 시작했다. 그들은 집합론의 공리와 몇 가지 논리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그 위에 수학 전체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리주의에

따라 현대의 수학을 재조직하려는 “수학원론”(Eléments de mathématique)을

1940년부터 현재까지 35권을 간행하여 오고 있다. 현재까지 간행된 내용은 집

합론, 대수학, 일반위상수학, 1실변수함수론, 적분론, 위상선형공간론, Lie군론

이며, 앞으로 1복소변수함수론, 변분법및수치해석학이뒤따를얘정이다.

부르바끼는 현대적인 입장에 서서 과거의 유산을 상세히 검토하여 공리들

을 선택하고, 그 공리에 따라 수학의 복잡한 내용을 공리적 체계로 될 수 있는

한 명쾌하게 재현하려 한다. 그들은 가장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집합으

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에서 집합의 원소들 사이의 관계를 주는 개념을 “수학

적 구조”라 부른다. 그리하여 원소가 무엇이든 이들 공리 이외의 어떤 가정도

쓰지 않고, 구조의 공리만으로 여러 가지 결론을 논리적으로 유도해낼 때 이

구조의 공리적 체계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논리라 함은 고전논리이

다.

부르바끼가 기본으로 잡은 수학적 구조는 대수적 구조, 순서구조, 위상적

구조의 세 가지이다. 예를 들어, 군(群)으로서의 대수적 구조를 가진 집합에

서, 다시이위에위상의구조를가지는, 보다복잡한집단으로나아가며, 일반

적인 집합에서 비롯하여 실수와 같이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진 구체적인 집합으

로나아가는등, 기본적인구조의집합으로써피라밋과같은계층을쌓아간다.

3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개념은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제시된다. 예를 들면, 집

합론과 선형대수는 실수의 개념에 의존함이 없이 진술되어 있다. 한때 대수학

과 해석학 사이에 있었던 혼란을 이와 같이 하여 회피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

다. 고전수학에서는산술,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은각각독립된서로다른것

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부르바끼는 수학의 여러 분야에 공통적인 기본적 구조

를뚜렷이세움으로써통일성을구현해보이려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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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유돈네는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수학의 세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의 일반적인 이론으로의 통합, 또는 공리적

방법에 의한 조직화가 흔히 나타난다. 이 같은 이론 또는 방법은 서로 작용하고 강하

게 결부되어 수학의 ‘주류’라 부를 수 잇는 것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서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류’에서 이탈하게 된다. 그리하여 수학의 다른 분야와의

관련성을잃고, 극도로특수화된문제들만을다루게되든가, 또는필연성이없는공리

론적연구로흐르게될것이다.”

디유돈네는 그의 저서 “수학의 파노라마”에서 현재 연구되고 있는 수학의

분야들을부르바끼의세미나에서다룬중요성순으로 A, B, C, D를매겨놓았

다.

A급: 대수적 및 미분위상수학, 미분기하학, 상미분방정식, 에르고드이론, 편미분

방정식, 비가환조화해석, 보형형식및모듈라형식, 해석적기하학, 대수기하학, 수론

B급: 호몰로지대수학, Lie군론, 추상군, 가환조화해석, von Neumann 대수, 수리

논리, 확률론

C급: 권(카테고리)과층, 가환대수, 작용소의스펙트럼이론

D급: 집합론, 일반대수학, 일반위상수학, 고전해석학, 위상선형공간, 적분론

이들 중 D급에 속하는 것은 수학과 교과과정의 핵심을 이루는 분야들이

고, 이미 부르바끼의 “수학원론”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며, 그보다 앞선 분야

가 수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부르바끼는 현대수학의

연구경향에 대해서도 확고한 지도적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르바

끼는 그 멤버들 자신의 개인적인 탁월한 업적 이외에도, 공동연구와 세미나를

통하여현대수학의조직과연구에있어서심대한영향을주어오고있다. 그영

향은 논문, 모노그라프, 교과서에조차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수많은 수

학자, 수많은 새로운 방법과 아이디어, 수많은 중요한 문제해결 등이 나타난

것이다.

물론 수학계에는 부르바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이들도 있고, 또 부

르바끼의 아이디어에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도 많다. 부르바끼의 스로건은

“구조의 사고”이며, 그같은 사고의 기반이 되는 것이 일종의 형식론적 경험주

의라생각되기도한다. 부르바끼가공리이전의문제에관심을가지지않는것

도문제가되겠으며, 또수학이란고전논리를써서공리적집합론의범위안에

서이루어진다는견해에도비판의소리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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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누가 무어라 하더라도 20세기 후반의 수학의 최대의 지도자는 부르

바끼일 수 밖에 없으며, 그들이 보여준 창조력, 혁명적인 아이디어의 전개, 수

많은훌륭한업적들은부르바끼의새멤버들에의하여계승되리라믿어진다.

해 설

위의 글은 “신동아” 1987년 1월호 별책 부록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 —

그 인간과 행동철학” 과학자편 (330-333면)에 “앙리 까르땅”이란 제목으로 실

렸던 것이다. 원래의 제목은 “부르바끼”였으나, 편집 의도가 100명의 인간을

다루는것이라하여 “앙리까르땅”(프랑스, 수학자집단 “부르바끼”의창립주

역)으로 바뀐 것이었다. 그 잡지의 성격상 참고 문헌을 열거하지 못했는데, 관

련된내용과문헌은앞에나온 “20세기수학에서의지적도전”을보기바란다.

그뒤에 Maurice Mashaal, Bourbaki: A Secret Society of Mathematicians,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2005가 원래의 2002년의 불어판의 번역으로

나와서부르바끼에관한자세한내용이밝혀졌다. 이책은한국어번역판도나

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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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간지 Time은 20 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인물 100 명을 선

정하면서, 그 중에 수학자 괴델(Kurt Gödel, 1906-78)을 20 세기의 가장 위대

한 과학자와 사상가 20 명 안에 들었고, 그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Time, March 29, 1999, pp. 92-94]. “그는 수학의 렌즈를 수학 자체로 되돌려

그의 유명한 ‘불완전성 정리’를 생각해냄으로써 형식주의의 심장에 말뚝을 박

았다.” 과연 매스컴다운 격렬한 표현이다. 도리어, 그의 연구가 20 세기의 수

학, 논리학, 철학, 언어학, 컴퓨터 과학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낫겠다.

그는 1906년 4월 28일 [우리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에 오스트리아-항가리

제국의 모라비아 주의 브룬(Brunn)에서 태어났다. 이 곳은 오늘날에는 체크

공화국에속해있다. 그는비인(Wien) 대학에서공부하였고, 1929년에 1계술

어논리의 완전성을 보임으로써 박사가 되었으며, 1931년에 불완전성 정리를

발표하였다.

19 세기의 비 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이 수학에서의 절대적 진리라는

개념을 제거하였다면, 괴델의 놀랄만한 발견은 형식주의의 주창자인 힐버

트(Hilbert)가수학의확실성의기준으로삼았던무모순성의개념이가망이없

음을보여준것이어서, 위와같은표현이나오게된것이다.

20 세기의 첫 30 년 동안에 사람들은 대부분의 고전수학의 무모순성이 자

연수의 산술에서의 대응되는 결과에 의존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괴델은

알파벳의 글자들과, 그것들의 결합인 단어와 문장들을, 수치 부호(numerical

code) 로써 표현하는 법을 창안해냈고, 이것을 써서 한 문장이 참인가 거짓인

가를산술적으로결정할수있었다.

1929년에 괴델은 프레게(Frege)의 증명의 규칙들이 논리적으로 유효한 모

든 문장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함을 보임으로써 하안(Hahn)의 지도로 박사가

되었다. 이결과를 1계술어논리의완전성정리라부른다 [4, pp. 582-591]. 이

것으로부터 현대적인 용어가 나타나는데, 그에 따르면 논리는 프레게의 공리

와 규칙의 체계가 된다. 따라서 논리라는 말의 오늘날의 중요성이 정당화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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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에 괴델은 자연수의 산술을 기술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적 체계는

피할 수 없이 모순성을 가지든가 불완전성을 가짐을 발표하였다 [4, pp.596-

616].

그는수치부호를써서그체계안에본질적으로

(이괄호안의진술은증명할수없다)

는 것과 동치인 산술의 명제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

니다. 만약에 이 문장이 옳다면, 그것은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의 예가

되므로, 그 체계는 완전한 것일 수 없다. 한편, 이 문장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거짓이지만증명할수있는명제의예가되므로, 그체계는모순이된다.

수학기초론에 있어서의 형식주의는 수학을 기호의 게임이라 보고, 모든 수

학적이론은무정의용어(기호)에관한공리(게임의규칙)들로조직되며, 그들

로부터 논리의 규칙에 따라 얻어지는 정리 전체가 그 이론을 구성한다는 것이

다. 한 이론의 공리들의 모임을 공리계라 하는데, 이때의 공리계는 독립성, 무

모순성, 완전성이요구되었다.

괴델의두정리는실제로다음과같은내용이다:

첫째 정리. 자연수의 체계를 포함하는 무모순인 임의의 형식적 체계 L (이

를테면 “수학원리”[7]의 체계) 안에는 결정 불가능인 명제가 존재한다. 즉,

L의 한 명제 F로서, F도 그것의 부정 ¬F도 L 안에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존

재한다.

둘째 정리. 자연수의 체계를 포함하는 무모순인 임의의 형식적 체계 L에

대하여. L의무모순성을 L 안에서증명할수는없다.

첫째 정리는 자연수의 공리계를 포함하는 어떠한 무모순인 공리계도 불완

전함을 밝혔다. 이것은 이러한 공리적 이론 안에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

제가존재한다는것이다. 이명제를증명하는데는다른공리가첨가되어야한

다. 이 공리를 첨가한 새 공리계를 구성하여도 다시 이 새 공리계로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하게 된다. 더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묘한 수치기

호를 써서, 이러한 이론의 증명할 수 없는 명제 중 하나는 그 공리계의 무모순

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정리이다. 결국,

우리는수학이무모순이기를희망하는길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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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리는현실세계의진실을형식화체계화하는데있어서의인간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수학의 실용적 성취 또는 유용성에는 아무 문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참된 본질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정리는

또한어떤컴퓨터라할지라도결코모든수학적의문에답할수있도록프로그

램화할수는없다는것을말해준다.

그는 다시 1939년에 집합론의 공리계가 무모순이면 그것에 선출공리와 일

반 연속체 가설을 첨가하여도 무모순임을 모형으로 제시함으로써 증명하였다

[3]. 이 결과 역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업적이다. 그의 그 밖의 저작에 관

하여는 [1, 2, 6]을보라.

그는 박사가 된 뒤에도 모교에 남아 있다가 1933-38년 강사를 했으며,

1938년까지 비인 써클로 알려진 논리적 실증주의 학파에 속해있었다. 1933년

에히틀러가집권하고, 괴델을논리학의길로이끌어준쉴(Schlick) 교수가나

치 학생에게 살해되자, 괴델은 큰 충격을 받고 큰 좌절을 겪었다. 거기에서 회

복된 뒤, 그는 미국에서의 첫 번째 객원교수 제의를 받고, 1934년에 프린스턴

에서 “형식적 수학 체계의 결정불가능 명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강의를하였다. 이강의는베블렌(Veblen)의제안에따라, 프린스턴에서막박

사가 된 논리학자 클린(Kleene)이 노트를 만들어 그 직후에 간행되었다. 비인

으로 돌아온 그는 1938년에 결혼을 하였고,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다시 미국으

로 갈 수 있었는데,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일본을 경유하는 먼 길을 택할 수밖

에 없었다. 1940년에 미국 시민이 되었고, 1978년에 사망할 때까지 프린스턴

의고등연구소연구원과교수를지냈다.

만년에그는십이지장궤양에걸려다이엇을지나치게한나머지체중이서

서히 줄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부인이 고향에 다니러 간 동안에 아

사하였다.

1952년에 하버드 대학은 “20 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적 발견”의 공으로 그

에게 명예박사를 수여하였고, 1974년에는 미국의 국가 과학 훈장(National

Medal of Science)을 받는 등, 수많은 영예가 뒤따랐다. 그의 전기로는 왕(H.

Wang)의것이있다 [6].

미국수학회는 괴델 탄생 100 주년인 2006년에 회보(Notices) 4 월호를 괴

델과 그의 업적과 수학에의 그의 영향에 관한 글을 모은 특집으로 간행하였다.

대한수학회도몇가지기념행사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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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1910-13.

[대한민국학술원통신 161호 (2006. 12. 1), 7-9.]

해 설

관련된 내용과 문헌은 앞에 나온 “20세기 수학에서의 지적 도전”을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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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대한수학회에서(1960년부터)

저자는일찍부터대한수학회임원을역임하면서수학회에관련된글을여러편썼

다. 여러글들이앞서엮은책

“최윤식선생과우리수학계”

에나와있다. 이제4부에서는다음글들을싣는다.

“대한수학회뉴스레터” 발간사

1982년도학회지상보고

70년사머리글: 백년의역사를위하여

70주년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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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학회 뉴스레터” 발간사

회장 박 세 희

신춘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빕

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10월에 임원진이 바뀐 이후, 새로운 각오로 전 임원이 합심하여

회원들에게좀더알뜰히봉사하는학회를만들어보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종래에 부정기적으로 발간해 오던 뉴스레터를 한 해에 봄, 가을 두 번 정기적으로

발간하기로한것도이같은노력의일환입니다.

이 뉴스레터는 그 동안의 학회 활동상황과 공지사항, 회원동정, 결산보고서 등을

실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회원의 글이나 광고 등도 실을 예정이오니, 아무것이나 이

뉴스레터에꼭실어야할것이있으면, 서슴지마시고학회사무실로보내주시기바랍

니다.

학회의 목표은 무엇보다도 회원에게 봉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뉴스레터가

이같은 목표을 이루는 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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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도 학회 지상 보고

개 관

1946년에창립되어 36주년을맞이한대한수학회는회원수가 5백여명으로늘어나

고, 연구 발표량도 늘어났으며, 정기연구발표회에도 각종 발표회와 강연회를 가지는

등 활발한 한 해를 보냈다. 이는 국내 대학의 수학과가 60여 개로 늘어난 것과, 수리

과학 자체의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는 추세에도 영향이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돌

아온 학자들이 10여 명 있으며, 또 외국 학자들이 10명 가까이 방한하여 강영회를 가

지는등국제적인교류도활발해졌다.

특기할 것은 1982년 9월에 수학회 대표로 김종식 총무가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수학연합(IMU) 총회에 참가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 수학계도 국제적인 활

동의길이열린것이다.

수학회상

1982년도에는 제1회 대한수학회상이 10월9일의 연차총회에서 시상되었다. 박정

기 교수(전 경북대 총장)은 40년간의 교육, 연구, 학술활동의 공적과 “경북수학잡

지”의 창간, 육성의 공로로 “공로상”을 받았으며, 기우항 교수(경북대)는 미분기하

학의분야에서 75편에걸친우수한논문을발표한공로로 “학술상”을받았다.

이수학회상은우리학회가독자적인기금을모아, 회원중공로가큰분들에게수

여하는 것으로,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역사에 길이 남을 흐뭇한 일을 시작한 것

이다.

연구발표회, 논문간행

수학회의 1982년도 연구활동을 결산하는 정기발표회가 10월 9, 10일에 중앙대학

교주관으로열렸다. 여기에는전국의각대학교수들을주로한 5백여회원이참가하

였으며, 5개분과에걸쳐 8명의초청강연(박재걸, 노재철, 김홍오, 박영수, 백용배, 하

기식, 이사계, 기우항)과 7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회에서는 새로운 결과들

이많이나와서앞으로의발전에밝은전망을주었다.

그리고 1982년도의논문집간행결과를보면, “대한수학회지” 18권 2호(1982년2월)

에 13편, 19권 1호(1982년 8월)에 9편의논문이실렸는데, 총 22편중 4편은외국인의

것이다. 또 “회보” 18권 2호에 6편, 19권 1호에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회

보” 18권 2호에는 “대한수학회의 35년”이라는기록이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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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언

1982년에는 임원진도 교채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진전을 보여 수학회의

역사상 뜻있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 민족적인 견지에서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새 해에는 전 회원이 좀 더 노력하여 보람찬 한

해가되고더욱더큰발전이있기를기대해본다.

[“주간과학” 제55호 1982년 12월 25일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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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학회 70년사”

머리글: 백년의 역사를 위하여

대한수학회의 역사는 대한수학회의 활동에 참여해온 사람들이 이룩한 역사이다.

1946년그어렵고험난하던시대에우리나라의수학을일으키려는소수의선각자들이

세운대한수학회는 70년동안꾸준히발전을거듭하여 2016년 10월에그창립 70주년

을맞이하였다.

그 70년 동안에 수십 명에 불과하던 회원 수는 3,900여 명으로 늘어났고, 한 명

도 없던 박사학위 소지자는 1천 명 가까이 늘어났다. 연간 한 두 차례의 발표회 밖에

못열던학회는회지, 회보, 논문집, 수학교육논총, 소식지등여러정기간행물을발간

하고, 봄·가을 연구발표회, 여러 국제학술회의 등을 주최하여 국제 수준의 학회로 올

라섰다. 더구나 2007년에는 IMU 국가등급이 IV등급으로 상향조정되고, 2014년에는

대망의 Seoul ICM 2014를주최하여명실공히세계수준의수학회로자라났다.

돌이켜보면 대한수학회의 첫 35년은 “교육의 시대”라 불릴 수 있다. 우리의 대학

이 생겨나는 것과 때를 맞추어 교수나 학생이나 교육에 중점을 두었던 시기였다. 교

수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대체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에 치중하였고, 한국인 연구자

는 국내외에 소수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 당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수학회는

연구 발표회를 꾸준히 열어왔고, 여러 간행물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학의 교육과 발전

을이끌어왔다.

1980년대 이후의 둘째 35년 동안은 “연구의 시대”였다. 우리 수학계는 여전히 교

육의 질을 향상시켜가면서 국가적인 연구 중심 체계에 들어섰고, 대한수학회는 체제

를 갱신하고 내실을 기하여 대한민국의 수학 활동을 이끌어 왔다. 그 결과 국제 수준

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국제교류가 활발해져서 올림피아드나 IMU 활동에서 큰

명성을 얻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4년에는 대한수학회가 Seoul ICM 2014를 주최

하는 세계적인 영예를 누렸다. 이와 같은 수학회 70년의 긴 흐름은 한국 학계라는 큰

바다로흘러들어, 자체적인지부활동과국제활동을활성화시켰을뿐아니라관련학

술기관과 관련 학회 활동에 큰 영향을 주어왔으며, 각 대학교의 수학 관련 학과의 발

전에 견인차적 역할을 해 왔고, 많은 회원들이 각 대학을 비롯한 여러 연구 조직에서

중심역할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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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대한수학회의 지난 7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진들에게 바르게 전

해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느낀다. 역사상의 모든 회원들, 대한수학회의 모든 모임

에서의발표자들, 각종학술지의논문저자들과같이학회의발전에적극공헌한이들

의 이름을 전부 나열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2015-16년의 회원 명단, 발표자들 중 일

부, 학회의 임원, 재원 창출에 참여한 이들, 국제 올림피아드에 공헌한 이들, 여러 자

원봉사자들 등 학회 활동에 관여한 인사들의 명단을 가능한 대로 망라하여, 후손들에

게 자랑스러운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수학회 고유의 활동 이외에 지부

활동, 우리의 발전과정에 동참했던 학회의 활동, 여러 학술 또는 연구 기관에서의 회

원들의활동도기록으로남겨두었다.

이 책이 우리 수학회의 70년 역사를 다루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도, 30년 후의

100년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의 30년은 문자 그대로 “세계화의 시

대”가 되어야 한다. 그 새 시대의 미래의 주인공들이 세계 정상급의 수학자를 양성해

내어세계의수학계를선도해나갈것을기대하면서, 이제우리의고난과영광의 70년

역사를 서술해 나가기로 한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수학회 70년 역사에 관

한 모든 정보를 수록하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부록”에서는 회칙, 회원, 인원,

예산, 총회, 수학교육심포지엄, 간행물, 수상자, Seoul ICM 2014, 각대학수학과, 기

부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한편 “특별부록”의 “수학회와 함께”에서는 회장들의

발자취, 사무국, 편찬위의활동등을실었다.

이 70년사의 목표는, 정확하고 아름답고 품위 있는 표현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

은 내용,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참여자의 이름을 망라하여, 독자에게 큰 감동을 전하

고, 그 내용을 역사적인 자료로 보존하려는 것이다. 수학회의 수많은 활동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그 전모를 여기에 모두 기록할 수는 없어도 후

진을 위하여 주된 흐름을 기록하여 두려는 것이 이 70년사의 실제적인 목표이다. 따

라서 역사적 변천의 전체를 보일 수는 없어도, 그 발전상의 괄목한 변천과 변화를 단

계별로, 부문별로보여주자는것이또다른목표이다.

이 목표가 온전히 달성되지 못했다면, 이는 기획 단계부터 모든 책임을 진 본인의

불찰이며, 설사부적절한기술이있어도, 사실을있는그대로기록하려는각집필자의

열정에 찬 과욕만을 탓할 일도 아니다. 한편 이 책에서는 따로 참고문헌을 열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수학회의 모든 기존 간행물과 거의 모든 문서를 참고하였고, 그

문헌들을 수학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반드

시참조하여야할문헌은각주로제시하였다.

이 책을 끝냄에 있어, 편찬위원인 전임회장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집필자들의 노

고에 사의를 표하며, 특히 본인을 적극적으로 보좌해 준 김도한 상임위원, 이상구 상

임위원의 각별한 노고에 감사한다. 또한 박여진 사무국장을 비롯한 수학회 사무국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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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따듯하고 다정한 협조와, 편집 실무를 대부분 맡았던 김형준 편집원의 노고는

70년사후미를장식할꽃다운일이다.

끝으로, 이책에이름이올라있는회원들중작고하신분들의성함에특별히타계

하셨다는정보를일일이기록하지않은것은, 조사의어려움도있었지만, 그분들이언

제나우리와함께계시다는생각과, 살아있는우리도언제인가는같은반열에서야한

다는 숙명을 생각해서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근대 수학교육이 도입된 지 100년이

넘는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수학 교육의 분야에 종사해 왔음을 잊을 수 없지만, 그들

중에는 대한수학회 창립 이전에 활동했거나, 대한수학회의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분들

도 많다. 그들을 모두 소개할 수 없음은 아쉬운 일이나, 그들에 관하여는 수학교육의

역사를연구하는이들에게맡기기로한다.

박세희 (대한수학회제7대회장, 70년사편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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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학회 창립 70주년 기념사

박 세 희

35주년 기념사

1946년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최윤식 선생님을 비롯한 선각자들에 의하여 대한수

물학회가 창립되고 6.25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1952년 대한수학회로 분리된 이래

1978년에는 사단법인으로 재발족되면서 우리 학회는 꾸준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돌

이켜보건대창립당시수학분야회원은대학재학생을포함해서 24명에불과했고분

리 당시 50여 명의 회원 밖에 없었던 우리 학회는 오늘날 450여 명의 국내회원, 30여

명의외국인회원, 40여명의해외체류회원을가진큰단체로자라났습니다.

1968년에 시작한 Journal과 Bulletin은 Kyungpook Journal, Honam Journal과

함께 우리 나라 수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자라나 매년 4권에 40여 편의 논문을 총

400여 페이지로 간행되며 그 논문들은 Mathematical Reviews와 Zentralblatt에서 평

가를받고있습니다.

우리 수학회는 국제적으로도 두터운 인정을 받아 미국수학회와 상호회원제를 수

립하였으며 1971년 이후 해마다 많은 외국학자들이 초청되어 국제 수준의 강연, 세

미나를 가져왔으며 1979년에는 한·미 워크숍을 서울대학교와 공동 개최하였고 이번

1981년 1월에는 IMU에정식으로가입되는경사를맞았습니다.

이 모두가 35년 동안의 우리 회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선 우

리 회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구나 과거에 어려운 살림

을 맡아하셨던 최윤식 전 회장, 장기원 전 회장을 비롯한 작고 회원들의 노력에 새삼

경의를표하고다시한번명복을비는바입니다.

이제뜻깊은 35주년을맞이하여우리학회의현황을돌아보면우리는아직도어려

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재정적인 자립도도 약하고 연구 여건도 어려운 형편에 있습

니다. 그러나, 우리는우리가새로운 35년을위한큰도약의단계에있다는것을확인

할수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35년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학회의 이념을 재정립하여야 하며 보

다 강력한 학술활동을 위한 체제가 정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유능한 젊은 학자들에게

는 참여와 초청강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다년간 학회에 공헌한 선배학자들에게는

그공로가정당히평가되어그에알맞는영예가주어져야할줄믿습니다.

또 우리의 간행물과 연구발표의 질은 적극적으로 향상되어야 하며 국제적 학술활

동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내년 8월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IMU 총회에 대표단이 파견되어야 하겠고 또 최근에 활발해진 수학의 세계 올림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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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올림피아드 참여 노력은 우수한 두뇌를 계

발하여수학인구의저변확대를꾀한다는의미에서매우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이같은 노력은 몇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35년을위한밑거름이된다는굳은각오로배전의노력을다하여야할줄로믿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읽어드린 것은 1981년 대한수학회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의 당시의 권

택연회장의 35주년기념사입니다. 이기념사는우리수학회의과거, 현재, 미래를아

우르는 총체적인 구상을 제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념사는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당시의 상황을 학술지, 국제 활동, 재정에 관하여 진단한 뒤에, 미래의 과업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념사는 대한수학회의 두 번째 35년

역사의원동력이되는글이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수학회의 첫째 35년은 “교육의 시대”라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의 대학이 생겨나는 것과 때를 맞추어 교수나 학생이나 교육에 중점을 두었던 시기였

습니다. 교수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대체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에 치중하였고, 한국

인 연구자는 국내외에 소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수학회는 연구발표회를 꾸준히 열어옴으로써, 여러 간행물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수학의교육과보급과연구의발전을이끌어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의 둘째 35년 동안은 “연구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수학계는 여전

히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가면서 국가적인 연구 중심 체제에 들어섰고, 대한수학회는

제도를 갱신하고 내실을 기하여 국가 수학 활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적으로 국제 수준의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국제 교류가 활발해져서 국제 수학 올림

피아드나 IMU 활동에서큰명성을얻어 Group 4로승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4년에는 대한수학회가 Seoul ICM 2014를 주최하는 영예를

누려, 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하였습니다. 그 70년 동안에 수십 명에 불과하던 회원

수는 근 4천명으로 늘어났고, 한 명도 없던 박사학위 소지자는 1천 명 가까이 늘어났

습니다. 연간 한 두 차례의 발표회 밖에 못 열던 학회는 회지, 회보, 논문집, 수학교

육논총, 초록집, 소식지등여러정기간행물을발간하고, 봄·가을연구발표회, 여러국

제학술회의 등을 주최하여 국제 수준의 학회로 올라섰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70년동안의여러회원들의각고의노력으로이루어진것이며, 또한학회를위하여봉

사해온 임직원들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노력과 봉사에 진심어린 감

사의말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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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사를 위한 준비, 후진에게의 당부

2016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대한수학회는 30년 후인 2046년에 창립 100주년

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래의 30년 동안 대한수학회와우리나라 수학계가 어떻게 발전

해 나갈지, 세계 수학의 조류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는 우리 모두가 예측할 수는 없

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수학회”가세계수준의업적을양산하고세계의수학계를

선도하는 “세계화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인은 초대

회장이셨던 최윤식 스승님의 조교로 시작하여 역대 모든 회장과 친근하게 지낼 수 있

었던 유일한 인물이라는 자각과, 1981년에 우리 학회 최초로 그 역사를 기록한 “대한

수학회의 35년”을 집필했던 연유 때문에, 작년 3월부터 “대한수학회 70년사” 편찬위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지금까지 불철주야 일해 왔습니다. 오늘까지 “70년사”의 가

쇄본을두차례간행하여왔고, 금년연말까지는멋진 “70년사”를완결할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장래의 수학회 운영진에게 “100년사”를 준비하는 임원을 두어 역사

기록을 발굴하고 꾸준히 정리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구성될 장

래의 “100년사편찬위원회”에훨씬더멋진 “100년사”를만들어줄것을무한한애정

을가지고부탁하는바입니다.

감사의 말씀

끝으로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수학회”를 키워오고 열심히 참여해준 모든 회원과

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충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회의 70돌을 다 함

께 축하하면서도,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회원들이 계십니다. 옛말에 사랑하던 이는

가슴에묻고, 때때로이름을불러드려기억해야한다고합니다.

15년간 고군 분투하며 수학회를 이끌어 오셨던 최윤식 스승님, 그 뒤에 수학회를

이끌어오셨던작고회장님들

2대장기원회장님, 3대박경찬회장님, 4대김정수회장님,

5대박을룡회장님, 6대권택연회장님, 8대조태근회장님,

11대김종식회장님, 12대우무하회장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분들은 본인의 스승 같은 분들이며, 선배들이며, 수학회를

위하여 함께 일해온 후배들입니다. 이 분들 외에도 우리 수학회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분들을여러분스스로기억해내셔서이름을불러드리기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드렸던 분들 못지않게 노력하시어 여러분의 뜻

하는바를반드시성취하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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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대한민국하술원에서여러기회에회보또는그밖의매체에여러개의글을

발표했는데, 그중다음과같은몇개의글을여기에모았다.

현대철학에미친수학의영향

수학분야에서의국제적인학술상

간행물편집위원장인사편지

Seoul ICM 2014

Seoul ICM 2014 이야기

대한민국학술원개원 60주년기념도서전 —-출품도서와해설

80대의수학의추억을위하여

수학에서는무엇을연구하는가?

우리나라수학의대표적업적들

비유클리드기하학발견이후

이들은대체로수학계의활동을소개할목적에서이며, 수학계의역사에관련된글

들은앞선저서 “동림최윤식선생과우리수학계”에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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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철학에 미친 수학의 영향

철학이수학과분화되어있지않던고대로부터오랫동안새로운수학의발견은철

학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현대에 들어와 수학에서의 여러 위기와 그 해결을 위한 노

력이 경주되던 기간에 수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철학을 세워왔으며, 그 결과로

20세기 철학과 논리학의 여러 분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20세기 수학의

역사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19세기까지의 여러 철학은 그 근거가

되었던 고전수학과 고전적 자연과학이 너무나 좁은 인식론적 존재에 입각했던 것이

밝혀짐에따라그자체가크게비판을받게되었다. 가장심각한것은 Kant의철학과

19세기까지의실증주의의재검토가필요해진것이다.

가령 비 Euclid 기하학의 발견은 낡은 Platon 주의를 포기하게 하였으며 19세

기 말의 수학에서의 여러 역리들의 발견은 Aristoteles의 논리학의 재검토를 요청하

게 했다. 수학기초론에서의 체계나 기하학이 객관적인 실재에 대응하는 유일하고 참

된 인식체계이기는커녕, 임의로 선택된 가설적 원리로부터 얻어지는 연역체계에 불과

한 것이 되게 하였다. 한편, 20세기 수학의 큰 산물인 상대성이론, Planck의 양자론,

Heisenberg의 불확정성원리는 인식의 기본적인 근거를 바꾸는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

20세기의 철학에 미친 수학의 영향은 19세기 말의 수학의 상황에서 비롯된다.

19세기에 Gauss를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의 업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추상화의 기운

이 일어나면서 Cauchy와 Weierstrass에 의한 해석학의 엄밀화, Cantor에 의한 연속

체와 초한수에 관한 집합론의 탄생과 함께 수학의 “산술화” 운동이 일어났다. 또 집

합론에서의역리들의발견은수학과논리그자체에대한반성으로나아갔다.

Frege(1848-1925)는 “개념기법” (1879)에서 기호논리학의 최초의 체계를 세웠

으며, 산술(수의 이론)이 논리학의 일부라는 “논리주의”를 주장하였고, “산술의 기

초”(1884)에서는 그 주장을 일상 언어의 레벨로 실증하였다. 이 업적은 20년 동안 주

목을 받지 못했으며, 그 뒤 “산술의 기본법칙“ (1권 1893, 2권 1903)에서의 논리주의

의시도는 1902년의 Ressell의역리의발견으로난관에봉착했으나그뒤에도평생그

시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논리학에 한정사와 변항을 도입하여 한정화이론을 최초

로 세웠고, 논리학을 수학과 같은 형식적 체계로 구축하여 2300여년이 된 Aristoteles

논리학을 개혁하였다. 그는 근대 철학에서 인식론이 차지했던 자리를 논리학으로 대

체하고, 논리학이라는 언어의 철학이 과학, 도덕, 다른 철학 모두에 선행한다고 생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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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언어분석이 철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고방식이 확립되었

다. Husserl (1859-1938)은 처음에 수학을 전공하여 처녀작 “산술의 철학” (1891)에

서는 수학의 개념들이 “센다“는 정신작용이라는 심리학주의이었으나 “논리학연구,

서론“ (1900)에서는 극단적인 논리학 주의를 택하였다. 그의 관심은 수학기초론에서

시작하여 학문적 인식 일반의 기초를 세운다는 의미의 논리학으로 넘어갔으나 뒤의

“현상학“의 연구에서는 실증주의의 “객관적 존재“라는 것이 실제로 특정한 “세계 정

립“에불과하므로, 존재가어떻게나타나는가를소박하게기술할것을제창하였다.

수학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크게 “내용주의”와 “형식주의”로 나눌 수

있다. 내용주의는 다시 현대적인 “플라톤주의“와 “비판적 내용주의“로 나눌 수 있

다. 전자의 주된 흐름은 Frege와 Russell 등의 “논리주의”이며 후자의 주된 흐름은

Brouwer가 제창한 “직관주의”인데 이는 약간 실증주의적이며, 수학자가 다루는 것

이 반드시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식주의”는 Hibert를 비롯한 많은 학자

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는데 주로 한 체계의 무모순성을 진리성으로 간주하려는 것

이다. 논리주의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Whitehead와 Russell의 “수학원리”는 기호

논리학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라는 수학기초론

에서의 세 학파는 모두 철학적으로는 수학적 인식의 본질, 논리학과 수학과의 관계

를 연구하고, 수학적으로는 수학의 논리적 구조, 논리에의 반성 등으로 20세기의 수

많은논리학의분야의발단이되었다. Wittgenstein (1889-1951)은 Frege의저작들과

Whitehead-Russell의 “수학원리”의 영향을 받아 “논리철학논고”(1921)를 썼다. 그

는 당시의 기호논리학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형이상학, 신비적인 것, 종교, 윤리 등

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자연과학만이 사실과의 검증에 의해 참인가 거짓

인가알수있는유의미한명제군이라고했다.

1920년대에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를 둔 전통적 실증주의와 다른 논리실증주의라

는 사상 운동이 “비엔나 학단”으로부터 일어났는데 이는 Russell과 Wittgenstein의

영향아래 논리분석을 무기로 과학과 철학을 연구하려는 것이었다. 이 학단은 Nazi의

탄압과 2차대전의 발발로 약 10년 정도의 활동으로 그쳤으며, 많은 멤버들이 영국과

미국으로 망명하여 분석철학의 발전에 공헌하였고, 특히 인공언어학파로 계승되었다.

한때 Wittgenstein과 Gödel (1906-78)도 비엔나 학단의 유력한 구성원이었다. 특히

Goedel은 “불완정성정리”의 발견으로 철학과 논리학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형식주

의에서의무모순의증명이근원적으로불가능임을보였다. 이리하여철학의중심문제

는 “인식”에서 “언어”로 전회하였는데, 이것을 Bergman은 “언어론적 전회”라 불렀

다. 이는 역사적으로 Frege의 언어철학에서 시작되고, 후기의 Wittgenstein의 “언어

게임”의 사상으로 완성되었다. 결과적으로 현대철학은 이 언어론적 전회로부터 시작

된다고생각할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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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심이 되는 철학은 20세기의 영국과 미국에서 주로 전개된 분석철학이다. 이것은

Russell과 Wittgenstein이 이끌던 Cambridge 분석학과 Oxford에서 융성했던 일상언

어학과, 비엔나학단에서비롯되는논리실증주의, Quine과 Goodman 등의미국의신

실용주의등을총칭하는이름으로변해왔다.

Tarski (1902-83)는 폴란드의 수학자로서 2차 대전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논리학

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김으로써 Aristoteles, Frege, Gödel과 함께 세계 4 대 논리

학자로꼽히게되었다. 논리실증주의를비판적으로계승한 Popper와 Lakatos나다시

근본적으로비판한 Quine과그뒤의많은과학철학자에게미친수학의영향은참으로

크다. 또, Chomsky의언어이론에서의수학의적용도잘알려져있다. 더구나카오스

나 프랙탈의 연구의 발전과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1980년대에 나타난 복

잡계의과학도수학의영향으로태어난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수학이란 고전적 술어논리를 써서 공리적

집합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대(Grand)

집합론적기초론이라부르기도한다. 현대의수리철학(수학의철학)이집합과논리를

주된 관심사로 가지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 결과로 수리철학자는 수

학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수학자들 대부분은 수리철학에 흥미를 가지지 않는 것

이현실이다.

밝혀져야 할 것은 너무나 많고, 알려진 것은 너무나 제각각이다. 여하간 공부해야

할것이너무나많다.

[대한민국학술원통신 106 호 (2002. 5. 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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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가 반드시 상을 받기 위하여 학문을 시작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

구하고 여러 가지 학술상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은 무시하기 어렵다. 그리고 흔히 학

문적인 최고의 성취가 Nobel 상 수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것도 너무나 넓고

너무나깊은학문의세계에서는극히작은에피소드에불과하다.

Nobel 상에는수학부문이없지만, 많은수학자들이경제학상을받은바있다.

이글에서는 Nobel 상에너무나목말라하는국민적정서를감안하여그상이아니

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학술상들이 많이 있음을 소개하려 한다. 잘 모르는 분야에 관

여하지 않기 위하여 특히 수학과 그보다 약간 넓은 범위의 수리과학 분야에서의 국제

적인학술상들을다루려한다.

필즈 메달 (Fields Medals)

수학자들의세계적인조직체인국제수학연맹 (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은

4 년에 한 번씩 국제수학자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 ICM)를

개최하여 세계의 수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발표를 하게 한다. 이 개회식에서

수여되는학술상이 Fields Medals와 Rolf Nevanlinna Prize이다.

ICM은 1897년에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처음 열렸고, 1900년 프랑스의 파리 대회

에서는 D. Hilbert (1862-1943)가 23 개의 문제를 발표하여 20 세기의 수학이 나아가

야할방향을제시하였다. ICM 은두번의세계대전을전후한중단이있었으나, 근래

에는 4년에한번씩열리고있다.

1924년캐나다의토론토에서열린 ICM에서사무총장이던 J. C. Fields 는수학에

서의특출한업적에대한시상제도를제안하고뒤에그기금을기증하였다.

1932년 츄리히에서 열린 ICM에서는 이 제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뒤의

ICM에서부터 비범한 유망성을 보인 40세 미만의 수학자 두 사람에게 순금 메달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이 메달은 목에 거는 것보다 훨씬 커서 탁상 장식에나 쓰일 정도

이다.

1966년모스크바의 ICM에서는이메달을 4명까지주기로정하였다.

다시 1982년부터는정보과학의수학적분야의젊은수학자한사람에게헬싱키대

학이기부한기금으로 Nevanlinna 상을수여하게되었다.

1998년 베를린 ICM에서는 Fermat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A. J. Wiles에게 특

별상으로서금메달대신 “IMU 은판”이주어졌는데, 이는그가 40세를넘었기때문이

다.

그는 1993년에 그 증명을 발표하였으며, 1994년 츄리히 ICM에서 Fields 메달을

받으리라 기대되었었는데, 증명을 보충하여 발표하는 것이 늦어진 탓에 이런 일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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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다. 물론그가다른수상자들보다오랜박수갈채를받았음은자연스런일이다.

새 천년의 현상 문제들

2000년 5월 25일 오후 4시에 파리의 College de France 에서의 ‘새 천년 모임’에

서, Clay 수학연구소(CMI)는 수학에서 중점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7개의 문제에 관

한 7백만 달러의 현상금이 조성되었음을 발표하였다. 1900년 8월 8일 ICM에서의

Hilbert의 저명한 문제들의 리스트에 영향을 받아, CMI는 제시된 문제들의 해결에

각백만달러씩을지급할것이다.

CMI는 발표문에서 “수학은 과학 가운데에서 특권을 가진 위치를 가진다”고 주장

하고 이 현상 문제들은 “새 천년의 수학을 축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했다.

CMI는 미국의 사립 비영리 재단이며, 그 목표는 “수학적 사고의 아름다움, 강력

함, 보편성을촉진시키는데있다.”

아래에 그 7개의 문제와 미국수학회 월보(AMS Notices)에 실린 간단한 요약을

들기로한다.

P versus NP 한 문제가 P에 속한다 함은 다항식 시간 안에 진행되는 앨거리

듬(즉, 소요시간이 기껏해야 입력한 크기의 다항식 함수가 되는 것)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문제가 NP에 속한다는 것은 제한된 풀이가 다항식 시간 안에

검산될수있다는것이다. 그렇다면 P = NP인가?

Riemann 예상 Riemann의 zeta 함수의 모든 비자명 영점(nontrivial zero)은 실

수부가 1/2이다.

Poincaré 예상임의의닫힌단연결 3차원다양체는 3차원구면과위상동형이다.

Hodge 예상 한 비특이(정규) 복소사영다양체에서, 임의의 Hodge 류는 대수적

윤체들의류의유리수계수일차결합이다.

Birch 와 Swinnerton-Dyer 예상 유리수체에 관한 임의의 타원곡선에 대하여,

그것의 1에서의 L 함수가 0이 될 위수는 그 곡선 위에서의 유리점들의 가환군의 계수

와같다.

Navier-Stokes 방정식 3차원 Navier-Stokes 방정식의 (적절한경계및초기조건

들을가정할때의)해들의존재와해들의원활성을증명하든가반례를들라.

Yang-Mills 이론 양자 Yang-Mills 마당들의 존재와 그것이 질량 gap을 가짐을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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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7개의 문제 외에도 수학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Goldbach의 예상을 비롯한

여러 미해결 문제가 있으며, 그밖에도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이 21세기를 위한 문제로

제시한것이여러가지있다. 이들이 21세기수학에서의주된문제로연구될것이다.

위의 7 개의 문제들 중 Poincaré 예상은 러시아의 G. Perelman이 2003년 4월에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그 증명을 발표하였으며, 현재로 특별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 그가최초의수상자가될것이다.

아벨 상 (Abel Prize)

N. H. Abel (1802-29)은 가난과 결핵으로 너무나 젊어서 죽은 노르웨이의 수학자

로, 5차 이상의 대수방정식이 대수적으로 풀릴 수 없다는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연구

로 큰 업적을 남겼다. 오래 동안 국왕을 비롯한 많은 노르웨이인들이 그를 기리는 상

제도를만들려고노력해온끝에 2002년 1월에국가적인상으로확립되었다.

아벨상은노르웨이학술원 (Norwegian Academy of Science and Letters)이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매년 수여한다. 상금은 6 백만 노르웨

이크로너 (약 $825,000)이며, 국제적인위원회가수상자를선정한다.

2003년 6월 3일 J.-P. Serre에게첫번째 Abel상이주어졌는데,그앞뒤로이를경

축하는 노르웨이의 국가적 행사가 있었다. 그는 위상수학, 대수기하학, 정수론 등 여

러 분야에 걸쳐 혁명적인 대수적 방법을 발전시킨 공적이 있으며, 28세 때인 1954년

에 Fields 메달을받은최연소기록을가지고있다.

2004년도 수상자는 M. F. Atiyah와 I. M. Singer가 공동으로 그들의 이름이 붙은

Atiyah-Singer 지표정리에 관한 공헌으로 받았는데, 그 정리는 수학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는평을들었다.

그밖의 학술상들

세계 각국의 학술단체, 연구기관, 재단, 정부기관 등에서 주는 학술상은 무수히

많다. 그중 2003년말부터 2004년에 걸쳐 수여된 수학과 수리과학 분야의 학술상을

AMS 월보에서몇개만들어본다.

Salem Prize 해마다해석학분야에서탁월한공헌을한젊은연구자에게수여.

Fermat Prize 2년에 한번 P. de Fermat (1601-65)의 공헌이 결정적 역할을 한

분야(변분원리, 확률론과해석기하학의기초, 정수론)의연구업적에수여. 상금 1,500

Euro.

미국 National Medal of Science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과학훈장. 1962년

Kennedy 대통령이처음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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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World Academy of Sciences Prize 제3세계학술원상. 해마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기초의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발전도상국 과학자에게 수여.

5개분야의상금각 $10,000.

Stefan Bergman Prize 스탠포드대학교수였던 Bergman의연구분야(주로다

변수복소해석학)에서의업적에 1988년부터수여. 2004년의경우상금약 $22,000.

John von Neumann Theory Prize 운용분석(OR)과 경영과학의 최고상.

$5,000.

Leroy R. Steele Prizes 1970년부터 Steele이 낸 기금으로 미국수학회가 G. D.

Birkhoff, W. F. Osgood, W. C. Graustein의공헌을기리기위하여매년 3 번까지수

여. 분야는 (1) 평생의전체적업적, (2) 연구해설논문또는저서, (3) 연구의발전도

상에의공헌이다. 수상자마다 $5,000.

Oswald Veblen Price in Geometry 3년마다 기하학과 위상수학에서의 탁월

한논문에수여. $5,000. AMS 회장을지낸 Veblen을기리는상.

AMS-SIAM Norbert Wiener Prize in Applied Mathematics 응용수학

에서의 업적에 3년마다 수여. MIT 수학과의 기부금으로 그 교수였던 Wiener (1894-

1964)를 기리기 위하여 미국수학회(AMS)와 산업응용수학회(SIAM)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주민인회원에게수여.

Frederic Esser Nemmers Prize in Mathematics 2년마다 Northwestern 대

학이수여. $150,000.

Ostrowski Prize Basel 대학 교수였던 Ostrowski의 유산으로 제정. 상금

100,000 스위스프랑(약 $80,000).

Shaw Prize in Mathematical Sciences 제1회는 2004년 9월 7일에중국의기

하학자 S.-S. Chern (1911-2004)에게 주어졌으며, 그는 같은 해 12월 3일에 사망하였

다. Sir Run Run Shaw는 홍콩의 영화업자로, Shaw Prizes는 천문학, 생명과학과 의

학, 수리과학의세분야에상금각약 1백만$.

Templeton Prize 종교문제 또는 신학과 과학의 관계에 공헌한 생존 학자에게

매년 수여. 2004년 수상자는 Cape Town 대학교 응용수학교수인 G. F. R. Ellis이다.

상금약 140만달러로개인에게주는상금으로는세계최고액.

George Polya Prize 산업응용수학회(SIAM)가수여. 상금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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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zan Prize 벨지움태생인 P. R. Deligne 가 2004년의 Balzan 상수상자중한

사람으로 1백만 스위스 프랑(약 $800,000)을 받았다. 이 상은 이탈리아의 신문 자산

가 E. Balzan을기리는재단에서수여한다.

D. Ray Fulkerson Prize 미국수학회와 수학적 프로그래밍 학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이산수학 분야의 상. 상금 $1,500. 3년에 한번씩 열리는 수학적 프로그래

밍 국제심포지움 개회식에서 수여. 1997년 한국 출신의 김정한 박사(당시 Microsoft

Research 소속, 현고등과학원교수)가받았다.

[대한민국학술원통신 139호 (2005. 2. 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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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편집위원장 인사 편지

경애하는회원님께

겨울동안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자연 제1분과의 박세희입니다. 지난 연말의 학술원 간행물 편집위원회에서

뜻하지 않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잘 깨닫지 못

한상태여서, 여러회원님들의가르침을받고자이글을올립니다.

학술원은 지난 50년간 여러 가지 간행물을 발간하여 학계에 크게 공헌하여 왔으

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의 전임 및 현 회원님들

의 노고가 알알이 배어 있는 간행물들을 보면서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고, 그에 못지

않는간행물이발간되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간행물의 체재, 내용,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시대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에 관한 고견이 있으시면, 번거로우시더라

도저에게다음주소로알려주시기부탁드립니다.

E-mail: shpark@math.snu.ac.kr 또는 우151-747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자연

과학대학수리과학부명예교수실.

회원님들의건승을빌며

2006년 2월

박세희올림

[부기]임기 3년동안아무런답장도없었다.



223

Seoul ICM 2014

대한수학회 ICM 2014 유치 성공

2009년에 대한수학회 KMS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는 2014년에 열

릴 ICM을우리나라서울에유치하는데성공하였고, 2010년 8월에 IMU가이를확정

지었다.

국제수학자대회 ICM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은국제수학

연맹 IMU (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가 4년마다 주최하는 학술회의이다.

이는 1893년부터 2010년까지 118년의 전통을 가진 기초과학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

행사이며, “과학 기술 분야의 올림픽”으로 알려져 있다. 9일간 열리는 이 회의에는

등록 참석자만 100여 개국 4000여 명이 되리라 예상되며, 대회 전후에 40 60 여 개

의과학기술관련국제회의가개최국과인근국가에서개최된다.

대한수학회는 2007년 6월에 12명으로 이루어진 유치위원회와 다른 12명으로 유

치자문위원회를발족시키고, 2008년 11월 IMU에 ICM 2014 유치제안서를제출한이

후 브라질, 캐나다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었다. IMU는 지난 2009년 4월 18-19일 중

국 푸저우(福州)에서 11인 집행위원회를 열고 ICM 2014의 단일 개최 후보지로 서

울을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추천에 따라 2010년 8월 16일(월)부터 17일(화)까

지 인도 방갈로르(Bangalore)에서 개최된 IMU 사무총회는 둘째 날인 17일(화) 오후

4시(현지시간)에대한민국서울을 2014년 ICM의개최지로인준한것이다.

대한민국은 IMU 4등급 회원국으로 이번 사무총회에 4명의 대표단(단장: 김도한

대한수학회장)이 참가하였으며, 박형주 2014 ICM 조직위원장이 68개 회원국을 대상

으로 유치제안 발표를 하고 만장일치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서울 ICM은 2014년

8월 후반에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서울 ICM 직전 개최되는 제17회 IMU 사무총회의

개최지는, 2014 ICM 조직위원회가 제시한 3개의 후보도시 중에서 역사와 문화적 측

면을고려한집행부의권고에따라경주로결정되었다. 이로써한국은 2009년 4월개

최된 IMU 11인 집행위원회에서 서울을 단일 개최 후보도시로 추천 받고, 최종적으로

IMU 사무총회에서 68개국 회원국의 추인 절차를 마침으로써, 이제 2014년 ICM 준

비에총력을다할수있게되었다

이와 같은 유치 성공은 지난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한 우리나라 수학계의 높아진 수

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한국의 수학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이다. ICM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많은 뛰어

난 성과를 얻게 되고 신흥 과학 기술 강국으로 약진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2002년

ICM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중국이다. 중국은 그 뒤 수학과 기초과학에서세계 수준의

연구결과를다수생산하여그부분에서일류국가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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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학회의계획은 “개발도상국의수학자 1000여명을서울로초청해수학과기

초과학의 발전을 통해 혜택을 세계 각국에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며, “북한에서 관련

학회 2 3 개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학문을 통해 지역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시키겠다

는것도좋은반응을얻고있다.”

KMS의 ICM 2014 유치를 위한 꿈과 도전과 성공의 자세한 과정은 대한수학회소

식 특집호(125호, 2009년 5월)에 실린 김도한 회장, 박형주 유치위원장, 민경찬 유치

자문위원장, 강석진 유치위원의 글들에 자세히 나와 있다. 더구나 KMS가 준비한 유

치제안책자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proposes Seoul ICM 2014, prepared

by the Committee for Seoul ICM 2014 (www.kms.or.kr/eng)는 구체적인 제안 내용

과 함께 대통령, 관계 장관들, 각계 후원자들의 초청장, 한국과 KMS의 소개 등이 실

려 있다. KMS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서한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학자들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했을 때 일구어 낼 수 있

는놀라운결과의예”라발표했다.

ICM과 IMU의 시작

최초의 모임은 1893년 쉬카고 세계 박람회에서였다. 그 이듬해가 콜럼버스의 항

해 400주년이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박람회의 일환으로 몇 개의 과학과 철학 학술회의

가 열렸고, 그 중에 수학과 천문학에 관한 “세계 대회”가 있었다. 수학 분야에 45명

이 모였는데 외국인은 클라인 F. Klein을 중심으로 한 4 명뿐이었다. 여기에서 클라

인은 “수학의현황”에관한전체강연을하였으며, 수학자들의국제연맹을만들것을

주장하고, 이세계대회가그방향으로의첫발자국이라믿는다고했다.

그 뒤로 16개 국가에서 25회의 ICM이 열렸는데, 1897년에 취리히의 연방공과

대학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그것을 제1회 ICM으로 정하고, 3년에서 5년 후에 다음

ICM을 열기로 하였다. 이는 이미 1900년에 파리에서 제2회 ICM을 열기로 되어 있

었기 때문이며, 19세기의 끝 해 파리 세계 박람회에 맞추려는 것이었다. 파리 이후

4년마다 1904년하이델베르크, 1908년로마, 1912년영국케임브리지로이어졌다.

1916년에 계획된 대회는 1차 세계 대전 때문에 취소되었다. 전후 1919년에 브럿

셀에서 열린 국제연구이사회 IRC (International Research Council)의 첫 총회에서

는일련의과학대회를열기로했다. 거기에참가한수학자들은국제수학연맹 IMU를

결성하여 발레-뿌쌩 Charles de la Valee-Poussin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그 이듬해

ICM을 전후에 다시 프랑스 영토가 된 스트라스부르에서 열기로 하였다. 그러나 독일

세력권의 수학자들을 배제하기로 한 데 대한 반발로 이 대회의 이름을 “Congress of

Mathematicians”에서 “Congress of Mathematics”로바꾸었으며, 제6회라부르지않

기로 하고, 따라서 그 뒤의 대회들에 회차를 나타내는 수를 붙이지 않기로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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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이대회에서 IMU가정식으로발족되고발레-뿌쌩을회장으로선출했다. 그리고

앞으로 “les Congres des mathematiques”를 IMU와 IRC의 주관으로 4 년마다 열기

로했다.

그 영향으로 1920년 스트라스부르 대회와 1924년 토론토 대회는 독일 세력권의

학자들을 배제하여 말썽이 되었다. 1928년 볼로냐 대회에서야 이 배제가 없어졌는데,

비베르바하 Bieberbach가 보이콧을 호소하고 브라우워 Brouwer가 이를 지지했으나,

힐버트 Hilbert의 설득으로 무마되었다. 1932년 취리히와 1936년 오슬로 회의 뒤에

1940년에는 2차 세계 대전으로 ICM이 개최되지 못했는데, 이 전쟁은 5천 만 명 이상

의사망자와인류전체에막대한피해를남겼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미국 케임브리지의 하버드 대학에서 새로 시작된 ICM은

그 뒤로 동서 냉전의 영향으로 원활하지 못했다. 1954년 암스테르담, 1958년 에딘버

러, 1962년 스토크홀름, 1966년 모스크바, 1970년 니스, 1974년 밴쿠버, 1978년 헬싱

키에서의 ICM까지 KMS와는 아무 연관도 없이 지나갔다. 다만 1962년에 장범식 박

사가 참가했고, 1966년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1978년에 IMU의 젊은 수학자

초청프로그램에따라지동표회원이참가했다.

ICM의 초기 역사에 대하여는 D. Albers, G.L. Alexanderson, C. Reid, Interna-

tional Mathematical Congresses, An Illustrated History 1893- 1986, Springer-Verlag,

New York, 1986과 IMU의홈페이지를보라.

한국의 등장

대한수학회 KMS는 1981년에 IMU에 최하 등급인 I 군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가입노력을시작한지꼭 10년만의일인데, 가입이이렇게늦어진것은정부의협조가

전무했기 때문이며, I 군을 신청한 것은 한 마디로 가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IMU

회원국은 I, II, III, IV, V군으로나누어지며, 이들은 IMU의연간재정을 1 : 2 : 4 : 8

: 12의비로분담한다. 2010년현재의분담액은 I군 1605 스위스프랑, IV군 12840 스

위스프랑이다.

대한수학회의역사를처음으로기록한박세희 [대한수학회의 35년, 대한수학회회

보 18권 2호 (1982), 31–46]에는다음과같이나와있다:

대한수학회 35 주년이 되는 1981년의 9월 22일자 Lion 교수 (당시의 IMU 회장)

의 편지에 따라, 우리 수학회는 정식으로 IMU에 가입되었는데, IMU Bulletin 제 18

권 (1981년 12월) p.5에는다음과같이나와있다.



226 제5부학술원에서(2001년부터)

1.2. NEW MEMBERS

The following applications for membership, upon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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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ematics, College of Natural Sciences,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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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rained voices: 5 (2 countries)

The admission starts on January 21st, 1981.

여기에서 NAO는 National Adherence Organization (가입기관)을 나타내며,

NC는 National Committee (국가위원회)를가리킨다.

반대와 기권은 당시의 국제적 상황에 따르는 공산권 국가들의 것이다. 그리고 위

와 같은 가입 사실을 국내의 우물 안 언론들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고, 우리 사회 전반

이국제적인학문활동에전혀관심을가지지않았던시대이기도했다. 그뒤, 1982년

바르샤바대회가폴란드의계엄령사태로 1983년으로연기되는와중에김종식총무이

사가 사무총회에 처음 참석하였고, 이듬해 젊은 수학자 초청 프로그램으로 김도한 회

원이 ICM에참가하였다.

김종식 박사의 제9차 IMU-총회 참가 보고 [대한수학회보 19권 2호 (1983), 73–

80]는 IMU의 조직과 기능, 회원국과 한국의 가입, 역대 Fields Medal 수상자, IMU

총회 회순, 결정 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982년 현

재 한국의 IMU 가입기관은 사단법인 ‘대한수학회’며, IMU에 등록된 National Com-

mitee 위원은아래와같다.

박세희(위원장), 김정수, 박을룡, 권택연, 채윤기, 하기식, 이기안,

조태근, 김종식.

여기에서 위원장은 당시의 회장이며, 그 뒤의 위원 세 분은 전임 회장들로서 IMU

가입에 크게 공헌한 분들이고, 그 다음 세 분은 지역 대표이며, 끝으로 부회장과 실무

를담당한이사가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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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의 회원국은 50개국이며, I 군에 한국, D.P.R.K.,

Taiwan-China 등이 들어 있으며, I 군의 연회비는 800 스위스 프랑으로 인상되었

다. 또, III 군에는 Democratic Republic of Germany가, V 군에는 Federal Republic

of Germany가 들어 있고, 폴란드의 계엄 사태에 따라 1983년으로 연기된 ICM의 개

최여부가논란이되었으며, 중공의단일중국으로서의중공가입안과대만의대만-중

공동시가입안에관하여홍콩에서양자의절충을먼저갖기로하는등격세지감이드

는내용이기록되어있다.

1986년 버클리 ICM에는 한국 대표로 조태근 회장이 총회에 참석하고 연구 발표

를 하였으며, 박세희 직전회장이 부동점 이론에 관한 회의에서 발표를 하였다. 이

ICM에는 장건수, 명효철 교수 등 국내 또는 재미 학자들과 유학생들이 여러 명 참

가하였다.

그 뒤 1990년의 교또, 1994년의 취리히, 1998년의 베를린, 2002년의 베이징,

2006년의마드리드에는다수의한국학자들이참가하였는데, 이는국력이신장되어연

구비나 학회 참가비가 정부 보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6년에는 4명의

한국학자가초청강연자로초대되었다.

한국은 사실상 1990년대 초반까지 수학 후진국의 설움을 단단히 겪어 왔고,

1993년에야 IMU II 군 회원국으로 상향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국제 수

준의연구결과를꾸준히발표해온한국은다시 2007년에 IV 군으로단한번에 2 등

급승격했다. 이것은유례가없는일로사실상한국의수학실력이 G8 국가에근접했

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실제로 최고인 V 군 회원국은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의 10개국이며, IV 군은 우리나라를 비

롯한 8개국이어서, 한국은 수학에서도 당당히 G20에 들어있는 셈이다. 참고로 북한

은 2010년현재회원국명단에올라있지않다.

그러다가 2009년에 대한수학회가 2014년에 열릴 ICM을 우리나라 서울에 유치하

는데성공하고, 이번에 Seoul 2014 ICM의개최지인준을받은것이다. 이사실을회

원들에게 공지한 김도한 회장과 박형주 위원장 공동명의의 2010년 서신을 아래에 든

다.

국제수학연맹(IMU; 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은 2010년 8월 16일(월)

부터 17일(화)까지 제16회 회원국 사무총회를 인도 방갈로르(Bangalore)에서 개최하

고둘째날인지난 17일(화)오후 4시(인도현지시간기준), 대한민국서울을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ICM;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 개최지로 인준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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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IMU 4등급 회원국으로 이번 사무총회에 4명의 대표단 (단장: 김도한

대한수학회장)이 참가하였으며, 박형주 2014 국제수학자 대회 조직위원장이 68개 회

원국을 대상으로 유치제안 발표를 하고 만장일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서울

ICM은 2014년 8월,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서울 ICM 직전 개최되는 제17회 IMU

사무총회의 개최지는, 2014 국제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가 제시한 3개의 후보도시 중

에역사및문화적측면을고려한집행부의권고에따라경주로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은 2009년 4월 개최된 IMU 11인 집행위원회에서 단일개최후보 도시로 추천

을 받고, 최종적으로 IMU 사무총회에서 68개국 회원국의 추인절차를 마침으로써, 이

제 2014년 ICM 준비에총력을다할수있게되었습니다.

2010년 ICM은 8월 19일(목)부터 27일(금)까지 9일간 인도 하이데라바드

(Hyderabad)에서 개최되었으며, 대회 첫날 개최된 개막식에는 인도 대통령 Smt.

Pratibha Devisingh Patil이 참석하여 필즈상(Fields Medal)을 직접 수여하였습니다.

(http://www.icm2010.org.in 참조.)

이번 대회에는 대한수학회를 중심으로 백오십 명이 넘는 한국인수학자가 참가하

며, 2명의 한국인수학자(박종일 서울대 교수, 오희 브라운 대학 교수)가 초청강연을

했습니다. 21일(토)에는인도현지에서역대필즈상수상자들과 IMU 현임원및차기

임원 등과 한국인 수학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수학의 밤”을 개최하고 한국 및 한국수

학, 2014년서울 ICM을소개하였습니다. 27일(금)폐막식에서는차기개최국으로한

국이소개되고, 박형주조직위원장이개최계획발표를하였습니다.

ICM 2010 Hyderabad

ICM에서는 필즈 메달 Fields Medals, 네반리나 상 Nevanlinna Prize, 가우스 상

Gauss Prize이 개회식에서 수여된다. 이번에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된 ICM

2010에서는 천 메달 상 Chern Medal Prize이 수여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기하학자

Shiing Shen Chern 진성신(1911-2004)을기리기위한것이다.

ICM은전통적으로전체초청강연자와 7, 8 개분과별초청강연자의강연이있고,

일반 발표와 포스터 세션이 따로 있다. 그밖에 수학의 진흥을 위한 비전문적 강연과

문화프로그램이있다. 또주최국과주변의여러곳에서 ICM과연계된위성회의들이

있다.

이제 ICM 2010에서 수여된 상들의 수상 업적을 IMU의 공식 발표에 따라 소개하

기로한다.

(1) 필즈 메달 The Fields Medals: 1936년부터수여하기시작한이상은, 기존

의업적과장래의성취가기대되는뚜렷한성취를인정하는상이며, 후보자의 40세생

일이상이수여되는해의 1월 1일이후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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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on Lindenstrauss (히브류 대학교, 프린스톤 대학교): 에르고딕 이론에서의 측

도강체성에관한연구결과들과정수론에의응용.

Ng Bo Chu (빠리 대학교-남부): 새로운 대수-기하적 방법의 도입을 통한 자기동

형형식의이론에서의기본적예비정리에관한그의증명.

Stanislav Smirnov (제네바 대학교): 통계물리학에서의 여과의 등각불변성의 증

명과평면아이싱모델의구성.

Cdric Villani (앙리프왱까레연구소): 비선형란다우제동과볼츠만방정식의평

형점으로의수렴성에관한증명들.

(2) 네반리나 상 The Rolf Nevanlinna Prize: 1982년부터정보과학의수학적

측면에관한뚜렷한업적에수여. 연령제한은필즈메달의경우와같다.

Daniel Spielman (예일 대학교): 선형계획법에서의 원활화 해석, 그래프를 기반

으로한코드에관한앨거리듬. 그리고수치계산으로의그래프이론의응용.

(3)가우스상 The Carl Friedrich Gauss Prize: 불멸의수학자가우스 (1777-

1855)를 기리기 위하여 IMU와 독일수학회 DMV가 2006년부터 공동으로 수여하는

수학의 응용에 관한 상이다. 수학 밖의 응용에서 중요하고도 항구적인 영향을 미친

현저한수학적공헌에수여한다.

Yves Meyer (프랑스까샨고등사범학교명예교수): 새로운다중해결파라다임과

초점으로서의 웨이블렛 기저를 쓰는 그의 기초적 공헌이 시그널 및 이미지 프로세씽

을 개혁했고, 통계추정의 새로운 전망을 열었으며, 대규모 수치 시뮬레이션에서의 최

적선행조정화로이끌었다. 1939년생.

(4) 천 메달 상 The Chern Medal Prize: 천쉬잉셴교수는그의생애를활발

한 연구와 교육의 양면에서 수학에 공헌하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학을 육성하

였다. 그는 미분기하학의 분야에서 기초적인 결과들을 얻었으며, 많은 학생들을 수학

의 연구로 이끌었다. 이 메달은 올해 처음으로 수여되며, 최고의 수준으로 인정되는

수학의분야에서평생을현저한성취를이룩한이에게수여된다.

[“Seoul ICM 2014”, 학술원통신 210호 (2010. 1. 1),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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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CM 2014 이야기

대한수학회 Seoul ICM 2014 개최

앞서 우리는 “Seoul ICM 2014”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10호 (2010. 1. 1), pp.7-

11)에서 2009년에 대한수학회 KMS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가 2014년

에열릴 ICM을우리나라서울에유치하는데성공하였음을알리고 ICM과 IMU를소

개한바있다.

국제 수학자 대회 ICM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 maticians)은 국제 수

학 연맹 IMU (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가 4년마다 주관하는 1893년부터

2014년까지 122년 전통의 학술회의이다. 기초과학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행사이며,

흔히 ‘과학기술분야의올림픽’으로알려져있다. KMS는 2014년 8월 13일부터 21일

까지 9일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Seoul ICM 2014를 개최하였다. 이번

ICM에는 문화와 여러 활동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 수학의 역할을 보다 넓은 사회로

확대하는데초석이될것이다. 이에이회의의내용을줄거리만소개하려고한다.

회의 첫날인 8월 13일 9:30-11:30의 개회식은 세계적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었으며, 먼저 관례와 같이 필즈 메달 Fields Medals, 네반리나 상 Rolf Nevanlinna

Prize, 가우스상 Carl Friedrich Gauss Prize, 천메달상 Chern Medal Award가수여

되었다.

개회식에서는 IT 강국답게무대중앙의대형스크린에장엄한음악에맞추어금메

달의큰영상이뜨면서, 메달가장자리에새겨진수상자의이름이나타날때마다참가

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근래의 전통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필즈 메달과 네

반리나상의메달을수여하였다.

시상이전부끝난뒤, 박대통령은축사에서과학기술, 문화예술등다양한분야와

융합해 가치를 창출하는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학이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

가고이해할수있는학문으로발전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

IMU 상들 (IMU Awards and Prizes)

필즈 메달: 1924년에토론토에서열린 ICM을조직한사무총장(Secretary)이었던

필즈 J. C. Fields (1863-1932)는, 수학에서의 뛰어난 업적으로 장래성이 있는 두 학

자에게 매 4년마다 열리는 ICM에서 순금 메달을 수여하는 시상 제도를 제안하고, 뒤

에 그 기금을 제공하였다. 수상되는 해의 1월 1일에 앞서 40세 생일을 맞이한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 1936년에 오슬로에서 처음 주어졌으나, 2차 세계 대전 때문에

14 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950년부터 다시 주어졌다. 1966년 모스크바의 ICM에서

는수학연구의거대한확대에비추어이상을 2명이상 4명까지주기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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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2014년서울에서수여된필즈메달리스트들의업적을 IMU의발표문에따

라간단히소개한다.

아빌라 Avila, Artur (브라질 태생, 국적 프랑스) (2001 브라질 국립순수응용수학

원(IMPA) 박사) (현직: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 석학연구원, IMPA) 동력학

계이론에서 재정규화의 강력한 아이디어를 통일된 원리로 사용하여 그 분야의 얼굴을

바꾼심원한공헌.

바르가바 Bhargava, Manjul (캐나다 태생, 국적 미국) (2001 프린스턴대 박사)

(현직: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정수의 기하학에서 강력한 새 방법들을 발전시켜, 그들

을작은계수의환들을세고타원곡선의평균계수를한계에응용.

헤어러 Hairer, Martin (오스트리아 태생, 국적 영국) (2001 제네바대 물리학 박

사) (현직: 워릭대 교수) 확률적 편미분방정식론에서의 걸출한 공헌, 특히 이런 방정

식에서의정칙성구조이론의창안.

미르자카니 Mirzakhani, Maryam (이란 태생, 국적 미국) (2004 하바드대 박사)

(현직: 스탠퍼드대 교수) 리이만 면들과 그들의 모듈라이 공간들의 동력학과 기하학

에관한현저한공헌. [최초의여성필즈메달리스트.]

수상자의 연령이 40세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약 때문에 필즈상은 노벨상보다 더

까다로운 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4년까지 총 56명에게 수여되었으며, 그 연구 업

적은 근대 수학 발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순수수학 분야에 한정되고 있다. 노벨

상 수상자의 평균 연령이 60대인 데 비하여 필즈 상 수상자는 30대이므로 그 뒤에도

수학의발전에크게기여할수있는점도노벨상과는다르다.

네반리나상: 네반리나 Rolf Nevanlina (1895-1980)는 헬싱키 대학의 총장과

IMU의 회장이었으며, 1950년대의 핀란드 대학들의 컴퓨터 조직을 주도한 바 있

다. IMU는 1982년부터는 헬싱키 대학교가 기부한 기금으로 정보과학의 수학적 분야

에대하여롤프네반리나상을수여하게되었다.

이 상도 필즈 메달과 마찬가지로 40세 제한이 있으며, 네반리나의 옆얼굴이 새겨

진금메달이 4년마다의 ICM에서한명에게주어진다.

2014년 수상자인 코트 Subhash Khot (뉴욕 대학교)는 “유일 게임” 문제에서의

그의 선견지명적 정의와, 최적화 문제의 효과적인 근사법 연구에서의 복잡성과 중추

적 역할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의 그의 지도력이, 앨거리듬 디자인과 근사법의 난점

을 극복하게 하였고, 계산적 복잡성, 해석학, 기하학 사이의 놀랄만한 새 연관성을 알

게해준데대하여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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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스상: 가우스 탄생 225 주년이 되는 2002년 4월 30일에 “수학의 응용에 관

한 카알 프리드리히 가우스상” Carl Friedrich Gauss Prize의 제정이 공표되었으며,

2006년에마드리드에서열린 ICM에서처음으로수여되었다. 이상은, 오직전문가들

만이 많은 현대적 기술들의 추진력이 수학임을 알고 있는 듯한데, 그 밖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적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상

은수학적연구로써수학이외의것–기술이나비즈니스나또는사람들의일상생활–에

영향을준과학자들을기리려는것이다.

가우스상은 독일 수학회 (DMV = Deutsche Mathematiker- Vereinigung)와

IMU가 공동으로 수여하며, 사무는 DMV가 관장한다. 이 상은 메달과 상금(현재

로는 1만 유로)으로 수여되며, 기금은 베를린에서의 ICM’98의 수익 금으로 이루어졌

다. 이 상은 수학의 다른 분야에의 영향에 관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수학의중요성을일깨워줄것이다.

2014년의 가우스상은 오셔 Stanley Osher (72세)가 받았다. 그는 1966년에 뉴욕

대에서 박사가 되었으며 현재 UCLA 교수이다. 그는 응용수학의 여러 분야에 큰 영

향을 준 공헌으로 이 상을 받았는데, 그의 많은 영역에 걸친 발명은 물리적, 감각적,

수학적 개념들에 관한 우리의 생각들을 변화시켰으며, 우리에게 세계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도구를마련해주었다.

오셔는 “세상이 변하고 있는 중심에는 수학이 있다”고 하면서 “수학의 아름다움

은 그것이 응용되었을 때”라 말하고, “수학은 구글 검색, 휴대전화 등 우리 생활 전

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개발한 수학적 알고리즘인 ‘수준집

합’(level set)이나 ‘충격 수집법’(shock capturing method)은 영화의 특수효과 영상

이나 의학에서의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활용된다. 그는 이 기법이 ‘카리비안의 해

적’이나 ‘겨울왕국’ 등에서 생각치 못했던 활용이 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한

다. 영화 ’해적’에서의 거대한 바다 소용돌이나 ‘해리 포터와 불의 잔’에서 용의 입에

서 나오는 불길은 그가 개발한 수학적 방법을 쓴 특수효과이다. 그가 유체의 물리적

움직임을정확히계산하는수식을만든결과인것이다.

천(Chern) 메달 상: IMU와 천(Chern) 메달 재단(CMF)은 수학에서의 새로운

상으로천메달상 The Chern Medal Prize를공동으로제정하였는데,이는걸출한수

학자천쉬잉셴 Shiing-Shen Chern을기념하기위한것이다.

천 쉬잉셴은 그의 생애를 활발한 연구와 교육의 양면에서 수학에 공헌하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학을 육성하였다. 그는 미분기하학의 분야에서 기초적인 결과

들을 얻었으며, 많은 학생들을 수학의 연구로 이끌었다. 이 상은 2010년에 처음으로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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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은 수학의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인정되는 평생의 걸출한 성취를 낸 개

인에게 수여된다. 이 상은 메달과 50만 달라의 상금을 주는데, 상금의 반은 수상자가

선택하는 기관에게 수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연구, 교육, 사회봉사, 또는 그밖의 활동

을지원하는데희사되어야한다.

2014년의 두번째 수상자인 그리피쓰 Phillip Griffiths (고등연구소, 프린스톤)는

복소기하학의 초월적 방법의 혁신적이고 변형적으로 발전시킨 것, 특히 하지 Hodge

이론과대수적다양체의주기에관한그의장래성이있는업적으로받았다.

그는 “논리를 필요로 하는 학문이라면 수학적 스킬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는

수학이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수학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함께 알려주어야 한

다”고말했다.

릴라바티상: 한편 IMU는 2010년부터 릴라바티상 Leelavati Prize을 ICM의 폐회

식에서 수여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수학에 관한 뚜렷한 공공 사회봉사를 기리기 위한

상이다. 2014년부터는이상은인포시스 Infosys가후원하기로되었다.

2014년수상자는파엔자Adrian Paenza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가

받았는데,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관한 전국적인 심성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그의 공헌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이 공헌을, 수학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알리는 데 그의 저서, TV 프로그람과 그의 타고난 열정과 정열로 가득찬 자질로 이루

어냈다.

아벨 상: 2002년에 노르웨이 Norway는 수학 분야가 없는 노벨 Nobel 상 대신에

아벨상 The Abel Prize을제정하였다.

아벨 N. H. Abel (1802-29)은거의독학으로수학을익혔고, 5차이상의대수방정

식이 대수적으로 풀릴 수 없다는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큰 업적을 남겼다. 그 뒤에

도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면서 방정식론과 타원함수론에 관한 중요한 논문을 썼으며,

1829년 27세의젊은나이에폐결핵으로애인의품에안긴채사망하였다.

오래 동안 국왕을 비롯한 많은 노르웨이인들이 그를 기리는 상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해 온 끝에 아벨의 탄생 200 주년이 되는 해인 2002년 1월에 국가적인 상으로 확

립하였다. 아벨 상의 제정으로 아벨의 불우한 생애에 대한 노르웨이 국민들의 오랜

동안안스러워하던민족적정서가조금쯤편안해졌으리라생각된다.

아벨 상은 노르웨이 학술원(Norwegian Academy of Science and Letters)이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매년 수여하며 IMU는 그 위원회의 위

원들을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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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벨 상은 수학 부문이 없는 스웨덴의 노벨상과 병립하는 결과를 가져왔

다. 왜 노벨이 수학 부문을 배제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하여 여러 루머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당시의 스웨덴의 국보적 수학자 미탁-레플러 G. M. Mittag-Leffler (1846-

1927)와관련된것인데, 두사람모두독신으로생애를마쳤다.

노벨상에 수학 부문은 없어도, 수학자 또는 수학에 관련된 업적으로 노벨 상을 받

은사람은많다.

Seoul ICM 2014의 프로그램

ICM은 전통적으로 전체 초청 강연과 19개 분과별 초청강연이 있고, 일반 발표와

포스터 세션이 따로 있다. 그밖에 수학의 진흥을 위한 비전문적 강연과 문화 프로그

램이 있다. 또 주최국과 주변의 여러 곳에서 ICM과 연계된 수십 개의 위성회의들이

있었다.

이번 ICM에서는 총 1278번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 중에는 5회의 수상자 강연,

9번의 업적 소개와 특별 강연, 19개의 전체(기조) 강연, 188개의 초청 강연, 657개의

연구논문발표, 400개의포스터발표가포함된다.

Seoul ICM 2014의프로그램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수상자의 업적 소개와 특별 강연: 첫날인 8월 13일 14:00부터는 필즈 메달과 네

반리나상 수상자의 업적 소개가 1인당 25분씩 있었고, 16:00에는 네반리나 상 수상자

의 1시간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8월 14, 15, 19, 20일 14:00-15:00에는 필즈 메달 수

상자의 특별 강연, 16일과 18일 같은 시간에는 각각 가우스상과 천메달 상 수상자의

업적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그런데 최초의 여성 필즈 메달리스트 미르자카니 Mirza-

khani 교수의 20일강연은그녀의건강상문제로취소되었다.

기조(전체) 강연: 8월 14-16, 18-21일 7일간 오전에 하루에 3명씩 21명이 초청되

어 19명이 강연을 하였다. 초청된 강연자는 미국 10명, 프랑스 3명, 영국 2명 이외에

강연 순서대로 한국,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일본 1명씩이다. [한국 강연

자는황준묵고등과학원교수로첫날두번째연사이다.]

특별 강연: 8월 14일 18:00-19:00에에미뇌터강연 Emmy Noether Lecture를위

스컨신대학교의벤카르트 Georgia Benkart가하였고, 8월 15일같은시간에아벨강

연 Abel Lecture를 스토니브루크 대학교의 밀너 John Milnor가 하였다. 이 강연들은

역사상위대한수학자를기리기위한것이다.

밀너(83세)는필즈메달, 울프상, 수학적으로큰업적을낸이에게주는아벨상등

3개상을 모두 수상했다. 그는 학부생이었던 1952년, 강의실 칠판에 써있던 난제를 과

제로착각하고그것을풀어서제출하여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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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학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수학이 광범위하게 발전하면서 어떻게 나아

갈지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학이 일상생활의 문제를 놀랍게도 쉽게 해결해주는

예는많다”고했다.

특히그는 1940년대후반수학자들이세운 ‘정보이론’이통신은물론컴퓨터의진

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최근에는 천문학과 물리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

는또 “수학의이론은미래를내다보지는않지만훗날실제생활에영향을준다”고했

다.

또 그는 “수학은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며 “언어, 환경에 상관없이 수

학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고 결국 공유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학의 큰 매력이자

중요한요소”라말했다.

[2014.8.19. 매일경제원효섭, 김미연기자]

분과별 초청 강연: 둘째 날인 8월 14일부터 시작하여 여덟째 날인 8월 20일까지

일요일인 17일을 제외하고 오후(15:00-18:00)에 45분씩인 여러 초청 강연 188회가 분

과별로있었다. 여기에서의분과들은전통이되어온것으로다음과같다:

1. 논리와기초 (Logic and Foundations) (LF)

2. 대수 (Algebra) (AL)

3. 수론 (Number Theory) (NT)

4. 대수적및복소기하학 (Algebraic and Complex Geometry) (ACG)

5. 기하학 (Geometry) (GE)

6. 위상수학 (Topology) (TO)

7. 리이이론과일반화 (Lie Theory and Generalizations) (LTG)

8. 해석학과그응용 (Analysis and its Applications) (AN)

9. 동력계와상미분방정식 (Dynamical Systems and Ordinary Differential Equa-

tions) (DS)

10. 편미분방정식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PDE)

11. 수리물리학 (Mathematical Phsics) (MP)

12. 확률과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PS)

13. 조합론 (Combinatorics) (CO)

14. 계산기과학의 수학적 양상 (Mathematical Aspects of Computer Science)

(CS)

15. 수치해석과 과학적 계산 (Numerical Analysis and Scientific Computi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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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어이론과최적화 (Contrl Theory and Optimizations) (CTO)

17. 과학과기술에서의수학 (Mathematics in Science and Technology) (MST)

18. 수학교육과 수학의 대중화 (Mathematics Education and Popularization of

Mathematics) (ME)

19. 수학의역사 (History of Mathematics) (HM)

이분과별초청강연자중에한국인으로강석진, 이기암, 하승열서울대교수, 김범

식고등과학원교수, 김병한연세대교수가들어있다.

특히 2013년 쌍둥소수 예상의 연구에 크게 공헌한 장 이탕 Yitang Zhang의 초청

강연은폐막식직전인 21일 14:00-15:00에넣어그의업적을부각시켰다.

일반 발표(Short Communications): 둘째날인 8월 14일부터시작하여여덟째날

인 8월 20일까지일요일인 17일을제외하고 15:00-18:00에 20분씩인

연구 발표가 분과별로 총 657회 있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기회에 연구 발표

를하였다.

포스터 발표(Poster Sessions): 8월 14일부터 시작하여 일곱째 날인 8월 19일까

지 일요일인 17일을 제외하고 12:00-18:00에 서너 개 분과의 포스터 세션이 열려 총

400편의논문이발표되었다.

대중 강연(Public Lecture): 첫날인 8월 13일 20:00-21:00에는 사이먼스 James

H. Simons의 대중 강연 “수학에서의 나의 인생”(My Life in Mathematics)이 있었

고, 20일 같은 시간에 릴라바티 상 수상자 파엔자 Adrian Paenza의 공개 강연 “틀린

문”(The Wrong Door)이있었다.

사이먼스(76세)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창시한 미국 수학자로, 1974년에 기

하학적 도형을 측정하는 천-사이먼스 Chern-Simons 이론을 발표하여 유명해졌다.

2005년부터 3년간 전세계 펀드매니저 중 연봉 1위를 차지해 금융계의 전설이 된 인물

이다. 그의순자산은 13조원에달한다고알려져있다.

파엔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교수)는, 일상 생활에서 수학을 받

아들이는 방식에 관한 전국적인 심성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그의 공헌을 인정한 것

이다. 그는 이 공헌을, 수학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알리는 데 그의 저서, TV 프로그

람과그의타고난열정과정열로가득찬자질로이루어냈다.

IMU 분임 토의(Panel Discussion):

1. 수학의대량공개온라인강의 (18일 18:00-19:30)

2. 출판의미래 (19일 18:00-19:30)

3. 세계디지탈수학도서관 (20일 18: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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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 초청 분임 토의:

1. 왜 STEM인가? (18일 15:00-16:30)

2. 어떻게더잘가르쳐야만하는가? (18일 16:30-18:00)

3. 수학은아무데나있다 (20일 16:30-18:00)

4. 연구개발(R&D) 정책 (ERC+NRF) (19일 15:00-16:40)

5. 상상적패늘 (20일 15:30-16:30)

기타행사: 16일 18:00-19:00융합공연. 19:00-20:30총회만찬. 19일 15:00-16:30

공개 바둑 강의. 16:10-18:00 공개 바둑 행사. 17:30- 20:30 수학 영화 상영. 21일 폐

회식 15:00-16:30.

총회 만찬 날에는 여러 전통 및 현대 문화공연이 있었는데, 국악 연주와 B-

Boying의융합공연과태권도시범이있었다.

바둑 행사에는 이창호 9단, 유창혁 9단 등 5명의 쟁쟁한 프로기사들이 중국, 일본

등의 수학자 25명과 ’다면기’ 전이 열려, 행사장에서 대형 TV로 생중개되었다. 이에

앞서세명의바둑강연이있어, 참가자들의큰호응을받았다.

또 3차원 형상을 터치스크린으로 체험하는 ‘이메지너리’(Imagenary) 행사는 국가

수리과학연구소(NIMS)가 제공한 것으로, 가장 많은 관객들을 끌어 왔으며, 수많은

학생과학부모들이수학을즐길기회를제공했다.

19일의 영화의 밤에서는 프랑스와 미국에서 개봉된 다큐멘터리 “나는 왜 수학

이 싫어졌는가”(How I Came to Hate Maths)가 상영되었다. 이 영화에서 주연한

2010년 필즈 메달 수상자인 빌라니 교수(41세, 리옹대 교수, 앙리 푸앵카레 연구소

장)과두사람이영화상영후관람객들과질의응답시간을가졌다.

결과적으로 등록된 참가자들 외에 21227명의 많은 대중들이 ICM의 대중 프로그

램에동참하였다.

연관된 행사: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2014년 8월 14일부텨 수학 융합 콘퍼런스

‘브리지스 서울 2014’를 열어 다양한 예술품 전시, 체험활동, 여러 가지 공연 등이 있

었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 종로구 소재)의 ‘메트릭스: 수학–순수에의 동경과 심연’ 전

은 국내외 15명의 작가들이 서울 ICM을 기념하는 작품을 2015년 1월 11일까지 전시

한다.

Seoul ICM 2014의 성과

2014년 8월 13일 개회한 서울 ICM 2014는 21일의 폐회식을 끝으로 9일간의 회

의를마쳤다. 이대회는 ICM의 122년역사상몇가지기록을남겼다. 성대한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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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는 1 - 662 - 5217의세수로요약된다. 설명을하면다음과같다.

1 : 서울 ICM은 필즈 메달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상자 미르자카니 (39세, 스탠

퍼드 대 교수)를 냈다. 그녀가 도비시 IMU 회장의 소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메달을

받던장면은세명이여성이라는점에서다시보기어려운일이될것이다.

662 : 서울 ICM 조직 위원회가 마련한 ‘나눔’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개발도상국

수학자 662명이참가하였다.

5217 : 122개국에서 참가한 전체 수학자의 최종 수(20일 0시 기준으로는 국내

2621명, 국외 2572명)로역사상최대이다.

한편이번대회를주관한한국의성과는 1 - 6 - 21578의세수로요약된다.

1 : 한국인 최초로 박형주 조직위원장(포항공대 교수)이 IMU 11인 집행위원 중

한명으로선출되었다. 이위원회는 4년임기로 IMU의최종의사결정기구이다.

6 : 이번대회에는황준묵교수(고등과학원, 51세)를비롯한 6명의한국인수학자

가초청강연을하였다. 국가별강연자수순위에서일본과함께 9위이다.

21578 : 이번 대회를 통해 수학문화를 접한 비등록 일반인의 수이다. 대회 기간

동안대중강연, 바둑행사, 수학영화상영, 전시회등에참가한인원전체의수이다.

[2014. 8. 22. 동아일보이재웅기자의기사를참고하다.]

Seoul ICM 2014의 교훈

이번 ICM을보면서개인적으로느낀점을몇가지밝히려고한다.

우선 수많은 국내 인원이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것이 놀랍다. 실제로 이번

ICM에서의 근 1400회의 강연 또는 연구 발표의 대부분은 대학원 학생들의 이해를 넘

어서는난해한것임에도불구하고, 그넓은코엑스를가득채운청중의열기에압도될

정도였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수학에 대한 고루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

는것은혼자만의생각이아니다.

오늘날의수학은산업, 금융, 문화예술등부면에서큰이익을창출하는무기가되

어, 미국과 같은 선진 사회에서 수학 전공자가 첫째로 선호되는 직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도 수학과가 주변 학과보다 높은 경쟁률과 합격

점수를 보이고 있다. 수학이 재래의 과학 기술의 방법을 제공할 뿐이라는 구태의연한

개념은 탈피되어야 하며, 대학입시의 기본이라 하여 참고서나 공부하여야 한다는 교

육에서의고정관념도바뀌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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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나자연계대학에서도구과목으로수학을배운이들이대부분착각하고있

는 것이 그들이 배운 것만이 수학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배우는 것은 수

학의 극히 작고 낡은 초보에 불과할 뿐 생동하는 오늘날의 새로운 연구 결과는 아니

다. 괄목할만한 새로운 연구라 하더라도 그 난해성 때문에 그 진면목을 이해할 수 있

는사람은같은연구를해본몇사람에불과한경우가대부분이다.

1946년에 고작 수십 명의 수학 애호가를 중심으로 창립된 대한수학회 KMS는 초

대회장 최윤식 교수의 눈물겨운 고군분투로 초창기를 보냈다. 수학에 입문하여 60년

을 보낸 오늘날의 필자는 ICM을 보면서 KMS가 참으로 위대해졌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1970년대 초와 1980년대 전반에 KMS를 운영해본 경험에 따르면, 당시의

노력에 비하여 이번 ICM은 백 배, 천 배가 아닌 만 배 정도의 공력을 집중했던 것으

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ICM에 힘을 보탠 모든 이에게 찬사를 보낸다. 이들이

적절한 논공행상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들의 추억 속에 큰 긍지로 남아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것이계기가되어한국의수학이질적양적으로세계일류가되어국리민복

에더욱기여하게되기를바란다.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56호 (2014. 12. 1),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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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하술원 개원 60주년 기념도서전

출품도서와 해설

Principia Mathematica

저자 A. N. Whitehead and B. Russell

발행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일초판 1910-13, 재판 1925, 제3쇄 1957

이 기념비적인 저서에서는 몇 개의 근본적인 논리의 원리들로부터 자연수의 공리

계를이끌어낼수있고, 따라서모든순수수학은그러한논리의원리로부터얻어짐을

보이려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주의는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이 책이 수리논리학의 토대가 되었

고, “힘든노력과탁월한의도의기념물”로오래남을것이다.

The World of Mathematics

저자 James A. Newman (편저, 해설)

발행처 Simon and Schster, New York

발행일 1956년

“Ah-mose로부터 Einstein까지의수학문헌에관한작은도서관”이라는부제가붙

은 4권 2,535 페이지에이르는방대한책으로역사상유명하고평이한수학에관한글

을모아놓은것이다.

엮은이는 변호사, 공무원, 저술가로 여러 가지 집필활동을 하였으며, 15년 동안의

작업으로이일을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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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의 수학의 추억을 위하여

프롤로그

현재 80대의 연령대의 분들께 어린 시절 수학 공부하던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누

구나황당해할것이다. 그러나그세대만이알고있는추억거리가몇년후언제인가

세상에서완전히잊혀져서는안되겠다는생각에서이글을시작한다.

1945년의 8.15 해방으로부터 1957년까지의 12년간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

는 질풍노도 속과 같은 격동기를 보냈다. 일제의 패망, 외국군의 진주, 수백만 일본

인들이 물러가고, 수많은 재외 교포의 귀국을 보았다. 그에 뒤이어 분단이 고정화되

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걸쳐대혼란이야기되었다. 그런와중에도몇십개의대

학과 수많은 중학교들이 생겨나고, 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1950년의 6.25

전쟁은 민족의 대이동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 동안에도 교

육은 계속되고 대학과 고등학교의 수는 획기적으로 더 늘어나 그 뒤의 대한민국의 발

전의밑거름이되었다.

이 글은 1947-57년의 10년 동안 13-23 세에서 23-33 세로 성장했었을 현 80 대의

인사들과 곧 80대가 될 70대 후반의 사람들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어떤

수학교육을받았을까를회고하여그분들과수학적추억을함께하고, 그어려웠던시

절의기억을함께나누려고한다.

일본이 교육을 근대화한 뒤 2차 대전 직전의 학제는 대체로 초등학교 6년, 중학

교 5년, 고등학교 3년, 대학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중학교 4년을 마친 후에 32개의 국

립, 공립, 사립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으며, 고등학교에 준하는 다수의 전문학

교, 고등실업학교, 몇 개의 대학 예과와 고등사범학교 등이 있었다. 이들 학교들은 대

전 중에 수업 연한을 단축하기도 하였고, 중학교의 경우 1941년 입학생부터는 4년 졸

업으로 되었다. 패전 후에 미국 교육시찰단의 “충고”에 따라 고등학교는 4년제 대학

으로승격하거나편입되고, 중학교는중학교 3년, 신제고등학교 3년으로분리승격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마찬가지로 패전을 한 독일은 격심하게 저항하여 “학제

개혁”에 응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대전 전의 제도를 거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일본의경우그들이가진강한적응력으로신제고교의교과과정과교과서를만들

고, 교사를 충원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구제 고교나 전문학교

교수들은그대로승격한대학의교수가되었고, 신제대학의교재도즉각만들어져교

육에도큰문제가없이이행되었다.

우리의 경우는, 해방 후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 교사의 철수로 모든 학교

를 새로 세우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했다. 구제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경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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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과는 국대안으로 소멸되고, 각종 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하고, 중학교는 6년제로

늘어났다가 6.25 전시중인 1951년에 신제 중, 고교로 분리된 것이다. 이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누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였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과 교육자들의 영웅적

인노력의시대가시작된다. 우리의주제인수학으로한정하여얘기하기로하자.

박한식(“수학교육사”, 교학사, 1982, p.48)에따르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동년 10월 1일부터 중등학교가 재개되자 부족한

교사와 교과서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각급 학교에서는 해방 직전에 사용하던 교과서

를번역등사하여사용하기도하고, 중학교의경우교사에따라서는 1942년이전의일

정하에서 사용한 대수, 기하, 삼각법의 교과서를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

다가미군정에서는 1946년 3월에교수요목을제정하여발표하였다.”

초급중학교 교수요목의 큰 제목은 1학년에 측량, 통계, 기본도형, 문자와 부수(음

수), 표의 작제와 사용, 2학년에 식의 변화와 변형, 도형의 확대 축소 및 이동, 도형의

성질, 삼각형과 삼각함수, 3학년에 삼각함수, 근사 계산, 대수(로그수), 궤적이다. 고

급중학교의 교수요목의 큰 제목은 1학년에 논증기하, 통계, 계열과 연속적 변화, 2학

년에 평면삼각법, 대수학, 평면해석기하학, 미적분학, 다시 3학년에 미적분학, 입체기

하학으로되어있다.

고급중학교 2,3 학년의 것은 다분히 일본의 구제 고등학교의 것을 답습하려던 것

으로보인다.

다시박한식(p.55)에따르면,

“해방 후의 수학 교사의 부족은 교사의 질의 저하를 초래했고, 또 학교의 양적 팽

창으로 학생의 질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수 요목이 그대로 일선 학교에

서실시되기는어려운형편이었다.

교과서에 있어서도 초급중학교는 최윤식, 정의택, 심형필 등의 교과서가 나왔으

나 고급중학교는 다께우찌의 고등미분학, 고등적분학의 복사판이 처음에 나돌다가 와

다나베의 고등대수학, 해석기하학, 미적분학이 번역되어 교과서로 사용되기도 하였

다. 그러다가 이림학이 Granville의 미적분학을 번역하여 이 책이 전국적으로 교과서

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최윤식, 정의택이 고급중학교 1,2학년의 검정

교과서를 펴냈고, 또 고급중학교 3학년용의 미분학의 교과서를 최윤식이 저술하기도

하였으나 별로 사용되지 못하였고, 끝내 적분학의 교과서는 발행되지 못하였다. 다만

고급중학교 3학년의 임시 교과서로 1951년 이성헌과 한필하가 고등수학 제3학년용을

옵셋으로 발행하였는데, 이 교재에서는 교수요목보다 정도를 낮추어서 미적분학에서

미분방정식을, 입체기하에서 2차곡면, 구면삼각법 등을 생략하여 당시의 고급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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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의난관을극복하려고노력했었다.”

이와같이해방후의정치적혼란을겪으면서, 각종학교의재정비와신설, 자격있

는 교원의 양성, 교과과정의 수립과 실행 등의 난제가 1946년의 국대안 파동, 1948년

의정부수립, 1950년의 6.25 전쟁을거치면서이루어져야했다.

이런가운데학교교육의근간이되는수학교육은어떻게이루어졌을까생각해보

자. 우선 중학교 4학년까지의 교재는 앞서의 것을 답습하면 되었으므로 1942년 이전

의 중학교의 대수, 기하, 삼각법의 내용으로 무난히 교과서를 만든 것으로 보이며, 문

제는 5,6 학년 교과서인데, 손쉽게 떠오른 것이 구제 고교의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

게 해서 일본에서는 신제 대학의 1학년 교재로 바뀌었어야 할 대수학, 해석기하학, 미

적분학 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복사판, 번역판 또는 유사한 교과서들로 1947년부터

10여년간에걸쳐나타났다. 이책들을가르칠수있었던분들은해방당시에는몇분

의 교수뿐이었으나, 그 10년 동안에 교수, 교사, 학원강사, 독학자, 대학생들이 교육

또는 자습을 통하여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 아마도 살기 어려웠던 그 시기에

백만 명 가까운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그와 같은 교과서로 대수학, 해석기히학, 미

적분학을 배웠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도 그 시기는 우리 민족의 교육사에서 영웅적인

시대였다.

개인적인 회고로, 본인은 1951년 1.4 후퇴 이후 정의택의 고 1 교과서를 독학으로

공부하였고, 고 3이던 1953년에는 이성헌과 한필하의 교과서로 공부했는데, 그 책은

펜글씨로 쓴 것을 옵셋으로 복사한 조잡한 것이었다. 그 중간인 1952년부터는 여러

가지 수학 책을 구하여 독학으로 공부하였다. 이제 1947년부터 1957년까지의 10년

동안에 출간된 국문판 수학책들 중 본인이 지금까지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초판 발행

연도순으로열거하기로한다.

이책들은현재서울대학교수리과학부에기증되어있다.

——————————–

최윤식 “고등대수학” 탐구당 1947.12.20. 초판 간행, 1952.5.1. 개정 8판 간행,

298pp. 임시정가 14,000원

머리말에 “이 책은 신제도 중학 삼년급 이상 대학예과 구제도 전문학교 고등대수

학 교과서 및 참고용으로 지은 것”으로 몇 가지 점을 특히 고려하였는데, 그 중 “1.신

제도 교수요목에 맞추면서 대수학 계통을 잃지 않은 것. 2.미분학과 해석기하와 연락

을 긴밀히 한 것. . . . 5.수학 제일류를 다 넣기 위하여 통계 계산도표 오차론을 쓴

것”이라 나와 있다. 1948년 4월 10일자의 수정판 서문에서는 “일즉이 저자가 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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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 사년급 이상 고등대수학 교과서 및 참고용으로 지은 것에 수정을 가한 것”이라

나와있다.

그 내용은 1장 들어가는 말(서론), 2장 순렬과 조합, 3장 이항정리, 4장 확률, 5장

치환, 6장 대칭식과 교대식, 7장 행렬식, 8장 련립일차방정식, 행렬식 응용, 9장 유리

정함수, 10장부등식, 11장복소수, 12장일원정방정식서론, 13장급수, 14장계산도

표학, 15장통계, 끝으로부록에근사계산과오차로되어있다.

뿌링크 (홍봉룡 역편) “평면삼각법” 청구문화사 1948.9.30. 초판 발행, 1952.1.15.

정정 4판발행 182pp. 임시정가 8,000원

편자 머리말에 따르면 “이 책은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저 R.W. Brink

씨의 Plane Geometry (1942년판)을번역한것이다. 현재고급중학, 전문학교정도의

학생들이 교과서 또는 참고서로 쓸 수 있도록, 중복된 항목 또는 그다지 필요성을 느

끼지않는조목은축소혹은삭제하였다. 또원서에들어있던수표도제외하였다.”

그 내용은 1장 삼각함수, 2장 예각의 삼각함수, 3장 삼각함수의 성질, 4장 기본적

관계, 5장 두 각의 함수, 6장 대수(로그수), 7장 사각삼각형, 8장 역삼각함수, 9장 무

아블의정리와급수전개, 끝으로연습문제의답이있다.

그랜빌, 스미스, 롱리 (이림학 역) “미분학” 청구문화사 1948.10.31. 초판 발행,

1950.4.10. 6판 정정 발행 290pp. 임시정가 980원; “적분학” 1949.3.17. 초판 발행,

1951.11.10. 4판발행(전란중대구에서인쇄)임시정가 15000원.

이 책은 Granville (전 Gettysberg 대학 총장)의 원저를, 그와 Smith (Yale 대학

교수)가 1904년과 1911년에간행한 Elements of the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

lus를, 다시 Smith와 Longley (Yale 대학교수)가함께 1934년에간행한 New Edition

(Ginn and Company, Boston/New York 1934)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반세기 가

까이 미국에서 애용되어 왔고, 당시에도 가장 널리 쓰이던 미적분학 교과서라 전해진

다. 그뿐아니라일본과중국에서도널리알려져있어, 2차대전종전후만주를해방

시킨 중공군이 복사판을 만들어 배부하고, 일본인 교수들에게 중국인 후임자들을 그

책으로교육시킨뒤에떠나라고했다는이야기가전해져온다.

역자는 미분학의 서문에서 “미적분학을 처음으로 배우는 고등학교생 또는 그것을

다시 충분히 익히려는 대학 초급생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적분학의 서

문에서는 이 책에서 잎실론-델타 논법을 쓰지 않았는데, . . .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미적분학의 발견 이래 오직 직관의 힘만으로 대부분의 계산은 수행되었고 그 뒤 미적

분학의 엄밀한 기초를 찾어가지고 처음으로 잎실론-델타 논법이 발견된 것”임을 강조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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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판원서는미분학에 1.공식집, 2.변수, 함수및극한, 3. 미분법, 4.대수식

의 미분법, 5.도함수의 여러 가지 응용, 6.축차미분법과 응용, 7.초월함수의 미분법,

응용, 8.매개방정식, 극방정식, 및 근에의 응용, 9.미분, 10.곡률, 곡률반경과 곡률원,

11.평균치의 정리와 응용의 장들로 되어 있고; 후반인 적분학에서는 12.적분법; 표

준 초등형의 적분규칙, 13.적분상수, 14.정적분, 15. 총합과정으로서의 적분, 16.여

러 방식에 의한 형식적 적분, 17. 환원공식, 적분법의 사용, 18.핵심, 유체압, 및 그

밖의 응용, 19. 급수, 20.함수의 전개, 21.상미분방정식, 22.편미분법, 23.편도함수

의응용, 24.다중적분, 25.적분그래프, 극평면계측기, 26.참고용곡선들, 27.적분표의

장들로되어있다. 번역판은 1934년판의개정판을사용한듯, 위의 25장대신에 24장

앞에쌍곡선함수에관한한장이들어있다.

여하간 그랜빌의 미적분학은 6.25 전후의 몇 년간 고교생과 대학 초급학년의 교재

또는 참고서로서 크게 보급되어 있었다. 번역판 두 권의 발행연도와 임시 정가의 차

액이당시의물가고를짐작하게해준다.

다께우찌 지음(한양학술연구회 역) “고등미분학” 미상; “고등적분학” 동명문화사

1949. 11. 15. 발행, 임시정가 600원.

다께우찌 단조(1887-1945)는 일찍이 1916년에 고전적 허수승법론에 관한 업적이

있으며, 함수론, 타원함수론, 적분방정식론에 관한 저서가 있다. 1920년대에 나온 첫

책의 서언(머리말)에서 “이 책의 제목으로 고등미분학이라 칭함은 고등학교 정도의

교과용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지, 감히 미분학의 고등한 부분을 가리키

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책 속에서 기술한 정도 및 순서는 현행의 고등학교 고등과

이과 수학 교수요목에 준거하여, 그 범위 안에서 가급적 소론의 정확함에 유의하면서

도, 반드시 순 학술적으로 엄밀 주도함을 바라지는 않았다.”라 한 뒤에 그러한 예를

들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명에서 입실론-델타 논법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을유지하고있는독특한교과서이다.

후편인 고등적분학의 번역판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 전편도 번역판이 나온 것으로

생각되나 필자는 만나보지 못했다. 후편의 역자는 머리말에서 “이 책의 원저자 다께

우찌 단조 씨는 일본 수학계의 태두이며 바로 이 책은 그의 명저로서 이미 불후의 공

적을 남기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문에는 경계가 없는 것이요. 우리 사회에서

도 더욱더욱 이 양서의 혜택을 입어야 되겠기에 여기에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다. 고

급중학 5,6학년 및 대학 학부 1학년에서는 호적의 교재가 될 것이요. 독학 성취의 웅

지를가진인사에게는무이의좌우명이될것이다.”로맺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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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판이 남아 있는 전편의 차례는 1장 서론, 2장 미분법, 3장 도함수의 성질 및

응용, 4장 축차미분법, 5장 무한급수, 6장 함수의 전개, 7장 편미분법, 8장 평면곡선,

9장 미분변수의 변갱, 10장 공간곡선 및 곡면, 제1 부록으로 문제의 답이 들어 있다.

후편의 번역판 차례는 1장 서론, 2장 부정적분, 3장 정적분, 4장 평면적 및 곡선의 길

이, 5장중복적분및그응용, 6장미분방정식, 7장최소자승법으로되어있다.

이경형 “문과의 수학” 동명사 1950.5.20., 228pp.

머리말에서 “해방후 교육제도가 변하여 고급중학교가 생기고, 상급반에는 대부분

이문과이과로나누어졌고, 금반고등학교제도가생겨서, 특히문과학생용으로적당

한 수학 교재가 없어서 . . 남녀고급중학(고등학교) 문과용 및 실업학교용으로 편찬 .

. . 과거일본서 30여고등학교문과용으로독점한교또대학소노교수의고등교육수

학개요 및 우라와고교 하야데 교수 문과의 수학 및 New York 대학 교수 Graham &

John 공저인 Advanced Algebra를적당히배열하여소개”한다고했다.

내용은 1장평면삼각법, 2장평면해석기하학, 3장고등대수학, 4장통계학, 5장미

분적분학과 권말에 문제 해답이 첨가되어 있다. 6.25 직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고등학교 제도가 시행된 것은 그 이듬해인 1951년 정부가 부산에 피난해 있던

시절의일이다.

와다나베 (대지사 편집부 역) “초등해석기하학” 대지사 1950.6.25.발행 1954년 7판

발행 228pp. 정가 180환

와다나베의 고등대수학, 초등해석기하학, 미적분학은 6.25를 전후하여 인기 있는

교재로 고등학교와 학원 등에서 널리 쓰였고, 복사판 또는 여러 종의 번역판이 있었

던 것으로 기억된다. 역자 머리말에 따르면 “현하 중학 고급학년의 수학참고서가 적

당한 것이 적어서 대학수험자 또는 독학자들이 조석(아침저녁)으로 불편을 늣끼고 있

는것” 때문에이명저를소개하게된것이며, “원저그대로역한것이다.”

그내용은 1장직각좌표, 2장직선, 3장두직선및원, 4장포물선, 5장타원및쌍

곡선, 6장 일반이차곡선, 7장 곡선의 매개변수 표시 및 극좌표에서의 방정식, 8장 공

간에서의점, 선, 면, 끝으로부록에사교축에관한여러곡선의방정식, 문제의답, 일

영독대조술어표가들어있다.

박봉두 “초등해석기하학 연습” 남선문화사간행, 자세한것은미상

이 책은 얌전한 펜글씨 원고를 옵셋 인쇄로 간행한 것이다. 머릿말에 따르면, 와

다나베의 위의 책의 “전 문제를 연습적으로 해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급중학생

대학수험생의예습의참고가될줄믿습니다. . . . 범람한초등수학용의서적에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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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급중학생들의 참고서가 너무나 빈약하여서 조곰이라도 참고와 도움이 될가하는

미의에서감히붓을든셈입니다. . . .”

와다나베 (황인영 역) “고등대수학” 서울문성당 1950.6.30. 발행 259pp. 정가

8,000원, 1954년판은임시정가 280환

와다나베의소화 12년(1937년) 12월의 “삼정(세번째정정)의서문”에따르면 “본

서는저자가고등학교고등과이과와또한동정도의제학교의대수학교과서로서편

찬한 고등대수학을 삼정한 것으로” 본서에서 수정된 주요한 사항을 세 개 들고, 구저

출판이래각종유익한충언을해준분들께감사를표하고있다.

그목차는장별로 1.수학적귀납법, 2.간단한급수의합, 3.항등식급방정식, 4.함

수와 그래프, 5.부등식, 6.순렬과 조합, 7.이항정리 급 다항정리, 8.확률, 9.정식 급

대수방정식, 10.방정식의 변환, 11.행렬식, 12.복소수, 13.삼차 급 사차 방정식의 대

수적해법, 14.실계수를가지는방정식, 15.숫자방정식, 부록 1.도함수급그응용, 부

록 2.잡제, 그뒤에문제의답과한영독대조술어표가들어있다.

박경찬,이경형 “고등대수학”동명사 1952.4.10. 간행, 1952.4.10. 6판간행 187pp.값

9000원

머리말이 없고, 초판 발행 날자는 4285년 4월 10일, 6판 발행일은 같은 날자인

1952년 4월 10일인것으로되어있다.

그 내용은 1장 정리와 증명, 2장 부등식, 3장 복소수, 4장 순렬, 조합, 5장 이항정

리와 다항정리, 6장 확률, 7장 급수, 8장 정식 및 방정식, 9장 행렬식, 10장 도수분포

및대표치, 11장편차, 상관관계, 끝으로해답과한영독대조술어표가들어있다.

박경찬, 이경형 “고등대수학 연산해답집” 동명사 1949.10.20. 발행, 1950.1.20. 재판

발행, 91pp. 값 300원을잉크로 4,500원으로고침.

머리말에 이 책이 앞의 책의 “문제 해설서인 동시에, 이 단행본 자체가 고등대수

학 일반의 참고서이다. . . . 자습서로서 혹은 대학입학시험 준비서로서 가장 적합하

다고생각한다. . .”고나와있다.

이 책 뒤의 광고에 앞의 “고등대수학”과 Wilson & Tracy (예일대) 저, 이경형 역

“해석기하학”및 이경형 저 “해석기하학 연산해답집”과 Love (미시간대) 저, 이경형

역 “미분학”과 “적분학”이 나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이 모두 1949년 이전에 나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영남대 박홍서 명예교수의 회고에 따르면, 1955년에 경북

대 문리대 수학과 1학년 수학연습 시간에 번역판으로 된 Clyde E. Love의 “미분적분

학연습”을교재로사용하였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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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택 “신 고등대수학” 동국문화사 1953.4.5.간행 201pp. 값 150환

머리말에 “이 책은 고등학교 또는 중학 고급학년의 교재 및 참고용으로 지은

것”으로 머리말의 날자가 6.25 직전인 4283년 3월인 것으로 미루어 전쟁의 여파로 그

간행이늦어진듯하다.

그 내용은 1장 수와 계열, 2장 통계, 3장 순열과 조합, 4장 확률, 5장 부등식, 6장

복소수, 7장방정식, 8장행렬식, 끝으로해답급힌트로되어있다.

박이식 “초등미적분학” 중앙출판사 1953.4.30. 간행 387pp. 값 13000환

저자 박이식, 감수 사대부속중학교수 고원호의 이름으로 나온 이 책은 당시에 와

다나베의 삼부작 중 한 권의 번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머리말도 없으며, 앞의 책에 비

하여정가가훨씬비싸고정가에손질을한것으로미루어재판인것으로판단된다.

목차는장별로 1.함수급도함수, 2.미분법, 3.도함수의응용, 4.고차도함수, 5.고

차도함수의 응용, 6.기함수, 7.유리함수 급 무리함수의 적분, 미분방정식, 8.정적분,

9.정적분의응용, 10.편도함수, 11.평면곡선여론, 12.중복적분, 부록 1.무한급수, 부

록 2. Taylor의정리급함수의전개, 부록 3.쌍곡선함수, 끝으로문제의답이있다.

박정기, 박을룡 “미분적분학연습” 명성출판사 1953.9.30. 발행 668+13pp. 정가

550환

서문에서 “특히 고등 정도의 수학 공부에서나, 또는 실지로 수식을 취급하는 방면

의 사람들을 만나서 늘 느끼는 바는 미분학, 적분학, 대수학, 해석기하학 따위의 분야

에서 수많은 허다한 종류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또한 이것

을 벗삼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책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하는 감이었읍니

다. . . . 상기한(위에 적은) 여러 분야에 일관한 총서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가 이제

실현을본셈입니다. . . .”

그 목차는 장별로 1.서론, 2.미분법, 3.곡선의 방향, 접선 및 법선, 4.축차미분법,

5.함수의 증감, 극대극소 (I), 6.평균치정리, 함수의 근사값, 부정형의 극한치, 기타

의 응용, 7.급수, 함수의 전개 및 그의 응용, 8.편미분법, 변수의 변갱, 9.극대, 극소

(II), 10.평면곡선, 11.곡선의 추적, 12.공간곡선 및 곡면, 13.부정적분법, 14.정적분,

15.정적분의 응용, 16.미분방정식, 부록으로 1948-53년도 7년간 시행한 전국 각 대학

입학시험문제집및주가들어있다.

이책뒤의광고에같은저자의 “대수학연습” 430pp와 “해석기하학연습” 500pp가

있는것으로미루어이책들이앞서나온것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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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 원저 (최윤식 역) “미적분학” 정양사 1954.5.15. 발행 8+500pp. 정가 800환

역자의 말에서 “우리나라에 이미 번역 소개된 미적분학에 관한 외국 저서가 여러

가지있는데도불구하고내가이 “켈”의 “미적분학(Kell’s Calculus)” 번역을뜻하게

된까닭은, 첫째다른것들은대개가반세기내지일세기전의저술에속하는데, 이책

은 가장 새로운 저서인 것. 둘째 물리, 화학 그 밖에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예를 많

이 들어서 실용적리요 이해하기 쉽게 서술한 것.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서 교과서

로 가장 널리 쓰이는, 진실로 “산 미적분학”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라 밝히고

있다.

그차례는장별로 1.기본개념, 2.도함수, 3.응용, 4.적, 상의도함수, 응용, 5.삼각

함수의 도함수, 6.로그함수, 지수함수의 미분법, 7.무한소, 미분, 곡률, 8.평균법, 부

정형, 9.적분법, 10.화(합)의 극한으로서의 적분, 11.응용, 근사적분, 12.공식적분법,

13.삼각적분 및 그 응용, 14.부분분수, 15.중심, 관성능률, 16.편미분법, 17.중적분,

18.무한급수, 19.급수전개, 20.상미분방정식, 21.표, 끝으로연습문제의해답이들어

있다.

켈스 (이경형 역) “초등미분방정식” 동명사 1954.5.15. 발행 213pp. 정가 400환

미국 해군사관학교 교수였던 L. M. Kells의 “Elementary Differential Equa-

tions”의 번역판으로, “개정판 간행에 임하여”라는 저자의 머리말이 1935년 6월로

되어있는것으로미루어그때에간행된것을번역한듯하다. “개정판은원판보다쉽

도록 힘 썼고, 또 더욱 고급적인 부문에 입문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 덧붙이고 있다.

그 목차는 1편 정의와 기본정리, 2편 특해와 간단한 응용, 3편 일계일차미분방정식,

4편 연립미분방정식 및 일계미분방정식을 포함한 문제, 5편 일계고차미분방정식, 특

이해, 6편 상계수미분방정식, 7편 상계수미분방정식의 응용, 8편 고계잡미분방정식,

급수적분, 9편 응용, 10편 다변수미분방정식, 11편 일반 방법과 존재정리, 12편 일계

편미분방정식, 13편고계편미분방정식, 끝으로 Index와해답이첨가되어있다.

우드 저 (최윤식 역) “고등해석학” 일한도서출판사 1954.12.20. 발행 252pp. 정가

650환

이책은 MIT의 Wood 교수의 Advanced Calculus를번역한것이다. 1951년부산

에서 쓴 역자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서울대학교 출판위원회의 추천으로

4년 전(1951년을 가리키는 듯) 부산의 피난사리에서 안정되지 못한 생활과 연구생활

의 제반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전시하 수학하는 학도들의 연학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저

이해하기 쉽고 간명하게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그간 수복 후의 출판사정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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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었다가 금번 일한도서출판사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하여 출간하게 됨을 크게 기

뻐하는 바이다. 이 책은 초등미적분학을 학습한 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저 하는 학생

들에게 적합함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대학 초년급 학생에게 교과서나 참고서로 적합

하다고생각한다. . . .”

목차는 1장 준비, 2장 멱급수, 3장 편미분법, 4장 음복함수, 5장 기하학에의 응용,

6장 정적분, 7장 감마와 베타함수, 8장 선, 곡면, 공간적분, 9장 벡터기호, 10장 일계

미분방정식으로나와있다.

최윤식 “미분방정식 – 해법과 론(수정판)”청구출판사 1955.4.20. 발행 229pp. 정가

1300환

저자머리말로부터: “이책은초등미적분을일단끝낸사람들을위하여저자가다

년간 대학에서 강의하였든 것의 일부를 추려 엮어 논 것이다. 너무 초등적이고, 이론

의심원한것은피하였으나소홀하지않도록써서대학교초급또는고급학생들의교

재 또는 참고서로 충당되게 하였다. 이 책은 원래 재작년 5월 부산서 프린트로 출간

하였든것인데이번청구출판사의호의로출판된것이다.” 앞의책들에서볼수없었던

참고문헌리스트가들어있다.

차례는 1장 서론, 2장 제일계미분방정식, 3장 고계미분방정식, 4장 연립미분방정

식해법, 5장미분방정식해의존재로되어있다.

아사노 “선형대수학제요” 등사판 1956년경발행 200pp.

이 책은 1948년 일본 공립사가 발행한 것을 번역하여 등사판으로 보급한 것이다.

학생들끼리 정성 들여 번역하고 등사판으로 돌려보게 만든 책으로, 그 노력을 아름답

게생각되게하는책이다.

목차는 1장 일차형식, 2장 행렬식, 3장 행렬, 4장 이차형식까지가 책의 전반부이

고, 후반부가 부록 해석기하학인데 I. 아핀공간, II. 유클리드공간, III. 사영공간으로

이루어져있다.

최윤식 “기하— 평면, 구면삼각법, 입체기하, 평면해석기하” 등사판, 서울대학교문

리과대학이학부수학과 1958년경발행 158pp.

이 책의 목차는 제1편 삼각, 입체기하, 구면삼각법이 1장 삼각법, 2장 입체기하,

3장구면삼각법으로되어있고, 제2편평면해석기하에는 1장좌표, 2장좌표변환, 3장

직선, 4장원, 5장 2차곡선의분류, 6장유심 2차곡선, 7장무심 2차곡선, 8장 2차곡선

일반론으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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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대학 1학년 때는 대수학, 해석기하학, 미적분학이 각각 4 학점 2학기(1년 동안

30주에매주 4시간씩)강의로되어있었는데, 앞에나온책들의수준이아니라그보다

정도가 높은 근대적인 추상수학적 개념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교수가 귀할 때라 전

임강사급 스승들에게 배웠는데, 문제풀이 위주의 고교 강의를 탈피한 이론 위주의 강

의였다.

한편, 전쟁의여파로 1955년 8월이되어서야건국이래처음으로군정시의고급중

학교 구교육과정 대신에 고등학교 수학과 신교육과정이 공포되고, 1957년부터 새 교

과서에 의한 교육이 시행되었다. 이 새 교육과정은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구 과정의 많은 부분이 삭제되어 대학 수학과의 연계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생겼다.

그리하여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교과서들이 고등학교에서는 급격히 사라지고 되었

고, 대학교육에서도부적절한것으로평가되었다.

그 뒤로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서는 일본의 영향을 벗어나 미국 시스템으로 바뀌

어 가는 경향이 생겨나는데, 대학에서 비로소 미적분학을 가르치는 미국 시스템과 고

등학교에서 미적분학의 초보를 가르치는 일본 시스템을 조화롭게 절충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문제는 아직도 우리 대학들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이

다. 대학교양수학교재의경우일본식교재의간결요령위주의특징과두꺼운미국

식 교재의 상세한 이론 전개와 다수의 문제 등 특성이 전혀 이질적인 점도 전혀 고려

되지않았다.

1950년대말구소련이인공위성스뿌뜨니끄를쏘아올려우주경쟁시대를선도하

자미국정부는수학과과학교육의낙후성을인정하고그개선을위하여여러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AP (Advanced Placement) 제도인데, 이는 우수한

고교생으로 하여금 대학의 수학 과학을 미리 청강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미 40년

전에 L.A.의 한 사립고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대학 2,3 학년 수준의 수학 교과목 몇

개를제공하고있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동아일보 2012. 6.

9.일자), 미국 워싱턴 인근의 토머스 제퍼슨 과학기술 고등학교(TJHSST)는 최고의

수학 과학 영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초급 학년 정도의 수학을 가르친다. 9학년은

대수 II, 10학년은 미적분 준비과정, 11학년은 미적분 AB와 BC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12학년은 주로 AP 통계학, 이산수학, 삼각법, AP 미적분, 다변수 미적분, 선

형대수 등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가르쳐 과학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밑거름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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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수학 과학 고등학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부속학

교로 중고교 통합 6년 과정인데, 5,6년차는 연구 과정이라 하여 우수한 학생이 대학의

교과목을수강할수있게하고있다(동아일보 2012.6.18.일자).

그렇다면 1947년부터 10년간 오늘날의 대학 1학년 수학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고

등학교에서사용한우리는 AP 보다더확실한영재교육을시행한것이아닐까? 그것

이긍정적이어서국민적인수학능력의향상을가져오고그훨씬뒤의경제발전의원

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다. 또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심도 있는 강의보다 대학입시 위

주로 운영되어 수많은 학생들을 괴롭히는 데 그쳤을 수도 있다. 적어도 AP 시스템이

지향하는미국대학식강의라면대학원 1,2 학년의조교들의미숙하지만심도있는강

의, 부단한 숙제, 반복적 문제풀이, 평가를 위한 계속적인 시험 등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리라 생각된다. 이것이 1947-57년에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했던 오늘날의

80대가당시의수학교육의실태를돌이켜생각해볼문제이다.

그로부터 50여년 후 우리의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에서 국제적인 높은 수준에 이

르렀으며, 학문적으로 탁월한 국제 수준의 학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여하간 몇 십 명

도안되던자격있는수학교육자와백만명도넘을인사들이불우한환경에서부적절

한 교재로 악전고투하며 가르치고 공부하여 오늘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많

은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모범 교육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따라서 80대여러분은그시기에지적인영웅적생애를경험한것이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수학계는 괄목할만한 활동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2012년 금년에만도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ICME)에 100여개국 4000 여 명의 국내외 수학교육자가

참석하여, 수학교사의전문성신장에대한연구가 1400여편의논문으로발표했다.

7월 10, 1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53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IMO)에서는

100개국 548명의 참가자 중 한국 대표인 고교생 6명 전원이 금메달을 따서, 1988년

제29회부터참가한이래처음으로종합 1위를차지하였다(동아일보 2012.7.17.일자).

내년 2013년에는 부산에서 아시아 수학자 대회가 열릴 예정이고, 내후년 2014년

에는국제수학연맹(IMU)가주관하고대한수학회가주최하는국제수학자대회(ICM)이

코엑스에서열릴예정이어서, 수많은국제적인수학자들이학술발표를하고, 필즈메

달을비롯한세계적인학술상들이수여될것이다.

이는현재의 80대인사들이수학공부를하던시대에는꿈속에서도생각지못했던

일이다. 그러나 그 시대에 각자가 그 고난 속에서 영웅적으로 공부했던 사실은 아직

도아련한추억으로간직할일이다.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30호 (2012. 9. 1),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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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서는 무엇을 연구하는가?

프롤로그

수학은 20세기에 들어와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 응용수학 등 모든 분과에 걸쳐

세분화, 추상화, 전문화가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그기초를바로잡아엄밀한공리계

위에 가각의 이론을 세우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수학은 몇 백 개의 서로

다른 큰 이론이 모여서 이루어진 학문의 거대한 체계가 되었다. 수학을 방법론으로

쓰는 학문들의 총칭인 수리과학까지 고려한다면 그것을 구성하는 이론들은 너무나 많

아서 그들을 일일이 구별하여 조직적으로 해설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더

구나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새로운 업적과 응용면이 해마다 속속 나타나서 그들에 대

한해설은더더욱어렵게되었다.

수학이 입시의 수단일 뿐이라 생각하고 입시에 대한 이해로 끝을 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학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들은 대개의 경우 수학의

진면목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에 나오는 간단한 문제 몇 개나 푸는 것으

로일생을마칠것이다. 이처럼평생을헛된미망속에서살다가는것이우리의인생

과같다.

그런 미망에서 약간이나마 벗어나기 위하여,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을

얼마나바르게인식하고있으며, 수학의연구대상이나내용에대한인식은어느정도

일까생각해보기로하자.

우리나라와 세계의 수학계

최근에우리나라수학계는몇가지점에서세계의이목을끌고있다.

우선, 2012년에 한국 고교생들이 100개국 548명의 영재가 참가한 제53회 국제 수

학 올림피아드(IMO)에서 처음으로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IMO는 대학교육을 받

지 않은 20세 미만의 각국 대표들이 대수, 기하, 정수론, 조합 같은 고난도 문제 해

결을 겨루는 청소년 수학 올림픽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

단 6명은 상위 10%에게 주어지는 금메달을 모두 받았고, 종합점수 209점으로 2위 중

국(195점)과 3위미국(194점)을앞섰다.

앞서 5년간 4강을 유지하던 한국의 IMO 기록은 2011년에 13위의 기록으로 7위

인북한보다뒤떨어졌었으나, 이번에일거에만회한것이다.

한편 2012년 7월 8-11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수학 교육 분야의 올림픽 격인 국

제 수학교육자 대회(ICME)가 열려 14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전 세계 84개국

의 외국인 학자와 교육자 2000여 명과 한국인 1000 여명이 등록하여, 바람직한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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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IMO 우승 소식이 전해져 우

리수학계는크게고무되었다.

내년인 2014년 8월에는대한수학회 (KMS,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가

주관하는 국제 수학자 대회 (ICM,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가 서

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ICM은 1893년부터 2010년까지 118년 전통을 가진 것

으로, 국제수학연맹(IMU, 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이 4년마다주최하는

학술회의이다.

ICM은 기초과학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행사로서 ‘과학 기술 분야의 올림픽’으로

알려져 있으며, 10일간 열리는 회의에 등록 참석자만 100여 개국 4000여 명이 되리라

예상된다. 또 대회 전후에 40–60 여 개의 과학 기술 관련 국제회의가 개최국과 인근

국가에서개최된다.

ICM의 유치 성공은 지난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한 우리나라 수학계의 높아진 수

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한국의 수학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이다. 실제로 ICM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많

은 뛰어난 성과를 얻게 되고 신흥 과학 기술 강국으로 약진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2002년 ICM을성공적으로개최한중국이다. 중국은그뒤수학과기초과학에서세계

수준의연구결과를다수생산하여그부분에서일류국가가되었다.

대한수학회의계획에의하면 “개발도상국의수학자 1000여명을서울로초청해수

학과 기초과학의 발전을 통해 혜택을 세계 각국에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며, “북한에

서 관련 학회 2-3 개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학문을 통해 지역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시

키겠다는 것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ICM에 관한 보다 자세한 것은 “Seoul ICM

2014”,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10호 (2010. 1. 1), 7-11에나와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수학적 인식

이와같은국제적환경속에서우리나라사람들이수학을얼마나바르게인식하고

있는가는 참으로 어려운 얘기여서 시대에 따라 개인의 학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할

수있겠다.

19 세기 초만 하더라도 동양 삼국에는 단편적인 문제집 같은 수학 책이 산학(算

學) 또는 산술(算術)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지만 그에 대한 교육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실학파(實學派)가 중국에 유입된 서양 수학책의 중국어 번역판을

공부했던것으로알려져있다.

19 세기 말의 개화기에 보통학교에서는 산술을 가르쳤고, 고등보통학교에서는 대

수(代數)와기하(幾何)를가르치기시작쩽짐다. 20 세기에들어와중등학교에서는대

수와기하외에삼각법(三角法)이교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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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정 시대의 중등학교와 대학의 중간 단계인 고등학교, 고등실업학교, 실업전문학

교등에서는대수학, 해석기하학, 미적분학등이교육되었는데, 이들과목에는때로는

초등 또는 고등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고등이라는 것은 내용이 고등하다는 뜻이 아

니라고등학교용이라는것에불과했다.

오늘날의이공계대학졸업생중에서도미적분이외에미분방정식, 행렬과행렬식

과 같은 선형대수학, 통계학 등의 초보를 배운 이는 드물다. 수학의 유용성 때문에 물

리학, 공학, 경제학, 경영학 등 분야에서 미적분학을 넘어서는 수학의 일부를 각 분야

마다 “수리물리학,” “공학을 위한 수학,” “경제수학,” “경영수학” 등의 이름으로 가

르치고 있어도, 그 분야 종사자들의 수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넓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대의 모 교수가 한 말로 “공학 분야 전공 수업을 받으려면 고차 편미분방정식을 풀

고 고급 통계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동아일보 2012년 6월 30일자). 현실적으

로그와같은능력을가진학생은드물다.

한마디로대부분의대학졸업생들이수학에대한바른이해를가지고있다고보기

는 어렵다. 다른 학문 분야에 흔한 “개론”이라는 것도 수학에서는 수박겉핥기로라도

불가능하며, 수학의낮은단계의해설에대하여만해당되는것이다.

수학을 전공한 이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학 전공자를

길러낸연희전문학교(연세대학교전신)수물과에서는미적분학을넘어서는수학의몇

분야가교수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왜정 시대에 일본의 대학 또는 고등사범학교에서 수학

을 전공한 몇 분이 고전적인 해석학, 근대대수학, 사영기하학, 미분기하학 등을 공부

하여, 해방 후의 우리 대학 교육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 전쟁까지

의혼란한시대에대학에서의연구라는개념은수학에관한한전혀없었다고해도과

언이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학에 대한 인식은 산수만 아는 사람, 대수와 기하뿐

이라고만생각하는사람, 미적분의초보까지만아는사람, 대학에서자기전공과관련

된 수학을 공부한 사람, 수학을 전공하여 수학 교육에 종사한 사람에 따라 현격하게

다르다.

우리나라대학에서연구가강조되기시작한것은 1970년대후반부터이며, 그이후

수학을전문적으로연구하여외국학술지에발표하는이들이나타났다.

수학에서의 지적 도전

수학의역사는수많은지적도전과그성공의역사이기도하다. 가령 19 세기만을

예로 들어 보아도, 젊은 날의 로바쳅스키 Lobachewski, 보요이 Bolyai, 리이만 Rie-

mann의 비 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은 기원전 3 세기부터 내려온 유클리드 Eucli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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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공리가 다른 공리들을 써서 증명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2천여 년 동안의 지

적 도전의 결과이다. 그보다 더 오래 된 3대 작도 문제나 16 세기 이래의 5차 이상의

대수방정식의 대수적 해법의 불가능성의 증명은 젊어서 세상을 떠난 아벨 Abel과 갈

르와 Galois의지적도전의결과이다. 그리고칸토르 Cantor의집합론은인류역사상

처음으로무한개념에도전하여무한의산술을세운것이다.

20 세기의대표적과학자인아인슈타인 Einstein이상대성원리를어떻게발견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한 공리에 도전함으로써”라 대답하였다고 한다. 로

바쳅스키와 보요이는 평행선 공리에 도전하여 비 유클리드 기하학을 발견하였고, 해

밀튼 Hamilton과 케일리 Cayley는 곱셈의 교환법칙에 도전하여 비 가환 대수를 발견

하였으며, 우카스제비츠  Lukaszewicz는 배중률에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논리 체계를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적 신념에 대한 의혹과 도전은 새로운 창조적 결과를 낳

는다. 1995년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와일즈 Wiles는, “순수히 추상적인

의문에 대하여 실세계에 별 응용이 없는 증명을 발견하는 데 왜 그토록 큰 노력을 기

울이는가?”하는질문에대하여, “순수수학자는미해결문제를푸는것을사랑할뿐이

다. 그들은도전을사랑한다. 그리고, 시간이흘러도증명이발견되지않으면, 그것은

진짜도전이된다”라고말했다.

과거의 또는 오늘날의 수학에서 어떤 지적 도전이 이루어져 왔고 또 어떤 일이 이

루어지고 있는가를 전문적으로 얘기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수학도 예

술처럼감상하고음미할만한가치가있는문화이다.

1990년에 힐튼 Hilton이 희망한 바와 같이, “음악 감상을 하는 것이 교육 받은 이

의증표인것처럼수학을감상하는것도그렇게되어야하며, . . . 교육받은보통사

람들이 수학을 예술처럼 감상하고 즐기고, 과학의 토대로서 존중하게 될 날을 고대한

다.”

수학은어디까지나인간의학문이기때문에, 수학자들의지적도전에덧붙여그들

의 인간적인 시련과 고뇌의 일단을 살피는 것도 우리 인간의 일이며, 수학자들의 그

밖의 활동도 좀 더 잘 알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수학자들의 지적 도전의 과정과

결과들일부를인간적으로이해하고연대순으로감상하는것도중요하다.

20 세기 수학에서의 지적 도전에 관하여는 이미 “학술원 논문집”(47권, pp.73-

147, 2007년)또는이책의 pp.103-177에서논한바있다.

수학의 각 분야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집적된 수학적 지식은 항상 체계화되고, 또 새로운 지식이 첨

가되면서 새로운 분야로 분화되고, 다른 분야들 사이의 관련성이 밝혀지면서 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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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생겨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수학의 기본적인 분야들에 관하여 대

학수준의해설을하기로한다.

수학의 연구 분야

위에서본바와같이수학의분야가다양함에도불구하고대학이나대학원에서교

수되는 교과목은 기본적인 것에 불과할 뿐, 좀 더 심오하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위

한연구분야는별개의것이다.

우리나라의 수학을 대표할 수 있는 분야와 대표적인 업적을 찾는 작업을 하면서,

“정량적”으로 미국수학회(AMS)의 MathSciNet에서 2013년 1월초 현재 300 이상의

인용도를 가진 한국계 학자로서 인용도가 발표 논문수의 2배 이상인 업적을 가진 이

들을 뽑아 보았더니 17명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상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또는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위의 기준에 맞는 이를 전부 망라한 것이다. “정성적”으

로는업적의중요성, 난이도, 응용성등이고려되어야하겠으나거기에따라다니는주

관성, 저명도, 편견, 분과별 파벌성, 매스컴의 영향, 학술지의 상업성 등의 폐해를 적

극배제하려는것이위와같은정량적인방법을생각해낸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수학의 대표적 업적이 대수학, 대수기하학, 미분기하학, 작용

소론, 부동점이론, 편미분방정식, 수치해석학, 조합론, OR, 프로그래밍 등에서의 특

정분야임이밝혀졌다.

현재의 수학의 연구 분야들은 미국수학회나 유럽수학회가 작성한 110 페이지

에 이르는 방대한 분류표로 알 수 있다. 다음은 유럽수학회가 주동이 되어 편집한

2010년도의것으로 Zentralblatt Math에실린것의대항목만을든것이다.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2010

00 일반 01 역사와전기 03 수리논리와기초론 05 조합론 06 순서, 속, 순서대수구

조 08 일반대수계

11 정수론 12 체론과 다항식 13 가환대수 14 대수기하학 15 선형대수와 다중선형

대수; 행렬론 16 결합적환과결합적대수 18 카테고리론, 호몰로지대수학 19 K-이론

20 군론과일반화 22 위상군론, Lie 군론 26 실함수론 28 측도와적분론

30 일복소변수 함수론 31 포텐셜론 32 다복소변수 함수론 33 특수함수론 34 상미

분방정식 35 편미분방정식 39 동력학계와에르고드론

40 수열, 급수, 총합법 41 근사와 전개 42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조화해석 43 추상

조화해석 44 적분변환, 작용소 계산 45 적분방정식론 46 함수해석학 47 작용소론 49

변분법과최적제어,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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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하학 52 볼록기하학과 이산기하학 53 미분기하학 54 일반위상수학 55 대수

적위상수학 57 다양체와세포복체 58 대역해석학, 다양체에서의해석학

60 확률론과확률과정론 62 통계학 65 수치해석 68 계산기과학

70 입자와 입자계의 역학 74 변형가능 고체의 역학 76 유체역학 78 광학, 전자기

론

80 고전 열역학, 열전도 81 양자이론 82 통계역학, 물질의 구조 83 상대성이론과

중력이론 85 천문학과천체물리학 86 지구물리학

90 OR, 수학적 프로그래밍 91 게임이론, 경제학, 사회과학, 행동과학 92 생물학,

그밖의자연과학 93 시스템이론, 제어이론 94 정보와통신, 회로이론 97 수학교육

번호가 건너뛰고 있는 것은 미래에 삽입될 새로운 분야의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

다. 이런대항목만보아도수학의세계의다양성에놀라게된다.

실제로 58까지는 순수수학, 60-68은 수학에서 거의 독립해 나간 확률, 통계, 수치

해석, 컴퓨터과학 등 분야이며, 70-83은 수학을 사용하는 물리학의 여러 분야, 85 천

문학, 86 지구물리학, 92 생물학 등 수학을 도구로 이용하는 분야 외에도, 90, 91, 93,

94는수학에서태어난 OR, 게임이론, 시스템이론등이들어있다.

이런 대항목의 각각에 여러 개의 중항목이 들어 있고 다시 중항목은 여러 소항목

으로 나뉜다. 가령 47H는 대항목 “47 작용소론” 안의 중항목 “H 비선형작용소와 그

성질”을 가리키며, 47H10은 다시 그 안의 소항목 “부동점 정리들”을 가리킨다. 여

기에는 관련된 소항목도 보라고 나와 있는데, “37 동력학계와 에르고드 이론”에서의

“37C25 부동점, 주기점, 부동점 지표이론,” “54 일반위상수학”에서의 “54H25 부동점

정리와 일치점정리,” “55 대수적 위상수학”에서의 “55M20부동점과 일치점,” “58 대

역해석학, 다양체에서의 해석학”에서의 “58C30 다양체 위에서의 부동점정리”가 관련

된소항목들이다.

모든 분야가 소항목으로 다 나열된 것은 아니어서, 필자가 개발 중인 KKM 이론

은 아무 항목으로도 나와 있지 않아, 그에 관한 논문에서는 관련된 항목으로 47H04,

47H10, 47J20, 47N10, 49J53, 52A99, 54C60, 54H25, 58E35, 90C47, 91A13, 91B50을

들고있다.

연구와 인용도

이처럼 수많은 분야 중에서 기본적인 교과목 공부를 한 뒤에 특정 소항목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에 관한 참고문헌을 섭렵한 뒤에 자신만의 연구를 하게 된다. 자신 또는

자신이속한공동연구그룹의연구결과를논문으로작성한뒤에는그논문을학술회

의에서 발표하거나 전 세계 1000개도 넘는 수학 학술지에 투고하게 된다. 각각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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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여 발표가 끝나면 Zentralblatt Math (ZM) 또는 미국수학

회의 Mathematical Reviews (수학비평, MR)의비평단계가 기다리고있다. 이들두

책자는 해마다 방대한 분량으로 간행되는데, 학술지에 발표된 수많은 논문들 거의 대

부분을 수집하여 각 논문의 내용을 해당 전문가에게 읽히고 비평을 하게 한다. 필자

는 1980년부터 MR의 Reviewer로서지금까지 270 여편의비평을한바있다.

특히 MR에서는 MathSciNet을통하여각저자마다의발표논문, 연구분야, 공저

자, 다른 간행물에서의 인용도(citation), 연구자 상호간의 거리(공저를 몇 단계에 걸

쳐 하였는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MR 이외에도 SCI, Scopus, Google,

ResearchGate 같은상업체에서도인용도를발표하고있다.

이제 2013년 1월 경의 MathSciNet에서의 인용도에 관한 몇 개의 에피소드를 들

어보자.

20 세기 전반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로 알려졌던 독일의 힐버트 Hilbert가 발표한

간행물은 26편, 그에 관련된 간행물은 269편이며, 2280명의 저자가 1780번 인용하였

다. 그의시대는논문보다책을많이쓰던시절이었다.

일생을 방랑하면서 논문 쓰는 것을 전업으로 삼았던 에르되쉬 Erdös는 970편의

논문과그에관련된간행물 1595편이올라있고, 5267명의저자가 9348회인용하였다.

상당히많은논문의인용도가 1이라고한다.

공저가 많기로 이름난 60대의 한 외국 수학자는 1152편을 발표하여 2181명의 저

자가 5452회인용하였다.

한국계 수학자로는 1100회 이상의 인용도를 가진 사람이 두 명 있다. 위와 같은

숫자들은거의달마다바뀌므로그때그때마다 MathSciNet을찾아보아야한다.

MR (Mathematical Reviews)에관한미국수학회의공식적인소개는

http://www.youtube.com/watch?v=cUEOghB3MvM

에나와있다.

20 세기 수학의 회고와 전망

우리는역사에서교양과전망과겸손을배운다고누군가말했다.

20 세기 중반에 학문을 시작한 필자에게는 수학은 추상성, 일반성, 무한성, 공리

성, 포괄성 등을 지닌 거대한 체계로만 보였다. 이제 새로운 세기가 되어 누구나 지난

세기에 대한 회고와 21세기에 관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어떤 이가 말한 것처

럼 회고는 어렵고 예측은 그래도 약간 쉽다. 회고가 어려운 것은 의견의 차이 때문일

것이며, 예측이쉽다는것은아직미래를모르기때문일것이다.

1977년경까지의 20 세기의 순수수학의 회고와 동향에 관하여는 부르바끼의 입장

에서본디외돈네 Dieudonné 의글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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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1 세기의수학은어떠하리라쉽게예측할수있을까?

수학이 무엇인가 말하기는 어려우나,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수학은 연역적

이론을 세우는 art (예술 또는 기술)로서, 알려진 사실을 나열하기만하는 과학은 아니

다. 가령 골드바하의 예상은 잘 알려진 경험적 사실이며, 잘 알려진 공리계 안에서 증

명될 수 있을 것이지만, 어떤 연역적 이론의 결과라 증명되기 전까지는 정리가 아니

다. 다시 회고해보면, 19 세기에 제기된 문제들은 대부분이 아름답고 놀랄만한 연역

적이론으로해결되었으며, 21 세기를위한새문제들이제기되고있다. 21 세기의수

학과 컴퓨터과학을 포함하는 수리과학이 20 세기에서와 같은 개념들에 기반을 두고

발전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 있겠으나, 적어도 논리학과 집합론은 모든 수학의 근저로

서가장유용하고고무적인보편적이론으로남아있을것이예견된다.

논리나 계산이나 응용수학이 아닌 분야에 한정하여 아티야 Atiyah는 20 세기의

수학의경향을다음과같이논한바있다:

1. 국소에서대역으로 (local to global)

2. 차원의증대 (increase in dimensions)

3. 가환에서비가환으로 (commutative to non-commutative)

4. 선형에서비선형으로 (linear to non-linear)

5. 기하학대대수학 (geometry versus algebra)

6. 공통적인 방법론 (techniques in common) – 호몰로지 론(homology theory),

K-이론(K-theory), 리이군론(Lie groups)

7. 유한군론 (finite groups)

8. 물리학의영향 (impact of physics)

우리는이런구체적인내용을아티야에따라반복할수는없으나, 1-4에서보는바

와같이일반화를통한새로운내용의방대화, 추상화를볼수있고, 5와 6에서와같이

새로운 방법론과 다른 분야 사이의 상호간 영향을 볼 수 있으며, 7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의 세기들의 결과를 확대하여 해결하는 등의 특징을 20 세기의 수학에서 확연

히볼수있다.

이에 덧붙여 20 세기 중반부터는 폰 노이만 von Neumann과 같은 수학자들의 주

도로 컴퓨터 문화가 정착함에 따라, 수학 자체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의 행동과학 방

면으로 크게 응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데이터분석과 정보처리를 위한 정보과학의 기

반이 되었으며, 21 세기 IT 산업의 핵심이기도 하다. 20 세기에 수백 개의 이론과 그

응용이 나타났었던 것에 비추어, 21 세기의 수학에 어떤 새로운 분야들이 나타나리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클레이 Clay 연구소가 제시한 7 개의 현상문제를 비롯한 수많

은미해결문제의해결과산업의발달에따르는새로운이론의창출의필요때문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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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체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리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더구나, 프랙탈 기하

학과 같은 예에서 보는 것처럼, 컴퓨터의 출현이 그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하

게했던것을상기할때, 21 세기에도수학에큰변혁이일어날것이예상된다.

흔히 자연의 탐구는 새로운 수학적 예상과 때로는 그것의 증명조차 암시해 주며,

경우에 따라 흥미 있는 이론을 이끌어낼 새로운 기본적 공리를 암시해 주기도 한다.

특히, 논리는자연이실체를기술하기위해우리에게마련해준연구방식이며자연적

지성의 연구이다. 무한집합의 개념조차도 어떤 분명히 끝이 없는 절차로부터, 또 물

리적 공간-시간 연속체로부터 암시된 것이다. 따라서 수학은 인간의 상상력에만 기반

을둔것은아니다. 인류는자연을탐구함으로써수학의 art를생성하는것이다.

한편 사회의 발전에 따르는 새로운 과제도 수학의 앞길에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

다. 새로운디지털시대의대표적인예가정보통신분야와금융수학이다.

암호학은 전통적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왔었던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

통신이나 전자 상거래와 금융 결제 등의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정보 보안 때문에 새

로운 첨단분야가 되었다. 컴퓨터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에서는 프랙탈 이론 이외에도

사영기하학이나 리이 Lie 군론이 이용되고 있다. 디지털 TV와 무선인터넷에서의 디

지털 영상 압축 기술 역시 수학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 산업에서의 환율, 금

리, 주가와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작업은 미분방정식과 확률론

의응용이되었다.

이러한실용을도외시하고라도, 수학이인류전체의정신문화에서큰자리를차지

하고 있음이 바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예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수학은 인류의 위대

한 성과로서 감상되어야 한다. 그 성과의 응용이 무엇이냐 묻는 것은 위대한 예술의

응용을 묻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다. 한편, 순수한 수학 연구조차도 생각하지 못했

던 응용을 낳아오고 있다. 예를 들어, 와일즈 Wiles의 증명은 정수론이나 대수기하학

의깊은이론을응용한것이며, 정수론의소인수분해나유한체상에서의벡터공간이

나 타원곡선론은 암호이론이나 부호이론과 같은 실용면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인공

위성에 의한 통신이나 CD에 사용되고 있다. 또 로봇 제어를 써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도 수학이 쓰이며, 미사일이나 항공기 설계에서 난류를 고려하는 데도 고도의 수학

이필요하다. 이런응용은 21 세기에도계속하여나타날것이다.

에필로그

위에서 우리는 수학에서 연구하는 분야의 대항목의 이름을 소개하였으나, 각각의

내용은 그 앞의 수학의 분야에서 소개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수많은 분야에 관한 수많은 연구는 전문가 이외에는 알 길이 없고, 같은 분야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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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사람끼리도서로상대방의연구를확실하게알고있다고말하기는어렵다.

그래도 이런 연구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지식의 한계를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이는 마치 수많은 천체 중에서 우리가 행성에 가볼 수 없고

행성에대하여자세한연구결과를알지못한다할지라도, 그이름들을아는것만으로

도큰지식이라생각할수있다는것에비유된다.

1946년부터 대학교육이 근대화된 지 76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나라는 경제, 산업,

체육, 예술, 국방의 특정 분야에서는 10대 강국 안에 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

나학문의거의모든분야에서는아직멀었으며, 그러한관점에서국격에맞도록학문

의연구가크게진흥되어야한다.

이런 시대에 입시 수학에나 매달려 몇 년씩 귀중한 청소년기를 보낸다는 것이 너

무나안타깝고, 그것만이수학이라생각하는헛된미망속에서평생을보내는것도또

한 안타깝다. 대부분의 수학 연구자는 불철주야 연구하여 자기만의 희열과 타자로부

터의 약간의 공감을 얻는 것에 불과한 인생을 산다. 다만 위대한 결과를 얻어낸 연구

자만이 후대에 기억될 뿐인데, 그러기에는 참된 수학이 너무나 어렵다. 그래도 노력

은해보아야한다.

이 글이, 2014년 ICM을 통하여 수학 연구의 국가적인 도약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국민전체의수학에대한바른이해에도움이되었으면한다.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40호 (2013. 7. 1),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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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학의 대표적 업적들

1. 머리말

이 글은, 2014년 초에 대한민국학술원이 간행한 『학문 연구의 동향과 쟁점』

제3집 『수학』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학의 현황을 알리는 17 개의 논문의 요약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이 제3집의 목표는 한국 수학자들의 대표적인 높은 수준의 업적

을 집대성하는 것이며, 각 논문의 저자들은 국내외에서 역사상 지금까지 활동해온 한

국계수학자들로서미국수학회의 MathSciNet에서높은인용도를보인사람들중에서

엄선되었다.

마침 대한수학회는 2014년을 한국 수학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2014년 8월에 서울

에서 세계 수학자 대회(Seoul ICM 2014)를 주최하였다. 그 대회의 역사와 회의의 실

제 내용은 [3]과 [6]에 나와 있다. 그에 앞서 이 기회에 위의 논문집이 참가자들의 한

국 수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 내용을 알리는 영

문해설논문 [5]를전세계 500 여명의수학자들에게전자메일로발송한바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학술 기관인 대한민국학술원에서는 새천년을 맞이

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각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진 물음과 해답을 비판적으로 성찰

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10년간 『한국의 학술연구』를 발간하여 왔다. 그 후속으로

2011년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은『한국의 학술연구』에서

축적된과거의학문적성과를바탕으로현시대의학문동향과쟁점, 그리고더나아가

미래의학문연구의방향을모색해보고자기획되었다.

2014년초에발간된 『학문연구의동향과쟁점』제3집은『수학』영역을다루며, 주

된 내용은 우리나라 수학 연구의 동향과 앞으로 기대되는 연구과제 또는 미해결 현안

문제의 해설이다. 이 책이, Seoul ICM 2014에 반년 앞서 간행되었다는 역사적 사실

은큰의미를가지며, 국내에서보다도 [5]를통하여외국학자들에게더잘알려졌다는

것도반드시기억되어야할일이다.

이 책의『머리글』에서는 일반 독자들을 위하여 오늘날의 수학의 각 분야와 수학

및 수리과학의 연구 분야를 개관하고, 연구 진행 과정과 논문 인용도의 중요성, 수학

이 20세기를 지나 21세기로 변해가는 과정을 살펴본 뒤에, 우리 수학계의 세계적 진

출의예를들었다. 관련된글로는그에앞서학술원에서간행된문헌 [1], [2], [4]가있

다.

『머리글』뒤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우리 수학계의 최고의 업적을 가진 집필위원

열일곱 분이 각자의 분야의 연구결과를 해설하고, 연구 동향과 앞으로 기대되는 과제

와 미해결 문제들을 소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학 연구의 역사상 최초의 이와 같

은시도는연구자상호간의이해를증진시키고, 젊은연구자의좋은길잡이가될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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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변 학계의 인사들에게 넓은 시야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학

문발전에크게기여하리라생각된다.

이 글은, 2014년 초에 대한민국학술원이 간행한 『학문 연구의 동향과 쟁점』

제3집 『수학』편에실린 17 개의논문의요약을소개하고그에관련하여우리나라수

학의 현황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 제3집의 주된 목표는 한국 수학자들의 대표적인

높은수준의업적을소개하려는것이다.

이들 열일곱 분의 연구 결과로 우리나라 수학의 대표적 업적의 세분된 분야가 환

론, 비결합대수, 표현론, 대수기하학, 편미분방정식의 응용, 미분기하학, 함수방정식

과 함수부등식, 작용소론, 비선형해석학, 부동점이론, 대수적위상수학, 조합론, 수치

해석학, 적정이론, OR, 프로그래밍, 응용수학등에서의특정분야임이밝혀졌다.

우리는 이 논문집이, 한국의 젊은 수학도들이 선배 수학자들의 업적을 알게 해 주

고, 또 외국인 학자들이 [5] 이외에 각 논문의 참고 문헌과 요약(에 들어 있는 수학 분

야 분류번호 2010 MSC와 주요용어 등)을 통하여 한국수학자들의 성취를 조금이라도

알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위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위의 논문집은

국내의주요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대학의수학과에무료로보급되었다.

2. 각 논문의 요약

대한민국학술원이 2014년 초에 간행한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제3집 『수학』

편은수학의여러세분된분야에서의한국인의최신연구를다룬 17 편의논문으로이

루어진 논문집이다. 이 절에서는 그 논문들의 제목, 저자, 요약을 소개한다. 각 논문

은그저자의주된연구업적과그에관련된미해결문제, 예상(추측)문제, 역사등을

설명하고있다.

우선 이 논문집의 머리글의 요약을 소개한다. 이 머리글은 17 편에 들어 있지 않

다.

제3집 『수학』편—머리글

박세희(학술원회원, 서울대학교명예교수)

이 머리글에서는, 먼저, 전반적으로 오늘날의 수학의 각 분야와 수학 및 수리과학

의 연구 분야를 개관하고, 일반적인 연구 과정과 인용도의 중요성을 논한다. 수학이

20세기를 지나 21세기로 변해가는 과정을 회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근대적 학문 연

구를 돌이켜 본 뒤에, 우리 수학계의 세계적 진출의 예를 든다. 끝으로 이 책의 편집

방침을설명한다.

이제부터이논문집에실린 17편의각각의요약을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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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과 본질적 큰 환

박재걸(부산대학교명예교수)

주어진 환(ring)에 대응하는 가군(module)의 단사포(injective hull)가 원래의 환

구조와 양립되는(compatible) 환 구조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할 것이며, 여

러 가지 예를 제시한다. Shoda, Eckmann, Schopf, Utumi, Johnson, Osofsky, Lang,

Birkenmeier, Park, Rizvi, Camillo, Herzog,그리고 Nielsen의연구결과들을다룬다.

한국 표현론의 현황과 전망

강석진(서울대학교교수)

이 글에서는 표현론의 대표적인 주제와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이 과정에서 한국

수학자들이 공헌한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설명한다. 특히 Kac-Moody 대

수, 양자군, 결정 기저, Khovanov-Lauda-Rouquier 대수, 고차 표현론 등을 중점적으

로다룬다.

사영다양체의 치역 경직성

황준묵 (고등과학원교수)

이글에서는복소사영다양체의치역경직성문제를소개하고지금까지이문제가

해결된 다양체들과 그 증명 과정에서 쓰인 접근 방법을 설명한다. 이 문제는 다양체

가 uniruled 가 아닌 경우 완전히 해결되었고, 문제가 흥미로워지는 것은 사영다양체

가 uniruled 인 경우이다. uniruled 사영다양체의 경우 지금까지 극소유리곡선을 이

용한 접근 방법, 특히 극소 유리 접 다양체의 이론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 글을 통

해 극소 유리 접 다양체 이론이 구체적인 기하학 문제인 치역 경직성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볼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몇 가지 미해결문

제도제시할것이다.

역문제 해석과 실험 가능한 수학 이론

서진근(연세대학교교수)

인체조직의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도전율 분포를 영상화하는 전기 임피던스 단

층촬영(EIT)은 의료계의 전기생리학적 연구와 관련되어 많은 의용공학자와 수학자들

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생체조직의 도전율은 분자수준의 성분, 이온의 농

도와 이동도, 체액을 구성하는 용매의 양과 상태 등에 따라 변하며, 생체조직의 기능

과대사에따라그값이큰폭으로변하고있다. 따라서전기임피던스단층촬영시스

템들은기존의기술로는얻을수없는전혀다른유용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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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는 1979년 해석학의 거장인 A. P. Calderon이 EIT와 관련해 수리모델을 제

시한 이래 30여 년간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역문제의 data-image

간의 sensitivity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능력 취약으로, 실험적으로 검증가능한 역문제

수학 이론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2000년에 서진근, 우응제, 권오인은 EIT 역문제의

한계성을 분석하고, 무회전 MREIT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제안하였다. 이 방식은

주입전류에 의해 유기된 인체 내부의 자속밀도 분포를 자기공명 영상시스템으로 측정

한 뒤, 도전율과 주입전류에 의해 유기된 자속밀도 사이의 (Maxwell 방정식 기반의)

비선형관계를 이용해 인체 내부의 도전율 영상을 계산하여 화면에 출력한다. 무회전

MREIT는 현존하는 도전율 영상 기술 중에서 공간해상도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되

고 있다. 이 글은 실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수학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수리모델링

과해석에서부터, 알고리즘개발, 계측방식, 임상실험에까지여러분야의지식을어떻

게상호연계하고기술적인한계성을극복해왔는지설명하고자한다.

오일러 방정식의 특이해의 생성문제에 관하여

채동호(중앙대학교석학교수)

3차원 Euler 방정식에서 유한시간 안에 해의 폭발 여부 문제는 수리유체역학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최근의 접

근 시도들을 요약해본다. 우선 Kato의 고전적 결과인 국소해의 Sobolev 공간 상에서

의 존재성과 유한시간 해의 폭발에 관한 Beale-Kato-Majda 의 폭발 조건에 관하여

논의한다. 그 다음에 해의 정칙성에 관한 Constantin-Fefferman-Majda 의 기하학적

조건과 함께 위의 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논의한다. 그 다음으로 특이해의 생성에 관

한자기-닮음폭발의시나리오제거에관한몇가지결과들을보인다.

함수방정식과 함수부등식

박춘길 (한양대학교교수)

이 글에서는 함수방정식과 함수부등식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살펴보고 함수방

정식과 함수부등식의 활용성을 살펴본다. 먼저, 함수방정식과 그 안정성에 대한 역

사적인 전개를 살펴본다. 안정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Hyers-Ulam의 직접적인 방법

을 사용할 때도 있고 부동점이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다. 일차함수방정

식의 안정성에 대한 결과의 활용으로 다음 공간의 모피즘 연구에 이용한다. (1) 작용

소대수, (2) Lie 작용소대수, (3) Jordan 작용소대수, (4) Poisson JC∗-대수, (5) C∗-

ternary 대수. 함수방정식의 안정성에 대한 결과를 (1) 퍼지공간, (2) 확률공간, (3)

행렬노옴공간 등에서의 모피즘 연구에 활용한다. 다음으로 함수부등식과 그 안정성

에 대한 확장과정을 알아보고, 일차함수부등식의 안정성에 대한 결과의 활용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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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공간의모피즘연구에이용한다. (1) 작용소대수위의 Banach 가군, (2) 퍼지공간,

(3) 확률공간, (4) 행렬노옴공간, (5) 행렬퍼지노옴공간.

토에플리츠 작용소에 대한 브리지 이론

이우영(서울대학교교수)

Toeplitz 작용소는 수학과 물리학의 다양한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또한

아정규와 부분정규 작용소 이론은 오늘날 광범위하게 잘 발달된 분야로 성장하였으며

함수해석학, 작용소 이론, 수리물리학 등의 많은 문제를 푸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해왔

다. 따라서, Toeplitz 작용소에 대한 아정규성과 부분정규성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질문은 흥미롭고 매력적이다:

어떤 Toeplitz 작용소가아정규이거나부분정규인가? 정규성과부분정규성에대한정

확한 관계가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온 반면에, 아정규성 안에서의 부분정규성의 위치

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무한차원 복소 Hilbert (혹은 Banach)

공간 상의 유계작용소에 관한 아정규성과 부분정규성 사이의 틈을 연구하는 분야를

“브리지 이론”이라 부르는데, 이 글에서는 Toeplitz 작용소에 대한 브리지 이론의 발

전을 설명한다. 이는 1970년에 Halmos가 제시한 열 개의 문제 중 다음과 같은 다섯

번째 문제로부터 야기된다: 모든 부분정규 Toeplitz 작용소는 정규이거나 해석적인

가?

힐버트 공간 작용소의 구조에 관한 연구의 동향

정일봉(경북대학교교수)

Hilbert 공간 작용소의 구조 연구 중에서 1930년대 von Neumann이 제시한 유계

작용소의 불변부분공간 문제가 여러 관련 분야 중에서 핵심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

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글에서는 먼저 불변부분공간 문제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비

롯하여 최근의 연구 동향과 그에 따른 결과를 소개한다. 그리고 작용소의 구조 연구

를 위하여 부분정규 작용소와 아정규 작용소 사이의 성질을 가지는 여러 작용소들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를 우리는 작용소의 틈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틈이론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관하여 서술한다. 이 이론에서

나타나는 연구모델 중에서 무게변환 작용소가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모

델을 확장한 모델로서 방향트리 상에서 정의된 무게변환 작용소가 도입되었는데 이

작용소모델의구조를살펴보고이에관련된연구와그동향을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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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문제들을 위한 반복방법과 응용

조열제 (경상대학교교수)

이 글에서는 Picard 수렴정리와 Banach 부동점정리를 기초로 하여, (1) 여러 가

지 반복수열의 소개, (2) Halpern의 정리와 관련되는 결과, (3) 일반화된 평형문제들

과 응용문제, (4) 계층적 변분포함문제들과 응용문제, (5) 다집합 분리가능성문제들과

응용문제, (6) 이중혼합평형문제, 하단혼합평형문제와응용에관한최근결과들을소

개한다.

다양한 반복체계에서의 강 수렴과 약 수렴

이병수 (경성대학교교수)

이글에서는다양한반복체계(Mann iteration scheme, Halpern iteration scheme,

Ishikawa iteration scheme, Noor (three-step) iteration scheme, multiple iteration

scheme)에서 생성된 원소열의 일가사상 및 다가사상의 부동점 또는 일가사상족들의

공통부동점으로의강수렴과약수렴을다룬다.

증대작용소의 영점에 대한 반복방법들

정종수 (동아대학교교수)

이글에서는 Banach 공간에서증대작용소의영점을구하기위한여러반복방법들

을 소개하고, 비확장사상과 의사축약사상들에 대한 반복방법과 근사부동점들의 수렴

성에대한결과들을소개한다.

부동점 방법과 KKM 방법

박세희(학술원회원, 서울대학교명예교수)

이 글에서는 비선형해석학에서의 평형문제들에 관한 부동점 방 법과 KKM 방

법을 비교하여, 연대순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본적인 정리들이 추상볼록공간에

서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인다. (1) von Neumann의 최소최대정리, (2) von Neu-

mann의 교차정리, (3) Nash 의 평형정리, (4) Debreu의 사회 평형 존재정리, (5)

Gale-Nikaido-Debreu 정리, (6) Fan-Browder 부동점정리와 극대원정리, (7) Ky

Fan의 최소최대부등식, (8) 변분부등식의 해의 존재정리들, (9) Himmelberg 형 부

동점정리, (10) 일반화 KKM 형정리.

이와 같이 KKM 이론의 중요한 정리들 대부분이 위상벡터공간에서의 선형성을

가정하지않아도위상적인성질만으로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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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르비츠의 피복 계수 문제

곽진호(북경교통대석좌교수; 포항공대명예교수)

Riemann 구면의 분지된 피복 개념은 19세기 말 해석적 다가함수의 연구에서 시

작되었다. 후에, 이는 Riemann 곡면과 Riemann 다양체의 개념을 도입하는 기초가

되었다. Riemann 곡면론은 1891년과 1903년에 각각 출판된 A. Hurwitz의 두 논문

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이들 논문에서 아직도 미해결인 Hurwitz 계수문제가 제

시되었다: 주어진 Riemann 곡면상에서미리지정된분지모양의분기점을가지는피

복을계수(計數)하여라. 20세기에들어와서많은논문들이이문제를다루었다. 세기

말이 되어, Hurwitz 계수문제 는 moduli 공간, Witten-Gromov 불변량과 같은 물리

학에서의 중요한 불변량들과 관련됨이 밝혀졌다. 필즈메달 수상자 Okounkov 교수는

그의최근논문에서 Hurwitz 수, 군표현론, 확률론, 편미분방정식론사이의흥미로운

상호관련성을 보였다. 이 논문은 Riemann 곡면의 (분지된) 피복의 계수문제, 나아가

유한생성 기본군을 가지는 그래프, 다양체 상에서 피복의 계수문제를 살펴본다. 특히

군론적, 조합적, 위상적관점에서문제를조명한다.

계수 2인 에르미트 대칭공간의 실초곡면 연구

서영진(경북대학교교수)

이 논문에서는 계수가 1 또는 2인 Hermite 대칭공간의 등질 실초곡면의 분류에

관하여 논한다. 특히 위수 2인 복소 두 평면 Grassmann 다양체, 복소 쌍곡 두 평면

Grassmann 다양체, 복소 2차 실초곡면과 그 기하학적 성질에 관한 최근의 연구와 관

련된연구를소개하고자한다.

심플렉틱 위상에서의 플로어 호몰로지와 거울 대칭

오용근 (기하학수리물리연구센터소장, 포항공대, 위스콘신대교수)

이 해설논문에서, Floer 호몰로지는 무엇이며 그것이 심플렉틱 기하학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닫힌 현과 열린 현 두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경우에, chain

level Floer 이론이 어떻게 Hamilton 흐름의 심플렉틱 불변량을 이끌어내며 위상적

Hamilton 역학의 연구로 유도하는지 설명한다. 둘째 경우에, Floer의 원래의 La-

grange 교차 Floer 호몰로지의 구성이 완전 Lagrange 부분다양체의 카테고리를 벗어

나자마자 장애가 생겨나는지 설명한다. 이러한 설정이 심플렉틱 위상과 관련된 La-

grange 매립(embedding)의 위상의 연구와 거울 대칭(mirror symmetry)에 어떻게 응

용되는가도역시살펴본다.

이 글은 Madrid ICM–2006 Proceedings에 발표된 해설논문을 약간 수정하고 최

신의정보를담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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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 및 응용수학의 괄목할 만한 주요 결과

신동우(서울대학교교수)

전자기장을해석하는데필요한함수공간에서의 Green의정리에관한몇가지결

과를 소개한다. 특히 H(curl) Sobolev 공간에 속하는 함수들의 경계에서의 함수해석

적 해석을 세밀하게 다루었다. 몇 가지 새로운 비순응 유한요소공간을 발견하고 분석

하였다. 열방정식과 같은 진화방정식을 푸는 데 Laplace 변환을 이용한 새로운 병렬

해법을제시하였다. 이방법은이상적으로효율적인병렬수치해법이며무엇보다도지

수적수렴성을가지고있다.

최적화 문제를 위한 최적조건과 안정성 분석

이규명(부경대학교교수)

볼록 최적화 문제에 대하여 제약상정 조건 없이도 성립하는 수열적 최적조건과

약화된 제약상정 조건 아래에서 성립하는 최적조건을 생각하고자 한다. 미분 불가

능한 볼록함수로 이루어진 벡터 볼록 최적화 문제의 해집합들과 볼록함수의 아래미

분(subdifferential)으로 표현된 벡터 변분부등식들의 해집합들과의 관계, 제약집합이

볼록함수로 구체적으로 주어질 때의 벡터 변분부등식의 해가 될 필요충분조건, 섭동

된 강 단조 벡터 변분부등식의 안정성 분석 결과와 이 결과의 적용으로서 섭동된 강

볼록 벡터 최적화 문제에 대한 안정성 분석 결과를 주고자 한다. 나아가서, 볼록 최

적화 문제의 목적함수가 선형함수에 의해 섭동될 때에 있어서의 안정한 Farkas 예비

정리(stable Farkas lemma)의 특성화와 그의 적용으로서의 안정한 Lagrange 쌍대정

리(stable Lagrange duality theorem)를정리하였다. 그리고,섭동된 2차형최적화문

제에서의안정성분석결과인 KKT-점(Karush-Kuhn-Tucker point) 다가함수의연속

성, 최적해 다가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나열하고, 최적값함수의 방향도함

수와미분을계산하는방법을주고자한다.

3. 후기

수학은인간의여러가지감각에의존하는다른자연과학과는전혀다른인간만의

날카로운 지성에 의존하며, 여기 실린 논문들은 대체로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알고 있는 수학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것들이다. 중고교, 대학, 대학원에서 가르치

는 도구 과목으로서의 수학을 배운 사람들의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는 뜻이며, 국내외

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이들 중에서도 최상급에 속하는 업적들이며, 국제적

으로인용도가높은업적들이다.



우리나라수학의대표적업적들 271

우리가 2013년 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17인의 집필진 외에 집필에 불응

한국내학자가 5명있으며, 그기준밖에도지난세번의 ICM의초청강연자, 각종학

술상의 수상자, 수준 높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이들, 외국의 저명대학 교수, 작고

한수학자들이여러명있으며, 이들중에는언론의각광을받은이들도여러명있다.

언제인가 이들이 논문 인용도를 높여서 명실 그대로 한국의 대표적 수학자로 인정받

게되기를기대하는바이다.

이 책의 집필책임자로서 필자는 거의 2년 동안 기획, 조사, 집필자 선정, 원고 청

탁, 원고수집, 편집, 7 차례의교정, 내용검토, 내용토의, 의견교환, 각종통신의활

용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라건대, 이 책이 한국 수학의 역사상 대표적 업적을 집대

성한것으로한국인의수학저술로는단군이래가장위대한것으로평가될것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비상업적인 학술서의 간행은 학술원이 아니면 전혀 할 수 없는

일로서, 학술원의큰역할에대하여새삼경의를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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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 이후

기원전 3세기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유클리드가저술한 “엘레멘트”는 20세기초까지교과서로쓰여왔고, 그앞의쪽줄거

리는 1950년대까지 “논증기하”라 하여 우리 고교 수학의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 동안

그서술방식은몇개의자명하다고생각되는공리를기반으로하여, 삼단논법과배중

률을 기조로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따라 많은 정리들을 이끌어내는 서술방

식을택한것이었다.

오랜 동안 그 내용은 만고불변의 진리로 간주되고 그 서술방식은 모든 학문의 전

형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스피노자는 이러한 서술 방식을 따르는 윤리학 책을

저술하였고, 근대 이후의 모든 법률 체계는 공리에 해당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논리적

으로모순이없는조문들을나열하는방식으로기술되고있다.

이와같은유클리드기하학의평행성공리에처음으로의문을가진수학자중에는

아르키메데스, 뉴턴 등과 비견되는 19세기 초의 가우스가 있다. 그는 나폴레옹 군의

점령 하에서 그 지방의 측량 책임자로 동원된 기회를 이용하여. 그 지방의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세 산봉우리가 이루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측정하게 하였는데, 예상과

는 달리 여전히 180도였다. 그러나, 그는 곡면의 굽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불변량

인 가우스 곡률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곡면 위의 기하학을 마들었다. 가우스 의 학우

의 아들인 보요이와 그의 제자인 리이만이 비 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자인 것은 우연

이아니다.

보요이와 로바쳅스키는 평행선 공리를 부정하여 각각 독자적으로 ”삼각형의 내각

의 합은 180◦보다 작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새로운 기하학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와 같은 기하학을 쌍곡적 기하학이라 부른다. 또 가우스의 ”곡면 위의 기

하학”에영향을받은리이만은구면을모델로하여타원기하학을청시하였다.

19세기 중반 비 유클리드 기하학이 발견된 이후 기하학은 공간의 구조를 연구하

고, 그그불변량에따라공간을분류하는학문으로발전하였다.

1884년 보네는 거우스가 발표하지 않았던 소위 Gauss-Bonett 정리를 발표하였는

데, 이것은 곡면의 구조를 설명하는 미분기하학과 오일러 지표를 포함하는 위상기하

학을연결시키는핵심적정리이다.

비 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에 의하여 기하학은 도형을 다루는 구상적인 학문에서

변환군의 불변성을 연구하는 보다 추상적인 분야와 다양체론으로 분리되어 발전을 거

듭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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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은 진리에 대한 개념에 의문이 생겨나서 우리 인류의

정신사에 큰 충격을 주었고, 칸트의 입적을 비롯한 기존의 많은 지식이 고처야 할 것

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학문 특히 물리학에 새로운 분야가 생겨났다. 이렇게

하여 인류는 낡은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 정신적으로 도약에 가까운 새로운 성장을 하

게되는것이다.

비 유클리드 기하학이 발견된 이후, 그때까지 기하학의 가장 기본적인 “점, 선,

면”의일상언어적인의미는포기되어야했다. 실제로 20세기전반의최후의만능학자

힐버트는 “점, 선, 면” 대신에 “컵, 테이블, 의자”라 불러도 기하학을 세울 수 있다고

했으며, 유클리드의많은결함을 20 여개의공리를써서완벽하게기술한 “기하학기

초론”을저술하였다.

이에 덧붙여 20세기 초에 수학의 기초로서 칸토르가 창안한 집합론에 모순이 나

타남에 따라, 이것이 “수학의 기초의 위기”로 간주되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공리론적 집합론“과 “수학기초론”의 연구로 나타났다. 전자는 유클리드의 서술 방식

이현대에도적용되는예인것이다.

“수학기초론”의 연구에서 럿셀이 주도한 “논리주의”는 수학을 논리학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인데, 무리한 몇 공리 때문에 실패하고, 결국 일계술어논리라는 것이

기존수학의대표적인방법론으로쓰일수있다는성과를보였다.

이에 대하여 브라우워가 주장한 “직관주의”는 기본적인 수학적 존재들을 직관적

으로 받아들이고, 기존 논리에서 귀류법의 근거가 되는 배중률을 배제하자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입장에 따르면, 기존 수학의 많은 내용을 버려야 하며, 그 중에는 그의

최대의 업적 중 하나인 부동점정리도 있다. 또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날에는 수

많은논리학이생겨나제각기응용되고있다.

기존의 전통수학을 보전하려는 힐버트는 직관주의가 “칸토르가 만들어준 낙원에

서 우리를 추방하려 한다”고 하여 기존수학의 전통을 고수하려 하였다. 그는 진리성

을 무모순성과 동일시하여 한 이론의 공리계의 무모순성을 보이면 그 이론은 진리라

고 이해하자는 것이었다. 이 주장은 1930년대의 괴델의 불완전성정리에 의하여 허망

하게끝났다.

“존재한다는것이보증되기만하면, 찾아내는방법은아무래도괜찮다”

라는힐버트의주장에대하여,

“존재의보증뿐아니라, 그것을찾아내기위한구체적절차가명시되어야한다”

는브라우워의주장은, 그뒤의수학에큰영향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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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수학은증명이라는사고방식에대하여힐버트의주장을택하고, 아직도존

재의 논리적 증명은 수학자의 주된 활동이다. 당시의 수학자들은 “만약에 브라우워의

주장을 따른다면, 수학의 상당히 많은 중요한 정리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

게 되고, 수학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재구성에 따르는 어려운 문제

가 다수 나타날 것을 예측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수학에 대한 자연과학의 다른 분

야에서의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위와 같은 힐버트의 주장은 관측이나 관

찰 또는 실험결과애서 진리를 찾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인간의 논리에 의한 증명으로

진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학을 포함하는 자연과학이 “why”를 추구하

는 데 대하여, 공학은 ”how”를 추구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의구조가명확해져야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오늘날의대부분의수학자는대체로참이라고인정된명제들(또는공리계)에서일

계술어논리를 써서 명제들(정리들)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이런 공리계를 만족하는 모형이 존재하면, 그런 모형에 이런 이론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증명과정에서의 계산 같은 것은 논리의 변형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이

일계술어논리는 우주의 신비한 속성 같이 보인다. 한편 논리학도 수학화됨으로써 수

많은 종류의 분야가 나타나 있어, 비 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 이후의 다양한 학문 체

계의또다른예가되고있다.

[박세희, 대한민국학술세미나 (2018. 5. 11), pp.167–169.]

해 설

이 글은 학술원 학술세미나 [2018. 5. 11]에서의 기우항 회원의 발표의 토론자로

서발표한글이다. 가우항회원의본논문은같은책의 pp.131–163에실려있으며, 뒤

에다음과같이정식으로간행되었다.

기우항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발전 — 실 초곡면 구조의 평행성을 중심으로”, 대

한민국학술원논문집 (자연과학편)제57집 1호 (2018) 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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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저서, 역서 머리말, 서평(1984-2017)

이 부분에서는 저서와 역서 중 중요한 것들의 머리말, 해설, 서평 등을 소개하고,

끝으로서평중기록이남아있는것두개를들고, 한도서의추천문을든다.

우선저서와역서중다음도서들의머리말, 해설, 서평등을소개한다.

“수학의세계”, 서울대출판부, 1985, 개정판 2006.

“수학의확실성”, 번역, 민음사, 1984.

“수학의철학”, 번역, 아카넷, 2002.

“학문연구의동향과쟁점 — 수학”, 대한민국학술원, 2014.

“추상볼록공간의이론”, 대한민국학술원, 2017.

그뒤에기록이남아있는서평몇개와한책의추천사를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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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세계”

개정판 머리말

이책이 1985년에처음간행된지 21년이흘렀다. 그동안이책은수많은독자여

러분의사랑을받아 12 쇄나간행되었고, 최근십여년간에는서울대학교의교양강좌

“수학의세계”의교재로도사용되었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학문적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수학에 관한 읽을거리가 거의

없던 시대가, 오늘날에는 수많은 번역서와 해설서들이 넘쳐나는 시대로 바뀌었다. 학

자들의 수와 그 수준도 괄목할만하게 높아져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이들도

많아졌다.

수학의 세계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많이 나타났다. 새로운 분야, 새로운 발견,

미해결 문제의 해결이 연이어 나타나고, 일상생활에서의 컴퓨터의 상용화에 따르는

정보량이 과다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큰 변화 속에서는 수학 전문가들도 자신의 좁

은전공분야안에서조차따라하기힘들게되어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책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원래의 목표는 대학

초년급 학생들에게 수학의 길잡이로서 순수수학 전반의 고전적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고교 시절에 수능이나 입시 문제 공부에만 매달려 온 학생들

에게 시야가 넓은 생동하는 학문의 면모를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아직도

이런목표를가진책이필요하다는생각에서제 2 판을내기로하였다.

제 2 판에서는 한글을 전용하기로 하고, 지난 20 여 년 간의 수학의 발전 내용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본문에서 수십 군데를 수정하였고, 부록으로 “20 세기 수학

의 몇 이야기” 붙여서, 20 세기 수학에서의 토픽을 따로 다루었다. 이들 토픽은 본문

에서미쳐못다한이야기를덧붙인것이라생각해도된다.

몇년전부터계획된개정작업도본인의바쁜학자생활때문에더디어진것은초

판때와거의같다. 다만몇년전에정년을맞았고, 수학에입문한지 52 년째인금년

에 43년간의 서울대학교에서의 강의 생활을 마침으로써 이 일을 끝낼 수 있었음을 다

행스럽게생각한다.

200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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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수학의 세계” (The World of Mathematics)라는 말은 계몽가 뉴맨 James R,

Newman이 편집한 4 권으로 된 방대한 분량의 책에 붙은 이름이다. 1956년에 간행

된 “아모세 A’h-mose로부터 아인슈타인 Einstein에 이르는 참고문헌의 작은 도서관”

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역사상의 수학문헌 중에서 비교적 비전문적이고도 중요

한것 133개를골라해설과주를단것이며, 전문적인수학자가아닌사람에게는참으

로귀중한읽을거리이다.

이 책을 비롯하여 외국에는 너무나 많은 계몽적인 수학서가 있다. 그것은 수학이

서양정신사의 큰 추진력의 하나였던 점과 독자층이 고급이라는 데서 이해되는 일이

다. 그러나 이 중 딱 한 권만을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굉장한

어려움을느낄것이다.

이 책은 고도의 지성을 가진 독자들을 위하여 현대수학의 세계를 개관해 보려는

의도를 지극히 서투르게 시도해 본 것이다. 말하자면 남들이 즐겨 택하는 길이 아닌

방법을 택하였다고 보면 된다. 그 동기는 서울대학교의 모든 계열의 신입생들이나 재

학생들이 너무나 수학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데 충격을 받은 데 있다. 1979년에

시작된이작업은저자의바쁜학술활동때문에더디어질수밖에없었다.

수학의 세계의 광대함에 비하여 한 수학자가 다를 수 있는 분야들은 자연히 적어

질 수밖에 없다. 그 분야라는 것도 자기의 연구 분야로 한정한다면 더더욱 좁아진다.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야조차도 해마다 내용이 늘어나고 방법이 바뀌고 하여 따라가

기 힘들다. 유능한 학자는 마치 분별 있는 영주처럼 자기의 영토를 수시로 점검하고

경계를 분명히 하여 자기의 분야인 자기의 영토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무던히도힘든작업이다.

영토를 보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여행가가 견문을 넓혀가듯이, 학자도

자기의 세계를 부단한 탐구를 통하여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때의 확대도 건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그 동안의 내용의 발전과 방법의 변화를 터득하여야 하는 진지한

작업이 되어야 한다. 방법론의 발달로 말미암아 불과 몇 년 전의 논문들조차도 더 간

단한 방법으로 더욱 정밀하게 더 밀도 있는 짧은 논의로 대체되고 확대되는 일이 많

다.

학문이란 한때만의 결실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한 대의 학문은 그 후속자들에 의하

여 연연히 이어져서, 뒤의 대의 학문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수학은 모든 학문

의언어로서의역할을하고있으며, 모든합리적사고의밑바닥에깔린아이디어의결

정이므로수학을모른다는것은일종의문맹과같은처지에놓이게되는것과같은것

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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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 작은 책이 독자들에게 순수수학에 대한 작은 이해를 줄수 있으리라 기

대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학문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

절하다. 잊지 말 것은, 수학을 한다는 것은 그 속에 몰입하는 경지 속에서만 무엇인가

터득된다는사실이다.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분은 1980-82년의 kbs-tv의 교육방송에서 저자가 방송한 것

들이며, 대부분의 내용은 대체로 여러 가지 참고문헌으로부터 인용한 것이다. 또 이

책의 목표는 고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에게 현대수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

정도의가벼운것이라보면된다.

적은 페이지 수여서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한 것, 넣을 것보다 뺄 것을 먼저 생각

하여야 했던 것, 또 순수수학으로만 제한한 것에 대하여는 책 끝의 참고문헌 등을 통

하여독자스스로의세계를구축해볼것을권하는것으로대신한다.

이 기회를 통하여, 본서를 쓰는 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준 이상석(숭실대), 정광

식(숭실대), 배종숙(충남대), 박종안(강원대), 문권배(상명대), 김원규(충북대), 강병

개(성신여대)교수에게감사의뜻을표한다.

198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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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확실성” 역자 해설

1

이 책은 모리스 클라인 Morris Kline의 수학 – 확실성의 상실 Mathematics —

The Loss of Certaint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0을 번역한 것이다.

지은이는저명한수학사가이며, 뉴욕대학교쿠란트수리과학연구소의명예교수이다.

지금까지의 일반 독자를 상대로 한 수학의 역사와 철학을 다룬 책이나 계몽적인

해설서들은모두수학에관한찬사로채워진것들이고, 그결과로수학은항상성공적

인 역정만을 거쳐 왔다는 인상을 주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극히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이 거대한 학문체계의 실상을 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클라인은 이 같

은전문가들만이알고있던내용도과감하게일반대중에게공개한셈인데, 그부제부

터가 약간 선동적이고 그 내용도 약간의 편견과 자기 신념에의 고집이 섞여 있다. 이

저서에 대한 미국의 한 서평도 신랄한 것으로 미루어, 이 책은 문제작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있다.

그러나 노대가 클라인의 말에도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가 있으며, 수학의 장래의

역사에대한그의우려는백분옳은것은아니라하더라도잘소화해서듣는다면건전

한 시사로 바뀔 수도 있다. 여하간, 이 책은 주로 20세기 전반의 수학의 기초에 관한

위대한 수학자들의 노력을 다루고 있으며, 그것이 만족할 만한 상태로 해결되어 있지

못하다는것이그주제이다.

2

수학은 흔히 거대한 전당 또는 나무에 비유된다. 이 경우에 수학기초론은 건설의

기초 또는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문자 그대로 수학의 기초에 관한 연구

이다. 이제 클라인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하자. 참된 수학이 무엇인가, 새로운 수

학을 창조하려고 할 때 어떤 기초를 채택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려는 시도는 계속적

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대수학, 미적분학, 미분방정식, 미분기하학과 그 밖에도 많은

분과가 생겨났다. 이것은 마치 철골을 사용하는 대신에 직관과 물리적 논법으로 구성

된 나무 기둥과 들보를 사용한 셈이다. 나무로 된 기둥과 들보는 무게를 이기지 못해,

1800년경까지는 대수리를 해야 할 형편이 되었다. 상부 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동안

에, 그리스인들이 세운 기초인 공리들이 가라앉기 시작하여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탄

생을 보게 된다. 수학자들은 자연의 실체를 다룬다는 생각을 버리게 된 것이다. 또,

사원수의 발견은 수학자들로 하여금 수의 성질조차도 기하학과 마찬가지로 실세계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의 수학의 전체계인

기하학, 산수와 그것의 확장인 대수학과 해석학은 논리적 엄밀성이라는 점에서 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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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처하게되었다.

이에따라건전한수학의기초로서명확히표현된정의, 완벽한공리계, 그리고직

관적으로는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사실이라도 그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들을 생각하

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실세계에 대비되는 수학의 진리성 대신에 논리적 모순성을 추

구하게 되었다.19세기에 있어서의 수학의 엄밀화 운동이나 19세기말의 공리주의 운

동을 통하여 적어도 겉보기로는 견고해진 대신에 현실에서의 근거는 버려야 했다. 그

러나 그 무모순성은 보증되지를 못했고, 집합론에서 역리가 발견되자, 몇 세기에 걸

쳐 세워 온 논리적 기초가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수학은 마땅히 재조직되었어야만 했

으며, 재건된 수학의 기초가 되는 논리적 및 수학적 공리들은 강화되어야만 했다. 여

기에서 극적인 의견대립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과연 무엇이 수학의 본질이냐 하는 데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나타났는데, 그 양상은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 및 집합

론자등으로갈라졌으며, 이들각학파안에서다소엇갈리는견해가나타났다.

브라우워 Brouwer로 대표되는 직관주의자들 가운데서도 무엇을 근본적이고 확실

한 직관으로 받아드리느냐에 따라 다르며, 정수만을 받아드릴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무

리수까지 받아드리느냐에 따라 다르며, 배중률을 유한집합에만 적용할 것인지 가부번

집합에까지적용할것인지에따라다르며, 또구성적방법의개념에대해서도달랐다.

럿셀 Russell로 대표되는 논리주의자들은 오로지 논리에만 의존했지만, 환원공리

선출공리무한공리등에대한불안을떨쳐버리지못하고있으며, 논리가진리라는것

조차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집합론자들은 수학의 전 체계를 집합론 위에 세우려

하는데, 선출공리 또는 연속체가설을 받아드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수

학을만들어내게된다.

힐버트 Hilbert로 대표되는 형식주의자도 여러 가지 길을 갈 수 있다. 무모순성을

확립하려는 힐버트의 초수학의 원리에 관하여도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힐버트가 주

장한 유한의 원리는 괴델 Gödel이 일계술어논리의 불완전성을 증명함으로써 불충분

한 것임이 밝혀졌고, 또 힐버트의 형식적 수학 체계의 무모순성은 확립할 수 없다는

것이밝혀져비유한적인방법이사용되어오고있다.

더나아가서, 힐버트가설정한제한안에서, 괴델은임의의중요한형식체계도비

결정적 명제, 즉 공리들과 독립인 명제를 가짐을 증명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제

또는 그 부정을 새로운 또 하나의 공리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한 뒤에도,

괴델의 결과에 따르면 이 확장된 체계는 역시 비결정적 명제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새로운선택이가능해진다. 따라서이러한과정은끝없이계속된다.



“수학의확실성”역자해설 281

논리주의자, 형식주의자, 집합론자들은 모두 공리적인 기초에 의존하고 있다. 금

세기초 몇 십 년 동안은 이런 유형의 기초가 성공할 듯이 보였으나, 괴델의 정리는 어

떠한 공리체계도 어느 한 구조에 속하는 모든 사실을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

었고, 뢰벤하임 Löwenheim과 스콜렘 Skolem의 정리는 각 공리체계가 의도된 것보다

더많은것을포함한다는사실을보였다.

어떤 기초가 최선의 것이냐에 관한 상반된 견해와 모든 불확실성을 극복하더라도

무모순성의증명을다할수없다는사실은, 어떤철학을택하더라도모순에도달할위

험성이항시있다는것이다.

이와 같이 클라인이 수학의 기초에 관한 역사적 회고를 끝낸 뒤에, 괴델의 정리를

수학의 확실성에 관한 조종처럼 묘사하고 수학의 나아갈 길에 관하여 논하는 중에서

순수수학을 매도하고 응용수학만이 고귀한 것이며, 새로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수

학자들이힘써야할것은수학의창조와개발의전통적이고아직가장정당화할수있

는 이유인, 과학에 대한 수학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클

라인은 위와 같은 수많은 비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놀랄 만하게 효과적으로 유

용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수학을 창조해낸 인간의 정신에 대한 감동적인 찬사로

354페이지의내용을끝내고있다,

3

위와같은내용에대하여역자는수학기초론의실상을대중에게잘해설했다는점

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가 독단적인 견해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

정적으로생각한다. 클라인과같은노대가(1908년생)의노작(집필당시 72세)에대하

여 말꼬리를 잡는 것 같은 논의는 피하겠거니와, 이 책의 부제조차도 “상실”이라 할

것이 아니라 “추구”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밖의 여러 가지 점에서도

의견을달리한다.

공정을기하기위하여역자의비평대신펜실베이니어주립대학교아윱 Raymond

G. Ayoub 교수의서평(미국수학월보, 1982, pp,715-717)을살펴보기로하자.

“이 책에서 저자는 그가 즐겨하는 주제 몇 가지를 부연하였으나, 그에 덧붙여, 새

로운독단론을주창하고있다. 즉, 1900년이래, 수학은계속적인위기와재난을겪어

오면서 이제는 수학 자신의 뿌리와 진리성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가져올 정도로 기

초가뒤흔들려혼란한상태에까지도달하였다는것이다. . . . 이책의대부분은수학

의역사적발전에대하여흥미있는(항상정확하지는아니하지만)설명을포함하고있

다. 따라서그가멋대로고집스럽고열병처럼과장법을쓴것은불행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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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자는 계속하여 클라인의 논점들을 열거한 뒤에 “클라인이 수학에에서의 진리

에 관한 자신의 개념을 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어떠한 해

석으로 그가 결론의 일부에 도달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평자가 불만스

럽게 생각하는 것의 시작은, 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이 클라인의 말대로 “괴

멸(delamity)”이어야 하는가이다. “그것은 반대로 위대한 승리가 아닌가? 사원수에

관하여, 어떤 의미에서 비가환 제법환의 발견이 재난(calamity)이어야 하는가? 이 같

은 발견들이 재난이라면 음수와 복소수의 발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점에

서저자는사태를보는안목에관한한비난을면할수없겠다.

그리스 시대에 수학적 형식주의가 최고위의 것으로 간주되었던 데에 비하여 17,

18 세기에 있어서의 해석학(미적분학과 그것의 여러 세분화 또는 확장)의 엄밀성의

결여에 대한 클라인의 논평에 대하여도 반박하고 있다. 역자가 아는 바로는 17세기의

해석학에 힘입은 과학적 발견은 인류정신사의 영웅적 세기로 기억되고 있다. 서평자

는클라인의견해에대하여두가지논평을하고있다.

“(a) 탈레스와 유클리드 사이에는 3 세기의 격차가 있다. 만족할 만한 공리 체계

를 형성하는 데 그토록 오래 걸린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뉴튼도 유율법(뉴튼의

미적분학)의 결함을 완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들이 성숙하는 데

는 시간이 필요했다. (b) 미적분학의 발견은 새롭고 경이로운 세계에의 문을 열어 준

것으로서, 너무나 흥분된 나머지 엄밀성을 위하여 쉬고 있을 틈이 없었다. 발견과 응

용이 고속도로 나타났다. 베르누이 Bernoulli와 오일러 Euler의 경우처럼 발견이 거

의 매주 나타나서, 그들이 엄밀성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

이아니다.”

따라서그들이초기에엄밀성을등한히한것을비난할수는없다는것이다.

클라인이 유용한 수학만이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는 중에서 가우스 Gauss의

경우를 예시한 것도 온당하지 않다. 클라인은유용한 수학이 좋은(good) 수학이라 말

하고 있으나, 서평자는 수학의 그 넓은 영역에서 좋고 나쁜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

으며, 중요한 것과 그러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묻고 있다. 수학의

포착하기 어려운 본질에 관하여서도, 서평자는 다른 과학과 달리 구체적인 연구 대상

이 없는 수학이 계속하여 성공적으로 번영해 온 점을 강조하면서 유용한 수학에 관한

클라인의견해를맹공격하고있다.

서평의 말미에서, “끝으로 클라인 교수는 그의 독자들에게 정직하지 못하다. 그

는 박식한 사람이며, 추상적으로 창조된 많은 수학적 아이디어들이 실세계에 중요한

응용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완전히 알고 있다. 그는 수학의 광적인 반대자들조차도

인정하는 위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는 쪽을 택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지지받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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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독단론은 지지하려 한다.” 그런 뒤에 서평자는 루이 14세의 악시(惡詩)를 조롱한

궁정재롱꾼들의이야기를적고그것이이책에그대로적용된다고하였다.

4

역자는 저자와 서평자의 신날성에 동참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이 두 사람의 생각

중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틀린 것은 거부할 것이며, 충고에는 귀를 기울일 생각이다.

그러나저자가편협한수학관을가지고있다는것은지적하고싶다.

수학이 자연의 설계를 묘사하는 데 시종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클라인의 견해는

구시대적이다. 해석학적, 기계론적인 우주관 대신에, 클라인은 약간밖에 언급하지 않

았지만 확률론적 우주관도 강조되어야 한다. 수학기초론에 관한 수많은 갈등 속에서

논리의 정체가 밝혀지고, 수리논리학이 체계화되었으며, 그것이 인조 언어의 개발에

직결되어 대량정보 처리 시대를 낳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자연을

해석하는물리과학뿐아니라, 생물과학, 여러사회과학, 여러행동과학에적용되는수

학에도 시야를 돌려야 한다. 오늘날의 모든 과학기술이 불확실한 수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것은일종의아이러니다.

수학의 기초가 원하던 방향으로 완성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 인류

의 사유능력의 한계를 제시해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수학에

있어서의 확실성의 상실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17, 18 세기의 해석학

의경우와도같은시대적상황이다.

이 책의 교훈은 여러 가지 있다. 읽는 사람은 역사에 정통했을 때 그 같은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저자의 독단을 쉽게 배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건전한 비판정신이 없이는 서평자의 우려가 적중할 수

도있는것이다.

끝으로수학기초론에관한우리학계의이해는필자의 “수학기초론연구를위한서

설” (상)문리대학보 6권 2호(1958) pp. 10-116, (하) 7권1호(1958), pp, 58-67 이후에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개인적 회고의 감이 있어 독자들에게 죄송하지만, 30년 전에

수학을 시작했을 때 수학사상의 심오함에 매료되어 이 이론의 연구를 뜻했었다. 그

뒤 클라인의 책을 읽는 동안 나의 “청춘의 꿈”이었던 수학기초론에 관한 이야기를 읽

으면서 많은 감회가 있었다. 아무쪼록 이 책을 건전하게 읽은 독자들이 많이 나와서,

인류정신사의 최대의 난제를 이해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우리 학계에서도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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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확실성” 서평

“이성의시대는지났다”고수학사의권위자클라인은단정한다. 수학과그방법에

의해 인간은 신비를 몰아내고 자연에 대한 법칙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수학은 인간의

이성이 구축한 건조물이며, 뉴튼은 가장 효과적으로 수학을 이용하여 인간 이성의 승

리를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후 수학의 발달은 점점 순수한 논리적 체계로 바뀌어버렸고, 응용성 없

는 수학으로 변해왔다. 수학자들은 이제 아무도 자연의 실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

다. 이런의미에서현대의수학은확실성을잃어가고있는것같기도하다. 미국의수

학사가로 이미 수학사에 많은 저서를 남긴 클라인은 이 책을 원래 “수학—잃어버린

확실성”이라 이름 붙였다. 옮긴이는 이런 견해를 비판하면서 거의 정반대로 책 제목

을 고쳐 놓았다. 지은이가 옳건 또는 옮긴이가 옳건간에 이 책은 고대 그리스에서 20

세기 초까지의 수학 발전 과정과 그 사상적 바탕을 파헤친 흥미 있고 깊이 있는 작품

임에는틀림이없다. (박성래)

해 설

이 서평은 이 책이 “오늘의 책 — 제7차 (1985년)”에 선정되었을 때의 “선정도

서 목록 1”에 실린 박성래 교수의 해설문이다. 책을 들고 있는 왼손목을 나타낸 모뉴

망(monument)을 민음사의 고 박맹호 사장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 밖에도 이 책은

몇군데에서우수도서로추천된것으로알고있다.

이 책의 제목 그대로 수학이 확실성을 상실했다면, 학문, 교육, 문화, 산업 모든

면에서 수학이 신뢰되지 않는 대공황 상태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너무나 허풍스러운

제목을 “수학의 확실성”으로 바꾼 것은 “수학의 확실성을 논함”이라는 뜻으로 해석하

라는것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바르게 읽기보다는 “수학과의 불온서적이다”라 혹

평한 교수도 있었고, “산으로 간 서울대 학생 네 사람”이라는 TV 프로그램의 모티브

도 되었으며, 고대신보에서는 수학의 확실성에 관한 기고 요청을 해 와서 이 책의 내

용이 아닌 나의 신념을 기고하였다(앞의 “수학의 확실성의 문제”(고대신보, 1986) 참

조). 또고대철학과학생이찾아와자기네교수님이이책으로세미나를주재하는데

복사본이라도 있었으면 한다고 하여 작업용 복사본을 준 일도 있다. 나중에 알고 보

니고대철학과에훌륭한논리학교수가있었다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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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간이책을읽은사람들이많고, 영향을받은이들도많지만, 수학에전념하며

평생을 살아온 본인은 아직도 수학의 역사, 철학, 논리에 대한 지식욕을 가지고 있다.

연구생활에 바쁜 본인에게, 이 책을 다시 번역하여 새로 제작하자는 출판사가 있었으

나, 적절한 핑계로 거절하였다. 새 번역판이 나왔다는 바람결 소식을 들었고, 나중에

일본번역판을보았으나별로신통치않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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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철학”

옮긴이의 말

이책은 Philosophy of Mathematics — Selected Readings. Second Edition, Edited

by Paul Benacerraf and Hillary Putm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London- New York-Rochelle-Melbourn-Sydney,1964의번역본이다.

엮은이 Benacerraf은 당시에 프린스턴대학교 Stuart Professor of Philosophy이

며, Putman은하버드대학교 Walter Reverly Professor of Modern Mathematics and

Mathematical Logic 이었다.

수학의 철학”은 Philosophy of Mathematics의 번역인데, 도리어 “수학에 관한 철

학”이라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동안 “수리철학”이라는 말이 Mathematical Philoso-

phy의 번역으로서 쓰여 왔었다, 이는 수리물리학이나 수리경제학과 같은 예가 “수학

적 방법을 쓰는” 물리학이나 경제학이라는 뜻에서 쓰이는 것과 비교할 때, 부적당할

수도 있겠다. “과학의 철학”, “과학철학”, 또는 “과학적 철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다.

이책의내용은 20세기의여러수학자와철학자들의글을모은것으로서, 20세기의

대표적인 “수학의 철학”의 내용을 다룬 것이라 보면 되겠다. 돌이켜 보면, 칸토르 G.

Cantor가 일련의 논문들(1878-1897)에서 집합론을 창시하는 가운데 수학에서 다루어

지는 대상들의 거의 대부분이 집합으로 파악됨을 보였다. 그는 기수의 개념을 무한집

합으로까지 확장하고, 선형순서를 비롯한 많은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정렬순서와 서수

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한편 1879년에 프레게 G. Frege는 모든 수학의 증명들의 논

리적 구조를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형식적 체계를 기술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의

수학적 상황은, 해석학의 엄밀화 또는 수학의 산술화와 같은 희망적인 운동에 덧붙여,

수학의 기반이 되는 집합론과 논리학 안에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역리

들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수학의 존립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으로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난제의 해결을 위한 수학자들의 노력은 수학기초론이라는 수학의 큰 분야를 이

루게 되었으며, 그것은 흔히 집합론, 수리논리학(모형이론 포함), 계산가능성 이론의

새분과를포함하게되었다.

1900년의 힐버트 D. Hilbert의 23개의 문제들 중, 연속제 문제(문제 1). 산술(오

늘날에는 해석학)의 무모순성(문제 2). 디오판투스방정식의 정수해들을 결정하는 앨

거리듬의 존재 여부(문제 10)가 각각 집합론, 논리학, 계산가능성 이론의 문제들이며,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이 문제들이 모두 풀 수 없거나 부정적인 해답을 가지 것들

이라는사실은 20세기수학에서의수학기초론의험난하였던길을짐작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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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의 수학자와 철학자들은 수학기초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그와 관련된 철학

적 문제들을 논하였는데, 이 책에 따르면 그 주된 문제들은 수학기초론, 수학적 대상

의 존재론, 수학에서의 진리, 집합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다. 엮은이들의 서론에 이

책의내용에대한의도와상세한취지가나타나있으므로, 옮긴이는따로덧붙일생각

이없다..

이 책의 번역은 철저하게 직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한 문장이 너무나 긴 경우

(때로는 8, 9, 10행 이상이 되는 경우도 흔하다) 중간에 끊고 그 부분을 : 로 나타내었

다. 철학자들의 글 자체가 수학자들의 글들보다도 언어의 다양한 구사와 명료성의 결

여 때문에 번역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옮긴이의 이해부족에 따르는 오역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알려진 것은 너무나 제각각이고 공부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다. 앞

으로좀더이해를깊이하여좀더나은번역을할수있기를기대한다.

용어는 대체로 관행에 따랐으나 몇 개는 본인의 교실에서 사용되던 것을 썼는데,

예를 들면 근원개념(원시개념). 논리합 (선언, 이접). 논리곱 (연언, 합접), 연역원리

(modus ponens). 한정화(양화) 등과 같은 것들이다. 그 밖에 수학에서의 기본적인

용어들은 대체로 서을대학교에서 10여 년간 부교재로 사용해 온 “수학의 세계”(서울

대출판부간행)를따랐다.

또, 우리나라 외래어 표기가 흔히 외국어의 원 발음을 손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

기에서는 가능한 한 원음에 충실하려 하였다. 본서의 독자가 적어도 한 두 외국어의

훈련을 충실히 받았다고 상정하기에, 또 독자가 고등한 지식인이어야 하기에, 일반인

을 위한 사회교육상의 혼란을 가져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역자의 이 같은 의견

의 일부는 “외래어 표기의 몇 가지 의문”, 서울대학교 동창회보, 278호 (2001년 5월

15알)에서밝힌바있다.

옮긴이의 주해에 대하여 말 할 차례이다. 원서에서는 서론을 빼고는 엮은이의 주

해 같은 것은 없으며, 엮은이들은 철학과 현대논리학을 공부한 이라면 읽을 수 있는

글들을 모아 놓았다고 하였다. 우리의 독자들도 수학, 논리, 철학에 대한 기본적 지식

을 가지고 있기를 가정하고, 재래의 번역서에서와 같은 상세한 역주나 해설은 생략하

였는데, 방대한 페이지 수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며, 도리어 따로 해설서를 첨가

하는것이낫겠다.

다만, 옮긴이의 주해는 원서와 대조하여 읽는 전문가 수준의 독자들을 위한 것이

며, 번역의 서투른 부분의 원문을 알아보는 경우, 용어의 번역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원서에도 없는 찾아보기를 대신하는 경우, 등에 도움이 될 정도로만을 목표

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 옮긴이의 사사로운 얘기를 하게 되어 죄송하나, 수학기초론

과 수학의 철학에 대한 관심으로 학생생활을 시작했지만, 40여 년간 교육, 연구, 학생

지도, 봉사로 일관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언젠가는 이 분야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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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깊이하고, 그 내용을 국내에 제대로 소개할 기회가 있기를 바래왔다. 그리하

여, 대우재단의기획에따라이책의번역을하기로한것은이책정도의어려운원서

를읽는데큰공력이드는것을약간돕는다는생각에서였다.

이 책의 번역을 시작한지 15년도 더 걸려 초벌 번역이 끝난 것은 옮긴이의 게으름

도 있지만, 그 시기가 우리 대학에서 연구가 한참 강조되던 시기인 데도 원인이 있다.

처음에 몇 분의 학자들이 초벌 번역을 도와주었고, 대부분의 번역은 옮긴이가 국내에

서의일상성에서거의벗어나, 공동연구와학회참석으로 35개국 100여개도시를전전

하는 동안에 방문지의 대학 도서실, 호텔, 공항, 길가의 카페 등에서 이루어졌다. 마

지막교정을입원실에서보게된것은운명적이다.

끝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이봉형 교수(대전대), 정광식 교수(숭실대), 문권배

교수(상명대), 박종안교수(강원대), 배종숙교수(명지대), 강병개교수(성신여대), 김

인숙 교수(성균관대), 금상호 교수(충북대), 박용걸 교수(연변대)에게 감사의 뜻을 표

하며, 특히 이완복 박사는 시종 일관하여 컴퓨터의 입력과 교정에서 큰 도움을 주었

다. 또 이 번역이 끝나도록 잘 도와주고 잘 참아준 대우재단 관계자들과 아카넷 편집

부여러분께감사하는바이다.

2002년 8월 15일

Reno, Nevada에서

해 설

20세기 ‘수학기초론’의 가장 중요한 성과를 집대성한 이론서

현대수학의학문적특징을한마디로표현한다면, “수학의기초에있어서의위기와

그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세기 이래 다양한 수학의 분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 발전을 이루게 된 바탕, 즉 수학의 기초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과 비판이 20세기 수학의 중요한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

히 논리학, 철학과의 긴밀한 학문적 유대는 현대 수학기초론의 이론적 토양을 비옥하

게만들었으며, 바로이러한이론적성과물의집약이 ”수학의철학”이다.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 등 수학의 기초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이론적

움직임(러셀, 브라우워, 힐버트 등), 수학의 본성과 대상 그리고 진리의 문제를 다룬

철학자들의 견해(커리, 퍼트남, 카르F, 콰인, 헴펠, 에이어 등), 그리고 현대의 유명

한 수학자들의 이론들(괴델, 푸앵카레, 프레게) 등 현대수학의 이론적 동향과 쟁점들

을이책에서확인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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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20 페이지에이르는방대한분량의이책은수리철학, 논리학, 현대수학사상

등을연구하는사람들에게커다란도움이된다.

[대우학술총서 2000-2004, 543, pp.334–345에나온익명의해설]

이책은 ”문화공보부선정추천도서학술부문 (2003년)”에선정되었다.

“수학의 철학” 서평

이 책은 20세기 수학철학의 주요한 흐름에 비춰 가장 중요한 논문들을 선별 수록

한 논문모음집으로, 수학철학에 관한 한 이미 고전으로 정평이 나 있다. 수학철학의

연구가열악한상황에서, 이책의번역출간은한국학계에는참으로뜻깊은일이다.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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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연구의 동향과 쟁점 — 수학”

머리글

이 글은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간행되는 “학문 연구의 동향과 쟁점” 제3집 “수학”

편의 머리글이다. 이 머리글에서는, 먼저, 전반적으로 오늘날의 수학의 각 분야와 수

학및수리과학의연구분야를개관하고, 일반적인연구과정과인용도의중요성을논

한다.

수학이 20세기를 지나 21세기로 변해가는 과정을 회고하고, 우리 나라에서의 근

대적 학문 연구를 돌이켜 본 뒤에, 우리 수학계의 세계적 진출의 예를 든다. 끝으로

이책의편집방침을설명한다.

대한민국학술원은모든문명국가에있는것과같은국립아카데미로서, 우리나라

원로 학자들 150명의 회원과 외국의 석학들 수 십 명의 명예회원을 국가적으로 예우

하고학술활동을지원하는기관이다.

학술원에서는 2000년대에 “한국의 학술연구”라는 총서를 10년간 간행하였으며,

2011년도부터 새로운 총서 “학문 연구의 동향과 쟁점”을 간행하고 있다. 이 책은 이

총서의 제3집으로 “수학” 편이다. 여기에서의 쟁점은 수학의 경우 미해결 문제 정도

로생각하면될것이다.

돌이켜보면, 20세기 초에 들어와 수학은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 위상수학, 응용

수학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크게 활성화되어 본격적으로 세분화, 전문화가 되고, 한

편으로는 그 기초를 바로잡아 엄밀한 공리 위에 수학을 정립하려는 방향으로 발전되

어왔다. 결과적으로현대수학은수백개의서로다른큰이론들이모여방대한학문

체계를 이루었다. 더구나 그러한 수학을 수리과학으로 다루는 방법론의 입장에서 본

다면 수학을 구성하는 이론들은 더욱 더 방대해져 그 내용들을 일일이 구별하여 조직

적으로해설하고그동향을논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한정도로어려운일이되었다.

20세기의 순수수학을 개관하려는 시도의 예로는 Bourbaki, Dieudonné, 수학 백

과사전 EDM 등을 보면 된다. 그리고, 수학이 다루는 분야들이 방대함은 미국수학

회 Amer. Math. Soc.에서매월간행하는수학비평 Mathematical Reviews에서다루

어지는 논문의 수로 알 수 있다. 실제로 AMS는 약 1,900 개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

을 약 15,000명의 MR Reviewer의 자원봉사로 10만여 건의 수학 연구 자료로 만들어

MathSciNet이라는데이터베이스를운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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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근대화되고 학문 연구가 본격화된 지 70여년이 지난 오늘

날모든학문의기초가되는수학이우리나라에얼마나정착이되고어떠한연구결과

를얻었는지그연구상황을알아볼필요가있다.

근대화 이후의 수학 활동은 대한수학회 Korean Math. Soc.를 중심으로 하여 이

루어졌는데, 대한수학회의첫공식역사를다룬 “대한수학회 70년사”를보면된다.

이번의 “학문 연구의 동향과 쟁점”은 학술원이 2000년부터 10년간 발간한 “한국

의학술연구”에이은작업이며, 그제3집으로 “수학”을다룬다.

수학 분야에서는 이번에 최초로 한국의 수학 연구의 현황을 알아보고 쟁점 대신

에 미해결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논문 인용도가 가장 높

은한국계수학자들의업적을중심으로하여우리수학의연구현황을바로알려서새

로나아갈길을모색하려는것이주된목적이며, 또장래의수학자들에게도움이되어

야한다는데에그필요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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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볼록공간의 이론”

머리말

이 책의 모든 것은 1910년에 Brouwer가 발견한 부동점정리에서 비롯된다. 그 앞

뒤로 그 정리와 동치인 몇 개의 정리가 알려졌는데, 1928년의 Sperner의 조합적 보조

정리와 1929년의 Knaster-Kuratowski- Mazurkiewicz의 덮개 정리(간단히, KKM 정

리)가 유명하다. 특히 KKM은 영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어에서처럼 ‘까까엠’이

라읽는다.

비선형해석학의 많은 문제들은 주어진 집합의 어떤 부분집합족의 교집합이 공집

합이 아님을 보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 교집합의 각 점들은 부동점, 일치점, 균

형점, 안장점, 최적점, 또는 여러 가지 균형문제의 해(풀이)가 될 수 있다. 공 아닌 교

집합에 관한 괄목할만한 한 정리가 바로 KKM 정리인데, 이는 나중에 KKM 사상이

라불리게된특정한다가사상에관한것이다. 이것이 1992년에우리가명명한 KKM

이론의 근원이며, 이 이론은 KKM 정리의 동치변형 또는 일반화의 많은 응용을 연구

하는 비선형해석학의 한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이 이론은 해석적 부동점이론과 연계

되어왔으며, 게임이론, 수리경제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등에많은응용면을가

지고있다.

1961년에 Ky Fan은 KKM 정리를 임의의 위상벡터공간으로 확장하여 여러 문제

에 적용함으로써, 그 정리가 수리과학의 여러 다른 분야의 현대적인 중요한 결과들의

기초가 됨을 보였다. Fan의 업적은 Granas가 주로 위상벡터공간의 볼록부분집합에

관한볼록해석학에서의위상수학적방법에관하여체계적으로확대하였다. 그이론은

Lassonde가 볼록공간으로 확대하였고, Horvath와 여러 사람이 c-공간(또는 H-공간)

으로 확대하였다. 우리는 1980년대부터 이 분야의 국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분

석하고 평가하여 왔다. 그리하여 20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에, KKM 이론은 우리

의 일련의 논문에서 일반화 볼록공간(G-볼록공간)으로 확대되었으며, 21세기에 들어

와우리의추상볼록공간에관한 KKM 이론으로확대정립되었다.

이 책의 목표는 우리가 세운 추상볼록공간에 관한 KKM 이론을 체계적으로 소개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이 이론은 2006년 이후 100여 편의 논문으로 전개되었는데,

그중중요한것들을새로번역편집하여 15개의장으로체계를세웠다. 이책의목표

중 하나는 본인의 이 이론에 관한 논문 중 중요한 것을 골라 이 이론의 한국에서의 길

라잡이로삼으려는것이다.

이책에서유의할점몇가지를들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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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어는 적절한 번역을 사용하였으나, 적절한 번역이 없거나 그 뜻을 전달하

기 어려운 것은 원어를 그냥 사용하였으며, 정리(Theorem), 보조정리(Lemma), 명

제(Proposition), 따름정리(Corollary) 같은 것은 영어 원문을 살려 그냥 실었다. 이

는 번역이 어렵고, 의미 전달에 편리하며, 또 우리말의 술어에 익숙지 않은 독자들을

고려한 탓이다. 이런 독자들도 정의(Definition)에 나온 술어를 보고 난 뒤에 Theo-

rem 등을읽으면, 이책의줄거리를파악할수있을것이다.

(2) 참고 문헌의 경우, 예를 들어, [P2000A]는 [Park 2000A]를 나타내는데, 이는

Park의 2000년도의 논문 A를 가리키며, A, B, C, . . . 등은 Park의 homepage에 들

어있는 Publication List에서의해당년도안의그논문의순서를나타낸다.

(3) 다른 저자의 논문은, 예컨대 Browder [1972]와 같이 나타내는데, 그것을 인용

한 뒤에 그 근처에서 반복할 경우 [B1972]라 쓰기도 하였으며; Schauder (1932)와 같

은것은참고문헌에들어있지않은논문을가리킨다.

(4) 두개의부록은 1. KKM 이론의간단한역사와 2. 저자의논문중 KKM 이론

에 관한 주요한 논문 근 70 편의 요약을 들어, 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 하였다. 그

뒤의 27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References에서는 우리가 사용한 상당히 많은 문헌

을생략했음을밝혀둔다. 그뒤에 9 페이지에이르는국문및영문 Index를두어, 408

페이지에이르는이책을마감하고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학술원”의 기획에 따라, 2016-17의 2년 동안의 집필 기간에 이

루어진 것인데, 2015-17 기간 중 저자가 “대한수학회 70년사”의 편찬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846 페이지에 이르는 거작을 마들어내야 하는 일과 겹쳐, 2년 여 불철주야의 고

난속에지내야했다.

이 기회에, 이런 고난 속에서 이 두 가지 일을 완성하게 해 준 “학술원”과 “수학

회”당국과여러가지로도와준임직원여러분에게깊은감사의뜻을표한다.

20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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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

힐버트

콘스탄스리드지음, 이일해역, 민음사간행, 1989, 10,000원

힐버트(David Hilbert, 1862 1943)는 20세기 전반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불변식론, 기하학기초론, 대수적정수론, 포텐샬론, 변분법, 적분방정

식, 힐버트공간론, 수리논리학, 수리물리학 등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업적을 남겼으

며, 수학기초론또는수리철학의분야에서는형식주의의창시자이다.

그는 또 1900년 파리에서의 국제수학자대회에서 23개의 ‘수학의 문제’를 발표하

여 20세기 수학의 연구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그 뒤의 수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

다.

이 책은 저명한 전기 작가 리드(C. Reid) 여사가 집필한 힐버트의 전기로서, 힐버

트 서거 후 26년만에 간행된 것이며, 힐버트의 수많은 제자 중 생존해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인물들의 회고담을 중심으로 하여 엮었다. 한편, 저자는 괴팅겐대학 수학과에

체류하면서 힐버트에 관련되는 문헌들까지도 조사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이 책은 힐

버트개인의전기일뿐아니라, 그의사상과그가살았던시대의수학의발전과정, 그

리고힐버트의수학에대한공헌과그영향에관하여상세히설명하고있다.

힐버트는 지금의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로 이름이 바뀐 동 프러시아의 수도 괴니

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나 그곳의 대학에서 공부하여 교수가 된 뒤, 1895년 봄에 괴팅겐

대학으로 옮기고 여생을 여기에서 보냈다. 당시 괴팅겐은 19세기 초부터, 수학의 제

왕이라 불리던 가우스의 전통을 이어받아 디리클레, 리이만, 클라인으로 이어지는 세

계 수학의 한 중심이었으며, 또한 철학, 물리학을 비롯한 주변의 학문에서도 괄목할

만한위치에있었다.

이책에는당시의괴팅겐에서의수학과물리학의연구를중심으로한분위기가역

력히잘기술되어있으며, 20세기의수학, 철학, 논리학, 물리학을일으킨대가들의이

야기로 가득차 있다. 그 이름들을 이제 제한된 지면에 다 열거할 수 없음이 유감이지

만, 학자들의 생장 과정, 우정, 사생활, 취직에 얽힌 이야기, 전쟁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의 이합집산, 특히 나치 일당의 유태인 추방 등 한 편의 드라마로 엮기에는 너

무나많은스토리가들어있다.

서문은 저명한 수리물리학자이며 힐버트의 제자인 쿠랑이 썼는데, 그는 힐버트의

“뛰어난 통찰력과 수학자로서의 생산적인 능력과 독창력, 그리고 다재다능하고 다방

면에걸친흥미는그로하여금수학의여러가지다른분야의창시자가되게하였다”고

회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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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으로는, 힐버트의 제자이며 후계자였던 바일(Hermann Weyl)이 ¡미국수학회

보¿에 발표한, 힐버트의 업적에 관한 해설이 48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리드

여사의 전기가 수학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훌륭한 읽을거리가 되는 것처럼, 바일의 해

설은수학또는물리학전공자들이꼭읽어두어야할만한중요한문헌이다.

역자 이해일교수가 이 책의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옮기기 위하여 애

쓴흔적이여러곳에걸쳐눈에띄며, 끝에덧붙인역자의 ‘해제’는이책을읽는데좋

은길잡이가될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우리 말로 출판된 최초의 수학자 전기라는 것을 강조해 두며, 수

학, 철학, 물리학 전공자들 뿐 아니라 학문하는 바른 자세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모

처럼훌륭한책이번역되어나왔다는것을널리알리고싶다. 민음사간 10,000원.

[동이일보 20854호 (1989.7.11); 출판저널 (198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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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수학의 여행자

이바스피터슨지음, 김인수외옮김 (민음사/A5신/306면/14,500원)

이 책은 ‘여행자’인 지은이가 ¡사이언스 뉴스¿ (Science News)지의 수학 및 과학

담당리포터로서이잡지에실었던글들을모은것으로, ‘현대수학의스냅사진들’이라

는부제가붙어있다.

지은이의 말에 따르면, “수학 연구의 세계는 경이와 신비로 가득 차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학의 모습을 바뀌게 하고 있는 매혹적인 발견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이 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수학의 대강의 모습을 비전문적인 말로 서

술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물론 ‘여행자’는 수학 나라의 ‘원주민’이 아닌 까닭에 수많

은수학자들의안내를받은것으로되어있다.

이 여행의 시작은, 1976년의 4색문제의 해결에서 보여준 컴퓨터의 유용성이 수학

안에서 크게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에서 시작하여, 먼저 수학의 영역들에 대한 간단한

조망을 보여준다. 순수수학은 수 체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대수학, 함수와 관련

된 해석학, 형태와 공간의 성질에 대한 학문인 기하학과 위상수학의 세 분야로 대별

된다. 이같은 ‘본대륙’ 근해에수론과집합론이있으며, 수학의대륙가까이에급격히

발달하고있는통계학과컴퓨터과학의대륙이있다.

이들 분야 각각이 너무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의 수학자들 대부분은

단지 수학의 한 좁은 고랑만을 따라갈 수 밖에 없으며, 수학은 서로 격리된 분야들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간의 가장 현저한 수

학적 성과들을 볼 때, 어떤 한 분야에서 개발된 개념들이 별로 관계 없어 보이는 다른

분야의미해결문제를해결하는데핵심적인요소로판명되어지고있다.

지은이 말대로 “수학의 황무지를 관통하는 새로운 길들을 탐험하는 것—소수를

쫓고, 꼬인 공간을 풀고, 더 높은 차원 속으로 파고 들며, 미로에서 방황하고, 혼돈과

싸우며, 붙여진 타일 패턴에 골몰하는 등—은 흥미진진한 모험이다.” 이것이 최근에

발전된 수학의 한 모습이다. 학교에서만 수학을 배운이들이 수학은 계산하고, 도형의

성질을 따지고, 그 선을 그리고,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며, 넓이나 부피를 계산하는

것으로알고있는데비하여엄청난차이가있음을느낄것이다.

이 책에서는 소수의 이론, 암호해독, 곡면과 다양체의 이론, 매듭이론, 선형계획,

프랙탈 기하학, 확률과 게임, 혼돈, 오토마타, 조합, 타일이론 등에서의 최신 화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프랙탈 기하학과 혼돈의 이론은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하여 생성해

내는 영상의 아름다움으로 일반 대중의 폭발적인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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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 책에서는 최근 수학에서의 다양한 화제를 쉬운 용어로 흥미있게 소개

함으로써 ‘여행자들’을 즐겁게 하여 주고 있고, ‘원주민들’에게조차 다른 마을에서 어

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 원주민들이 한 줄기 이랑을

갈고, 한 떨기의 꽃을 피우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여행자들’이

알수는없는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현대수학의 새로운 언어를 구사하고 있음에 비추어, 옮긴이들의

아름다운 번역은 가장 어려운 문학작품의 경우보다 훨씬 더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 옮긴이들의노력은우리말의표현력을높이는데도크게기여했다고볼수

있다.

[출판저널 (199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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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Algebra

by Jin Ho Kwak and Sungpyo Hong, Birkhauser, Boston-Basel-Berlin, 1997, +370.

작년(1997년) 봄에 포항공과대학교의 곽진호 교수와 홍승표 교수가 미국의

Birkhauser (Boston 소재)에서 “선형대수학(Linear Algebra)” 교과서를 출간하였

다. 이처럼 수학 전공과목의 교재를 영어로 출판하여 국제적으로 배포한 것은 국내

수학계에서는처음이며, 50년밖에안되는짧은역사를가진국내수학계의수준을한

단계높인쾌거라생각된다.

물론 국내의 여러 저자들이 출판한 선형대수학 교재는 많이 나와 있다. 그 중에는

대부분 외국서적을 그대로 번역하였거나 내용을 단순화하여 제대로 된 이론 전개보다

는연습문제풀이위주의초보적인과정을다룬것도있으며, 또수학을전공하는학생

에게는제대로된선형대수학과정을이수하는교재로적합하지않는것도있다.

지은이는 서문에서 “선형대수학은 이공계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과목 중 하나인

데, 그 이유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컴퓨터과학, 물리학, 경제학 등에서의 넓은 응용

때문”임을지적하고, “산업과학자에게불가결한도구”로서 “아이디어를기술하고문

제를해결하는데추상적언어”누릇을한다고밝혔다.

이같은생각에따라이책은수학의전공기초과정인선형대수학과정에나타나는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나열하였고, 전개된 이론과 병행하여 이론을 실제로 적

용하여 문제를 푸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예제도 비중 있게 적절히 다루고 있으며,

또많은연습문제를다양하게제시하고있다.

이책의내용을순서대로소개하면다음과같다.

제1장 일차방정식의 풀이에 나타나는 과정을 이해하면서 행렬의 기본연산을 정의

하고성질을다루었다.

제2장행렬식의이론과이를이용한도형의응용문제를소개하였다.

제3장 벡터공간의 성질을 위주로 이론을 다루고 행렬과 연관된 응용문제를 소개

하고있다.

제4장벡터공간사이의선형변환의이론과선형변환과행렬의관계를다루었다.

제5장 내적공간에서의 이론과 정규 직교기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정사영을 이용

한응용문제와근사다항식을찾는문제의응용등을소개하였다.

제6장 정방행렬의 고유벡터와 고유치에 관한 이론을 다루고 미분방정식의 응용을

소개하고있다.

제7장복소벡터공간의이론과이와관련된복소수행렬의성질을다루었다.

제8장이차형식과행렬과의연관을다루었다.

제9장행렬의 Jordan 표준형에관한내용을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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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뚜렷한 특징은 오래된 같은 제목의 교재들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응용면을

많이 소개한 겻과, 수학 이외의 분야에서 다루는 소재를 활용한 예제의 풀이를 다수

제시하여 수학의 활용성을 보여주는 점이 돋보인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의 교재가

수학교과서로바람직한일이라하겠다.

지은이는이책의실험용교재를여러해동안포항공과대학에서가르쳐온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교육이 오늘날의 포항공과대학의 높은 수준을 이끌어내

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 책의 응용문제 강조 정신으로 미루어 알

수있다.

끝으로이책은수학을전공하는학생뿐만아니라이공계대학의여러분야에서미

적분학의 기초를 갖춘 정도의 학생들에게도 각자의 전공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선형

대수학의이론과연습을익히는적절한교재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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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수학자의 변명

하디지음, 김인수옮김

지은이하디(1877-1947)는영국의대표적인수학자의한사람으로특히해석적정

수론의 연구에 공헌하였으며, 리틀우드와의 공동연구와 인도 출신 천재 수학자 라마

누잔을발굴하여수학적으로대성시킨것으로유명하다.

이 책은 지은이의 만년이라 할 수 있는 1940년에 자신의 수학에 대한 생각을 적은

것이다. 이시기가 2차대전중임을유의해보자.

1940년에 처음 발간된 이 책은 1967년에 스노우의 서문이 첨가되어 다시 간행되

었다. 타이틀 페이지를 넘기면 이 책을 쓸 것을 요청한 존 토마스에게 드리는 헌사가

있고, 9페이지에서 58페이지에 걸쳐 지은이의 젊은 친구였던 스노우의 서문이 실려

있다. 이 서문은 역서에서는 「하디에 대한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뒤에 나타

난다. 이 「추억」은 하디에 대한 개인적인 회고로서, 당시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분위기를잘설명해준것이돋보인다.

하디의 「변명」은 29절로 나뉘어 있는데, 먼저, 「수학자의 기능이란, 무엇인가 새

로운 정리를 증명하면서 수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지, 자신이나 다른 수학자들이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뒤에, 자신이 60여세가 되

어 더 이상 수학자로서 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수학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이라 말하

고있다(1절).

그는 수학에 대하여 「변명」을 하는 것이 「대중의 수학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무

지와 혼동에 근거한 것이므로 좀 더 합리적인 변호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

다(2절). 그런 뒤에 그의 변명은 어느 정도 그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자신의 존재와

행위를 정당화하려면, 첫째로 하는 일이 할 만 한 가치가 있느냐와 둘째로 그 일의 가

치야어떻든왜하느냐는것을구별해야한다」고말한다(3절).

그 뒤로 수학자는 젊은이의 게임이기 때문에 나이의 문제를 다루고(4절), 수학이

해로운 점이 없으며, 아무리 작은 수학의 업적이라도 영속성을 지닌 것을 만들어냈다

는것은보통사람의능력이상임을강조하고있다(6절).

연구를 하게 하는 동기는 지적 호기심, 직업적 긍지, 야망 등인데(7절), 이에 이르

는가장확실한길은수학이지만(8절), 실패할수도있다는느낌이대단히고통스러움

을버트란드러셀의꿈을예로들었다(9절).

수학자는 화가나 시인과 마찬가지로 패턴(유형)을 만드는 사람이며(10절), 그

같은 예로 일류라고 인정되는 참된 수학적 정리로서, 「소수가 무수히 많다」는 유

클리드의 증명과(12절), 「2의 제곱근이 무리수」라는 피타고라스의 증명을 들었

다(13～14절). 그 뒤에 수학적 아이디어 중 본질적인 것은 「일반성」과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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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임을강조하면서(15～18절), 수학적활동을체스게임과비교하였다.

그 뒤에 수학의 「유용성(혹은 무용성)」을 다루면서(19～21절), 진짜 전문적인 수

학자의 인생을 그 업적의 「유용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1절)는 것

을밝힌뒤에, 「순수」수학과 「응용」수학에대하여논하였다(22～25절).

그의 「변명」은, 수학의 어떤 분야가 쓸모 있을까(26～27절)를 생각해본 뒤에,

「사소한 수학」은 대체로 유용하고, 진정한 수학은 대체로 그렇지 않으나 전쟁에 영

향을 주지는 않는다(28절)고 주장하고, 끝으로 이 같은 견해를 자신의 수학적 생애와

결부시키고있다(29절).

수학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연구를 하디의 잣대에 비교하여 볼 기회가 될

것이고, 일반인은하디의 「변명」을들으면서참된수학이무엇인지, 수학자의활동은

무엇인지얻는바가클것이다.

[출판저널 183 호 (199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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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사

“독일 수학 시간 여행 – 가우스에서 힐베르트까지”

(신동우, 임완건지음), 경문사, xxix + 584pp., 2010. 8. 5.

기원전 3세기의 그리스에서 학문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수학은 르네쌍스 시기

의 이탈리아에서의 수학 연구의 부흥과 유럽 각지에서의 대학의 창설을 계기로 하여,

16세기부터많은수학자들이나타났다. 더구나그리스시대로부터 2천년후에뉴튼과

라이프니츠의 미적분학이 나타남으로써 수학은 참으로 과학의 기본이 될 수 있었다.

미적분학이 과학과 문화와 문명에 끼친 큰 영향은 17세기를 인류 지성사의 영웅적 시

대로기억하게한다.

역사상 가장 많은 수학 논문을 쓴 오일러로 대표되는 18세기를 지나 19세기 초반

까지는 유럽 전역에서 수학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그 응용면이 널리 개발되었으며, 특

히 프랑스 수학자들의 활동이 지배적이었다. 가우스와 야코비가 활약하던 19세기 전

반으로부터 힐버트가 지도적이었던 20세기 전반까지는 근대수학이 현대수학으로 변

모하던 시대로서, 독일이 수학의 발전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그 중간의 나치의 등장은 세계 수학계의 분열을 낳았고, 그 뒤에 미국과 러시아의 수

학이주류로보이는시대로넘어왔다.

이 책은 17세기로부터 20세기 전반까지의 독일 수학과 관련이 깊은 63명의 수학

자(물리학자 2명 포함)의 활동을 돌이켜 보면서, 독일 수학의 황금기라 할 수 있었던

1800년부터 1950년까지 근대수학에서 현대수학으로 넘어 오는 과정을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수학자들이 활동하던 공간인 수십 개 지역과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시간적으로는 매 10년마다 무슨 연구 성과가 얻어지고 어떤 교류가 이루어졌는

지를시대상황과함께알아보고, 주역인수학자들의학문과인간에관한이야기를다

루었다.

돌이켜 보면 2차 대전 후 1946년에 생겨나기 시작한 우리나라 대학과 학회에서의

수학 연구는 최근 10년에서야 국제 수준의 수학자를 배출하는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더뎠던 것이 사실이다. 바라건대 2000년부터 시작하여 100년 안에 세계 정상급의 수

학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

수학회가 2014년의 ICM을 유치하게 된 것은 우리 학계의 도약을 위한 큰 발판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이와 같은 큰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앞서 간 외국 선각자들의 발자

취를알려주는큰역할을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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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저자 활동 비디오

대한민국학술원에서는 2015년부터대표적인회원들의활동을소개하는사업을시

작하였는데, 그결과로 EBS에서

“시대와의대화제3회수학자박세희” (2015. 11. 21, 11:10–12:00)

에출연한것이첫째비디오

“수학자박세희” (EBS 제작)

이며, 그것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EBS 팀이 저자의 일본 교토대학에서의 학회 활동을

기록한것이둘째비디오

“Kyoto RIMS 2015” (EBS 제작)

이다. 이 비디오들은 반 년 이상에 걸쳐 국내외 각지에서 촬영되었다. 그리고, 네이

버-중앙일보의

인생스토리 “수학자박세희” 2016

및 OBS(경인TV)의프로그램

명불허전 “수학자박세희”(2019.3.24.21:10; 2019.3.28.13:05 방영)

에초청되어자신의학문, 인생과수학계에서의활동을자세히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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