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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함수의 연속 개념의 역사적 고찰

본 논문은 함수의 연속에 대한 학생들의 관념과 학문수학의 개념의 

차이에 대한 여러 논문들의 보고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첫 번째는 함수의 연속에 대한 학

문수학과 학교수학 그리고 학생들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속에 대한 학생들의 관념과 학문수학의 개념이 다르

다면 학생들은 왜 그러한 관념을 갖게 되었으며, 또 학문수학은 왜 현대

적인 연속의 개념을 갖게 되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문

제를 위해 학문수학의 해석학과 위상수학의 함수의 연속의 정의와 교육

과정, 교과서, 그리고 학생들의 연속의 개념을 비교하였고,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함수의 연속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연속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학생들은 한 개의 식 또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곡선으로 함수의 연

속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학문수학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수학자들이 연속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정립하기까지 겪었던 

과정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오류로서 보기보다는 학문수학

의 연속의 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Leibniz와 Euler, Fourier 등에 의해 함수의 연속 개념은 조금씩 변화

하였으며, 19세기 Cauchy와 Weierstrass에 의해 엄밀성과 산술화가 부여

되었다. Cauchy와 Weierstrass는 공간적 직관으로부터 출발한 미적분학

에 산술적 해석을 함으로써 수학이 공간에서 탈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산술화가 가능한 것은 집합론의 발달 덕분이었다. Grabiner와 

Lakatos, Koetsier는 함수의 연속에 대한 Cauchy의 업적을 혁명적인 것으

로 보았다. 역사적으로 수학자들에게도 함수의 연속에 대한 산술화된 

의 방법은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충격적이고, 새로운 이론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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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것은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학자들에게도 혁명적이었

던 학문 수학적 개념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이 바로 함수의 연속의 

정의라고 말을 한다면 학생들은 왜 그런지 모른 채 수학을 해야 하고 수

학에 대한 반감을 우려가 있다. 

역사적 고찰의 일부로 연속에 대해 체계적 정리를 시도했던 아리스토

텔레스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진정한 연속의 의미는 

“분할불가능한 하나의 전체”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연속의 개념은 

Cantor의 연속체의 개념과도 매우 유사하며 몇몇 논문들은 학문수학의 

연속의 개념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

은 “공간상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갖는 부분들이 공통의 경계”에서 닿

아 있는 것으로 표현됨을 보았다(유재민, 2014).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

의 연속의 정의는 학문수학적인 정의와는 다르지만, 학생들의 연속의 관

념과 많은 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일상

생활 속의 또는 자연의 연속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지 살펴 볼 

수 있었으며 그것이 학문수학의 연속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관념을 오류로서가 아닌 다른 목적과 필

요에 의한 관점으로 보아야 하며, 동시에 교수와 학습을 계획할 때 이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연속 개념의 역사적 발달과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대한 고찰

은 학교 수학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주었다. 첫째로 산술화된 학문수학

의 연속의 개념은 시각적인 연속의 관념이나, 사전의 연속의 정의와도 

차이가 있었으며, 시각적 이미지와 다른 연속의 학문적 정의는 학생들의 

개념학습에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함수의 연속에 대한 학생들의 관념과 학문수학의 개념은 수학적 사고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Tall과 Katz(2014)의 수학적 사고 

발달의 세 단계는 개념적 구체화, proceptual 상징주의, 공리적 형식주의

로 나타난다. 그리고 학생들은 기하학적이며 연결성에 기초한 연속의 개

념을 가지고 있으며 개념적 구체화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학문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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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속의 개념은 엄밀한 형식화의 수준이다. 개념적 구체화 수준의 학

생들에게 세 번째 수준의 형식적인 정의를 바로 제시한다면 이해하기 어

려울 뿐 아니라 좋은 학습이 일어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지 

상태와 사전에 갖고 있는 지식을 교수와 학습이 일어나기 전에 알아보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주요어: 함수의 연속, 역사 발달, 산술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분할 불가능한 하나의 전체

학번 : 2012-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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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연속 함수에 대해 Russell(1919/2002, p.122)은 “순수한 수학적 문제”

이기 때문에 그의 수리철학 교재에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는 개념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순수한 수학적 문제”는 우리가 자주 사용

하는 일상적 용어로 표현된다. 연속이라는 단어는 수학 과목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어이다. 국어사전에서 연속은 일상

적인 정의 “끊이지 아니하고 죽 이어지거나 지속함”이라고 설명되어 

있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p.4356).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신문의 기사에

서도 “전국 아파트 값 ○○주 연속 상승”, “○○○ 5경기 연속 선

발”, “○○○ 4주 연속 홈런”과 같이 연속의 단어가 쓰인 경우를 종

종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연속은 국어사전의 정의인 중간에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연속이라는 단어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수학적인 정의를 부여한다. 그

리고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학적인 연속 함수를 다룰 때, 이전

부터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연속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

다. 보통 일상적 언어는 수학에 나타나는 상징적 표현과 기호들의 의미

를 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수학적 상황에 대한 해석과 반성을 

용이하게 한다(김선희, 2004, p.20). 그러나 일상적이고 직관적인 연속의 

개념을 학교 수학을 하는데 도입하는 학생들은 종종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고 평가된다. 예를 들면,   

과 같은 함수는  에서 정의되지 않았

으며 따라서  에서 끊어져 있는 두 조각의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두 조각의 그래프로 표현되는 함수를 다룰 때,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이진영, 2011, 

pp.75-76; Tall & Vinner, 1981, p.15). 그러나 학문수준의 해석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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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 연속의 정의에 의하면,   

은 정의역의 임의의 점  에

서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 함수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 

원인들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일 것이다. 어떤 논문들은 한 가지 이유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그리고 대학의 해석학 교재가 한 점에서 함

수의 연속을 정의하는 방법의 차이를 들기도 한다(박달원, 홍순상, & 신

민영, 2012, pp.456-462; 이경화 & 신보미, 2005, p.43; 이진영, 2011, 

pp.43-57; Tall & Vinner, 1981, pp.13-14).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학생들의 사전 학습상태와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학문

수학1)의 엄밀하고 형식적인 정의 즉, 함수의 연속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해서 표현해야 

한다(남진영 & 조성민, 2013, p.81). 그리고 그 재구성한 결과물은 변환 

과정에서 학문수학과 어떤 차이점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렇지만 고등학교와 학문수학의 함수의 연속의 정의의 차이는 후에 대학

교에서 해석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인지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이경화 & 신보미, 2005, p.39; Tall 

& Vinner, 1981, p.1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함수의 연속에 대해 학문수학과 학교수학의 개

념 그리고 학생들의 관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차이점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학교수학의 함수의 연속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함수의 

연속의 역사적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정연준 & 김재홍, 2013; Dimitrić, 
2003; Kleiner, 1989; Youschkevitch, 1976)와 학생들의 인식과 학문수학의 

정의의 차이, 그리고 학생들의 오류라고 판단되는 사례들(박달원 외, 

1) 본 논문에서는 대학교에서 다루어지는 수학과 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는 수학을 총
칭하여 학문수학이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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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경화 & 신보미, 2005; 이진영, 2011; Tall & Vinner, 1981) 및 함

수의 연속의 지도방법의 제안(박달원 외, 2012; 정연준 & 김재홍, 2013; 

Shipman, 2012)등 여러 논문들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함수의 연속에 대

한 지도는 주로 대학 수준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제언으로 보인다. 특히, 정연준과 김재홍(2013, p.582)은 함수의 연속에 

대한 역사적 발달과정을 검토한 후, 현대의 함수의 연속의 형식적 정의 

뒤에 감추어진 연속에 대한 인식을 “무한단계”, “중간값”, “비약없

음”의 세 가지로 보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관점을 학교수학의 함수의 

연속을 지도할 때의 보완사항으로 제시하면서 “함수의 연속이 기하적 

연결성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제안했다. 박달원 외(2012, 

pp.463-467) 역시 그래프의 연결성으로 함수의 연속을 지도하는 것은 학

생들에게 오개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대학 수준의 해석학의  

연속과 모순되지 않는 정의로 함수의 연속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함수의 연속의 지도 방법의 제안이 목적은 아니다. 

본 논문은 하나의 수학적 개념인 함수의 연속에 대해 학문수학과 학교수

학의 접근 방식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와 같은 함수

에서 학생들은 왜 학문수학의 연속의 개념과 다른 관념을 갖게 되었는지

의 의문에 대한 탐구를 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 먼저 함수의 연속의 개념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고찰하고

자 한다. Pierpont(1898, p.399)는 연속의 개념에 대해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절부터 철학자들의 논쟁이 되어온 이 개념을 어떻게 

적절하게 묘사할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하였다. 고대로부터 철학자

들의 논쟁의 주제였던 연속의 개념이 수학의 분야로 들어오면서 그것을 

적절하게 수학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수학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Boyer(1949, p.11)는 수학의 분야 중에 미적분학은 그 개념이 정

립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드문 분야라고 하였는데, 그 개념 중 한 

가지는 바로 연속의 개념으로 보인다. Jourdain(1913, p.664)은 함수의 연

속 개념은 역사적 발달에서 “연속”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모든 것이 변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문수학의 를 사용한 정의와 학교수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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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숫값과 극한값을 사용한 “lim
→

 이면 연속”이라는 연속의 정

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속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국어사전의 “끊이지 

않고 죽 이어지거나 지속함(국립국어연구원, 1999, p.4356)”의 연속의 의

미와 형태가 다른 현대 수학적인 함수의 연속의 정의로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함수의 연속에 대한 역사적 발달과정의 고찰은 교수와 학습의 

지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민세영(2002, p.409)은 수학교육의 문제 중 하

나로 발생과정의 수학은 숨긴 채 완성된 형식적 수학만을 “연역적인 전

개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들었다. 특히 민세영(2002, 

p.467)은 Freudenthal의 수학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한 역사적 발달과정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로부터 학생

의 현실로부터 재발명이 가능하도록 교사가 안내해야 함을 말하였다. 

즉, Freudenthal의 “안내된 재발명”의 원리에 따른 수업을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학학습에서 학생들이 보

이는 어려움과 오류들은 역사적으로 수학자들이 겪었던 현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어떤 수학 개념의 발생과 발달

에서 수학자들도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본 논문의 주제인 

연속 함수 역시 오랜 시간 수학자들의 논쟁 끝에 현대적인  방법으

로 정리 된 개념으로, 학생들의 수학화 및 재발명을 위해서 연속함수의 

교육 이전에 개념이 출현하고 정립되기까지의 역사적 발달 과정의 분석

이 필요하다.  

이경화(1996, p.11)는 확률교육과 관련된 논문에서 이상적인 수학교사

는 확률의 형식화된 수학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수학자들의 아이디어와 그들의 논쟁을 가르친다고 하였

다. 이러한 이경화(1996)의 관점을 함수의 연속 개념에도 적용한다면, 수

학 교사는 형식화된 함수의 연속의 정의만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러한 정

의가 등장하기까지의 수학자들의 고민과 그들의 논쟁들을 다루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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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함수의 연속의 역사적 발달 과정의 분석이 선

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함수의 연속에 대한 역사적 발달 

과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Russell(1919/2002, p.ⅺ)은 연속의 본질은 무한과 마찬가지로 수학에

서 논의되기 이전부터 철학의 한 연구주제였음을 말한바 있다. 즉, 이미 

연속이라는 관념은 수학적으로 정의되기 훨씬 전부터 철학적으로 그 본

질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고, 수학이 발달하면서 수학의 한 

주제가 되었다. 따라서 철학에서 말하는 연속의 개념은 수학의 연속의 

개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함수의 연

속의 역사적 고찰의 한 부분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연속의 개념을 체

계적으로 정리했다고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정연준 & 김재홍, 2013)의 

자연 철학의 연속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학당에서 플라톤은 위를 가리키고, 아리스토

텔레스는 아래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두 학자의 연구의 주제 또는 관심 

사상에 대한 라파엘로의 표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임재훈, 

2004, pp.9-10). 즉, 플라톤은 형이상학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아리스토텔

레스는 자연의 세계를 주로 연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특히 아

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 「범주론」, 「형이상학」 등의 저서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해 실세계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주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개념은 이러한 자연에 대한 해석의 대표적 예이며 특히, “분할 

불가능한 하나의 전체”를 연속의 본질로 보았다(유재민, 2014; White, 

1988).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은 해석학의    개념 그리고 위상

수학의 “열린집합의 역사상이 열린집합이면 그 사상은 연속이다”라는 

정리와 때로는 충돌하지만,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가진 연속의 개념과 

많은 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개

념은 비록 학문수학에서 받아들여지는 연속의 정의와는 다르지만, 인간

이 자연에서 연속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

다. Cauchy와 Weierstrass의 연속의 개념은 현대 해석학이 발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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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Cauchy와 

Weierstrass의 연속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의 연속의 개념,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개념이 자연을 

해석하고 우리 인간의 연속과 관련된 인지에 통찰을 제공한다고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연속의 개념은 학문수준의 지식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자연현상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함수의 연속에 대한 우리의 사고

에 대한 정보를 위해 연속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정의를 살펴보

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학문수학과 학교수학에서 함수의 연속의 개념의 접근 방식

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연구질문 2. 함수의 연속 개념의 역사적 발달 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연속이라는 일상적 개념을 수학에 들여오는 과정은 어떠하

며 그 과정에서 연속의 의미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연구질문 3.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의 연속의 특징은 무엇이며 철학

의 연속과 수학적 연속, 그리고 학생들의 연속의 관념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3. 연구방법 및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학문수학의 교재로 대학수학의 해

석학과 위상수학의 교재들과 학교수학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2009개정 

교육과정과 그에 따라 저술된 교과서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함수의 연속의 지도에 대한 안내는 매우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에 비해 2007개정 교육과정 해설서는 각 단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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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서술방법의 안내와 지침을 포함한다.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는 교과서를 어떻게 서술하라고 안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

은 2009개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를 살펴보며 학문수학과의 차이점에 대해 진술할 것이다.  

또한, 함수의 역사에 대한 논문들을 통해 함수의 연속이 현대적인 

 방법으로 발달하기까지의 역사와 그 흐름을 알아볼 것이다. 아리스

토텔레스와 데모크리토스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온 연속의 개념이 수학에

서 어떻게 구현되어 왔고 그 양상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변화를 가

져온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연속의 개념을 살펴볼 것

이다. 연속의 관념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존재해 왔고, 아리스토텔레스

는 그 연속 개념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정연준 & 김재홍, 2013). 따라서 

수학에 연속의 개념을 도입하기 전부터 연속이라는 관념을 생각했으며, 

그것이 수학의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철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아리스토텔레

스의 연속의 정의를 통해 그가 그의 탐구 주제인 자연을 바라보며 연속

의 관념을 생각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정의를 통해 수학을 배우기 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연속의 관념에 대

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자연학」, 「범주론」, 「형이상학」과 아

리스토텔레스의 연속에 대한 연구 문헌들을 검토하여 그것이 학문수학과 

학생들의 연속의 관념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학문수학의 연속 개념에 대한 이해와 따라서 그에 대

한 교육적 안목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속의 관념을 수

학적으로 정립하기까지의 발달과정과 수학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

대적인  방법으로의 정리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사는 스스로도 함수의 연속에 대한 깊어진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형식적 지식만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닌 수학의 발

달과정을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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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정의의 고찰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속에 대한 관념, 그리고 학생들이 수학

의 연속을 배우기 전부터 연속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수업에 들어오

는지에 대해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의 관념을 오류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연속의 일반적 관념을 

수학의  방법으로의 전환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며 교육적 관심과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 또한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학교수학의 함수의 연속으로부터 학문

수학의  방법을 가르치고 학습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에 대

한 논의는 다루고 있지 않다. 함수의 연속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배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를 바탕으로 학교수학의 극한을 이용한 방법에서 

학문수학의  방법으로 전환의 구체적인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 역시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과 수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를 위

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함수의 연속 개념의 역사적 발달과

정의 고찰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정의의 고찰을 바탕으로 학교수학

으로부터 학문수학의 정의로 전환의 교수학습의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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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문수학과 학교수학의 함수의 연속

1. 학문수학에서 함수의 연속

대학교에서 다루는 해석학은 보통 Weierstrass의 이론을 바탕으로 전

개하는 표준해석학이다 그리고 이 해석학은 엄밀한 현대수학의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학문수학의 엄밀한 해석학에서는 좌표공간에 존재하는 

함수의 연속 특히, 한 점   에서의 함수의 연속을 다음과 같이 다룬

다.

를 의 부분집합이라 하고 를 ∈라고 하자. 함수   →에 

있어서 명제 

「임의의   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적당한   이 존재

하여 이고, ∈이면  이다」

를 만족하면, 는 점  에서 연속(continuous at c)이라고 한다. 

특히 가 모든 점 ∈에서 연속이면 는  위에서 연속(continuous 

on E)이라고 하고, 이때 는 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이다. 또는 함수 

  →는 연속이라고 말한다. 또 가 점 에서 연속이 아닐 때, 는 

점  에서 불연속(discontinuous at c)이라고 한다. (정동명 & 조승제, 

1992, p.166)

정동명과 조승제(1992)는 이에 덧붙여서 함수 가  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가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

야 함을 덧붙였다. 즉, 위의  방법2)에 의해 한 점에서 함수의 연속

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함수가 반드시 그 점에서 정의되어 있어야 하며, 

정의되지 않은 점에서  방법에 의한 연속의 판정은 무의미한 것이

다. 

2) 본 논문에서는 과 를 사용한 정동명과 조승제(1992, p.166)의 함수의 연속의 정의 방
법을 “ 방법”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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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평면 위의 함수의 연속의 판단은 학문수학의 

위의 정의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평면에서 확장하여 정의역

과 공역을 거리공간으로 확장하면 함수의 연속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와 를 거리공간이라 하자.  ⊂  , ∈이고 를 에서 로의 함

수라 하자. 임의의   에 대해   이 존재해서     인 모든 

∈에 대해 다음을 만족하면 를 점 에서 연속이라 한다. 

     .

함수 가 의 임의의 점에서 연속이면, 는 연속이다. (Rudin, 1976, 

p.85)

Rudin(1976) 역시 점 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함수 가   에서 

정의되어 있어야 함을 덧붙였다. 이는 함수 의 어떤 특정한 점   

에서의 연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함수 가   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에서 정의되지 않은 함수는 연속여부를 판정할 수 없

다는 의미로 보인다. Rudin은 이와 더불어 위의 함수의 연속의 정의와 

함수의 극한의 정의로부터 “와 가 거리공간일 때,  ⊂  , ∈이고 

를 에서 로의 함수”라 하면 가   에서 연속인 것은 

lim
→

  와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을 보였다(Rudin, 1976, p.86). 즉, 

현재 우리 고등학교에서 받아들여지는 함수의 연속의 정의 

lim
→

  의는   의 방법에 의해 바로 유도될 수 있는데, 학문수

준의 해석학의 정의에 의하면 이것은 점 가 정의역의 점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있어야 한다. 

실제로   

의 경우 정의역의 모든 점 즉,  이 아닌 임의의 실

수에서 연속이라는 것을 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는  ∞에서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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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에 대해  min 
 라 하자.

임의의   에 대해   
 min 


  라 하면   이다. 

   이면,        이고, 



 




 이다. ∵      



 

 
 




 


 
  

   

따라서   
 는   인 임의의 점   에서 연속이다. 

또한, ∞ 에서   
 가 연속임을 같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으며 따

라서   
 은 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3)

그리고 함수 의 방법에 의한 연속의 정의로부터 위상수학의 

잘 알려진 정리 “열린집합의 역사상이 열린집합이면 그 사상은 연속함

수”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가 거리공간 로부터 거리공간 로의 연속함수라는 것은 의 열린

집합 에 대해    가 의 열린집합이라는 것과 동치이다. (Rudin, 

1976, p.86) 

(증명) 가 에서 연속이고 를 의 열린집합이라고 하자. 우리는 

   의 모든 점이   의 내점이라는 사실만 보이면 된다. 

∈ ∈라 하자. 가 열린집합이므로,   이 존재해서 ∈

에 대해     이다. 그리고 가 점 에서 연속이므로   가 

존재해서    이면,     이다.     에서 

∈   이다. 

반대로, 의 모든 열린집합 에 대해   가 에서의 열린집합이

3) 본 증명은 다음의 인터넷 페이지를 참고한 것이다.
“http://math.stackexchange.com/questions/12462/is-fx-1-x-continuous-on-0-inf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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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자. 점 ∈를 고정하고,   이라 하자.     인 모든 

∈의 집합을 라 하자. 그러면 는 열린집합이다. 따라서    

는 열린집합이다. 그러므로     이면 ∈  인   가 존

재한다. 그런데 ∈   이면, ∈ , 이고 따라서 

    이다. (Rudin, 1976, p.87)

따라서 좌표공간, 거리공간, 위상공간 각각에서 를 사용한 함수의 

연속 정의는 모두 동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논의로부터 이들 연

속의 정의는 “lim
→

 ”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연속의 정의가 학교수학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

펴보자.

2. 학교수학에서 함수의 연속

2.1 교육과정의 연속-2007개정, 2009개정 교육과정을 중

심으로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함수의 연속은 미적분과 통계기본과 수학Ⅱ에

서 다룬다. 특히 2007개정 교육과정 해설서는 미적분과 통계기본 교과에

서 함수의 연속의 뜻을 다음과 같이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 점에서 끊어진 함수의 그래프의 예를 통해, 그 그래프가 이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함수의 연속의 조건에 대

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함수의 연속에 대한 수학적 정의를 유도하도

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p.185)

또한, 2007개정 교육과정 해설서는 위의 직관적인 지도 이외에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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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함수의 연속의 정의 중 다음의 세 단계로, 한 점   에서 함수의 

연속을 판정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 가 존재 한다

㉡ lim
→

가 존재한다.

㉢ lim
→

와 가 일치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p.185)

위의 세 단계를 확인한 후에, 한 점  에서 불연속인 경우는 “함

숫값이 정의되지 않거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함숫값과 극한

값이 존재하지만 극한값과 함숫값이 다름”의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

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p.185). 학문수학에서는  에서 함숫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정의역이 아니므로  방법에 의해 연속성을 판

정하지 않지만, 2007개정 교육과정해설서는 이 경우를 불연속의 사례로 

보고 있다. 즉, 함수   은 해석학에서  은 정의역의 점이 아니

기 때문에 이 점에서 연속과 불연속을 판정하지 않고, 정의역이 아닌 모

든 점에서 연속이므로 연속함수이다. 그러나 2007개정 교육과정해설서에 

의하면   는  에서 함숫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서 

불연속이고 불연속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연속 함수이다. 

함수의 연속을 다루는 2007개정 교육과정의 방식은 2009개정 교육과

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함수의 연속이 포

함된 과목은 미적분Ⅰ이며, 함수의 연속의 학습내용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②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 p.81) 

그리고 <교수 ․ 학습상의 유의점>으로 함수의 연속의 지도는 앞으로 

배우게 될 미분법과 적분법에 필요한 정도로만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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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2011, p.82). 즉,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함수의 연속

의 지도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너무 엄밀한 학문수준의 정의가 

아닌 앞으로 배울 내용에 필요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수학의 내용과 대학수학의 내용 사이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아

직 정립되지 않았다(임재훈, 2004, p.163). 즉, 대학수학에서 의 방법

으로 함수의 연속을 다룬다고 해서 반드시 고등학교에서 그와 일치하거

나 또는 모순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공유된 결론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또한 현재 학문수학의 정의와 차이가 있는 함수의 

연속의 정의를 학교수학에서 다루는 현상은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2.2 교과서의 연속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저술된 미적분Ⅰ의 교과서는 총 8종이며 

이 중 6종의 교과서4)를 본 절에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6종 모두 위에서 언급한 2007개정 교육과정해설서의 극한을 이용한 

정의 또는 이어짐과 끊어짐으로 연속을 다루고 있다. 특히, A, B, C, D의 

4종의 교과서들은 도입부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 즉, 그래프의 끊어짐과 

이어짐으로 함수의 연속을 소개한다. 

다음은 세 함수   의 그래프이다. 이 중 끊어지지 않고 연

결된 그래프는 어떤 것인지 말해보자. 



 





 




 



<그림 Ⅱ-1> 연결성을 통한 함수의 연속의 도입

4) 6종의 교과서는 참고문헌에 제시해 놓았다. 본문에서는 참고문헌에 제시된 순서와 상관
없이 A, B, C, D, E, F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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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과서 E의 경우 도입은 그래프의 이어짐과 끊어짐으로 하고 있지

는 않지만, 함수의 연속성의 정의 옆에 “함수 가  에서 연속이

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E교과서 

p.71)라며 역시 그래프의 끊어짐과 이어짐으로서 연속에 대한 부연설명

을 하고 있다. 그러나 6종 중 1종의 교과서 F의 경우에는 함수의 연속에 

대한 설명에서 그래프의 끊어짐과 이어짐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이러한 끊어짐과 이어짐을 이용한 함수의 연속의 도입은 학생들이 개

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러 논문들은 설명하고 있다(박

달원 외, 2012; 이경화 & 신보미, 2005; Raman, 2004; Shipman, 2012). 실

제로 그래프의 연결성을 통한 함수의 연속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정리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결집합의 연속상은 연결이다. (Lipschutz, 1965/2003, p.335)

  →를 위상공간 에서 위로의 연속함수라 하자. 가 연결이면 

도 연결이다. (Kahn, 1995, p.73)

즉, 위상수학의 잘 알려진 위의 정리에 의하면 정의역이 연결집합인 

연속함수 의 치역은 연결이다. 즉, 함수의 치역이 연결이 아닐 때, 함수 

를 연속함수가 아니라고 단정지울 수 있는 경우는 함수 의 정의역이 

연결인 경우뿐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는 정의역 자체가 

비연결인   과 같은 함수를 다루면서 함수의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

지 않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불연속 함수라는 식의 논지를 펼치는 경우

가 있다. 그리고 위의 사례와 같이 정의역이 연결인 경우에 그래프의 연

결을 통해 함수의 연속을 다룬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이미 그래프의 연결

성으로 함수의 연속을 인지하게 된다. 그래서 정의역의 연결 여부와 상

관없이 그래프가 연결이면 함수가 연속이고, 그래프가 연결이 되지 않으

면 함수를 불연속으로 생각하게 된다. 또한, 위의 <그림 Ⅱ-1>과 같이 

도입부에 제시된 함수   는 한 점에서 정의되지 않은 함수이면서 

동시에 그 점에서 끊어져 있는 함수이다. 이러한 설명 역시 정의되지 않

은 한 점이 있을 경우에 끊어져 있는 함수가 되어 그 점에서 불연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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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본문에서 함수의 연속에 대하여 한 점에서의 연속과 구간에서의 연속

의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2007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함

수의 연속의 정의를 6종의 교과서에서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즉, 6종의 

교과서 모두 한 점   에서 함수의 연속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함수 가 실수 에 대하여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 는  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ⅰ) 함수 가   에서 정의되어 있다.

(ⅱ) 극한값 lim
→

가 존재한다.

(ⅲ) lim
→

   (B교과서, p.83)

분석의 대상이 되는 6종의 교과서 중에서 5종의 교과서 A, B, C, D, 

E에서는 함수의 불연속을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시하고 있으며 1종 C의 교과서에서는 그 점에서 “정

의되어 있고, 연속이 아닐 때” 불연속이라고 설명하는 것에서 다른 5종

의 교과서들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C 교과서, p.79). 

그리고 이들 6종의 교과서 중에 C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5종의 교과

서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역이 아닌 특정한 한 점  에서 함수의 연속

여부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판단하도록 하고 있었다.  

다음 함수가   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여라.

(1)   


  (A 교과서, p.70)

Dimitrić은 


, 


와 같은 함수에서 정의역이 

아닌 한 점에서의 연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 고양이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의 고양이를 사랑합니까?”라고 묻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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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한다(Dimitrić, 2003, p.5). 즉,   의 경우 특별

한 언급이 없으면 함수의 정의역은   이 아닌 모든 실수이다. 그리고 

함수의 연속 여부는 정의역에서만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에서 연속 

여부를 묻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위의 6종의 교과서 모두 한 점에서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을 정의한 

이후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모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함수 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연속

일 때, 함수 는 그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또 어떤 구간에서 연

속인 함수를 연속함수라고 한다. 

  특히 함수 가 

         (ⅰ) 열린구간  에서 연속이고

         (ⅱ) lim
→

  , lim
→

  

일 때, 함수 는 닫힌 구간    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A 교과서, p.71)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2009개정 교과서들은 2007개정 교육과정 해설

서의 함수의 연속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했듯이 2007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의 한 점에서 함수의 연속

의 정의는 학문수학의 연속의 정의와 차이가 있었다. 

3. 학생들의 함수의 연속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학생들이 가진 연속 개념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들의 결

과를 통해 학생들의 함수의 연속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Tall과 Vinner(1981)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속과 관련

된 질문을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연속 여부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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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답을 하거나 혹은 연속 불연속 여부에 대한 답은 올바르게 하였더

라도 그 이유를 잘못 설명하였다. 특히    ≠ 이 연속인지 여부

를 묻는 질문에서 많은 학생들이 바르지 못한 답을 하였다. 

  ≠ 은   를 사용한 해석학의 정의에 의하면 연속함수이다. 

그러나 이 함수의 연속 여부에 대해 연속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잘못된 

이유를 말하거나, 혹은 연속이 아니라고 바르지 못한 답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Tall과 Vinner(1981)의 조사 결과 학생들의 반응 중 몇 가지를 발

췌하면 다음과 같다.

           (≠      ≤ 
   

연속 41 6 1

불연속 0 35 38

무응답 0 0 2

<표 Ⅱ-1> 함수의 연속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1(Tall & Vinner, 

1981, p.166)

5)

이 표에서 보면 한 조각의 그래프로 이루어진  는 모든 학생

들이 연속이라고 답한 반면, 연속함수   ≠는 41명 중 35

명의 학생들이 불연속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

다. 

5) 이 표는 Tall과 Vinner(1981, p.166)의 논문에 제시된 표 중에 본 논문의 분석에 필요

한 함수 3개    을 선택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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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함수는 연속이다. 왜냐하면 

“한 개의 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 함수는 연속이 아니다. 왜냐하면 

“함수가 원점에서 정의되지 않아서”

“그래프가 한 조각이 아니므로”, 

“함수가 원점에서 무한대가 되기 때문

에” (Tall & Vinner, 1981, p.167)

 



<그림 Ⅱ-2>   의 

그래프

이 밖에도    이외의 다른 함수들에 대해서도 그 함수가 불연속

인 이유로, “한 조각이 아니기 때문에, 비약이 있기 때문에, 식이 한 개

가 아니라서”의 설명을 하였다. 즉, 학생들은 연속함수를 “한 조각

의”, “비약이 없는”, “식이 한 개인”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으

로 보인다(Tall & Vinner, 1981, p.167). 학생들이 어떤 함수가 연속인 이

유 혹은 연속이 아닌 이유로 언급한 예들 중 몇 가지는 역사적으로 수학

자들이 함수의 정의 그리고 함수의 연속의 정의를 세워나갈 때 겪은 과

정과 비슷하다. 특히 Ely(2007)는 함수의 연속의 개념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과 Euler를 비롯한 수학자들의 초기 관념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점

을 지적하며 학생들과 17-19세기 수학자들 모두 연속함수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으로 판정함을 주장하였다. 

부드러움(smoothness)-그래프 또는 함수는 부드럽게 변할 때, 또는 도함

수가 연속일 때 연속이다. 특히, 그것은 날카로운 곳이나 break가 없다. 

한 개의 식(single formula)-그래프 또는 함수는 그것이 한 개의 해석적 

식으로 나타날 때 연속이다. (Ely, 2007, p.16)

즉, 학생들이 연속 함수를 판별할 때 사용한 직관 및 기타 다른 판정

요소들은 함수의 연속의 현대적 정의가 정립되기 전에 많은 위대한 수학

자들이 생각했던 판정요소와 비슷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보이는 오류는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단순히 오류로서 생각하기 보다는 다

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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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와 신보미(2005)는 우리나라 상위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Tall

과 Vinner(1981)의 연구를 반복연구 하였다. 이경화와 신보미(2005)의 조

사 결과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6). 

      

≠      가 유리수 

 가 무리수    
  

무응답 1 1 0

연속 7 5 1

불연속 12 15 19

<표 Ⅱ-2> 함수의 연속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2(이경화 & 신보미, 

2005, p.47)

우리나라 학생들은 시각적인 이미지 보다는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함

수의 연속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Tall과 Vinner(1981)의 연

구와 차이가 있었지만, 연속함수인    

≠ 과    

  
의 

함수를 불연속으로 판정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all과 Vinner(1981)의 연구에서처럼 함수의 연속 여부에 대해 그래

프의 연결성이라는 개념이미지를 갖고 있는 현상 역시 관찰되었다. 특

히,     가 유리수 
 가 무리수 

인 경우에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면서 “쭉 연

결된 그래프”, “뚫린 데”가 없는 그래프라는 이유로 연속이라고 판단

하였다(이경화 & 신보미, 2005, pp.50-53). 

박달원 외(2012)는 고등학교 수학교과서와 교육과정 해설서를 분석한 

후에, 고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함수의 연속에 관한 정의 방법이 대학

교 과정의 함수의 엄밀한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연속함수에 관한 오개념

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였다. 박달원 외(2012)는 2007개정 교육과정의 

6) 이 표는 이경화와 신보미(2005, pp.46-47)의 조사 문항과 <표Ⅳ-2> 중에서 본 논문에 

필요한 함수   와 응답유형만 선택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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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2 교과서 7종을 분석하여, 정의역이 아닌 점에서 함수의 연속과 불

연속을 조사하라고 하거나, 불연속이라고 밝힌 교과서 5종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표 Ⅱ-3> 수학2 교과서에 나타난 함수의 연속 판정 문제(박달원 

외, 2012, p.457)

박달원 외는 특히 현재의 교과서에서 “곡선의 연결”방식을 통해 함

수의 연속을 정의하는 것과 함수의 정의역이 아닌 곳에서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 여부를 판정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함수의 연속의 오개념에 

대한 원인으로 분석하였다(박달원 외, 2012, p.461-462)

Shipman(2012)도 대학의 학부과정 중 미적분학과 해석학의 연속의 정

의가 다른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정의역의 차이 때문에 연속의 

두 정의는 다르고, 따라서 미적분학에서는 연속이지만, 해석학에서는 연

속이 아닌 함수가 존재한다. 특히, 미적분학과정에서 학생들은 “종이로

부터 펜을 떼지 않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때” 연속함수라고 배우지

만, 학부 해석학 과정에서는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일 때 함수가 연

속이라고 배운다. 따라서      와 같은 함수는 “종

이로부터 펜을 떼지 않고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므로” 불연속이지만, 

해석학의    방법에 의하면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므로 연속이

다(Shipman, 2012, 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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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n 역시 pre-미적분학과 미적분학, 그리고 해석학 교재7)에서 각

각 함수의 연속의 정의가 다른 것을 논의하였다. pre-미적분학에서는 

“종이에서 연필을 떼지 않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때” 함수가 연속

이며(Raman, 2004, p.391), 미적분학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재와 비

슷한 접근 “lim
→

  를 만족할 때 어떤 점 에서 연속”이라고 다

룬다(Raman, 2004, p.395). 그리고 해석학 교재에서는 잘 알려진    방

법에 의해 연속을 다루는데, 세 가지는 모두 상이한 표현을 갖고 있으며 

그 정의들에 포함되는 함수들 역시 다른 경우가 있다. Raman(2004, 

p.396)은 특히, pre-미적분학과 미적분학의 두 단계에서 학생들은 연속함

수와 불연속함수를 구분하는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

나 Shipman(2012)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pre-미적분학이나 미적분학의 정

의에 의하면 불연속인 함수가 해석학의    방법에 의하면 연속인 함수

가 되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pre-미적분학과 미적분학

에서 함수의 연속여부를 묻는 문제가 많은 것은 이 후에 해석학의    

방법에 의한 연속을 다룰 때 인지적 혼란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

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aman, 2004).

4. 학문수학과 학교수학의 차이에 대한 분석

학문수학과 학교수학의 연속의 정의는 그 형태나 정의 방식 모두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남진영과 조성민(2013, p.81)은 학교수학의 정

의는 학습자의 발달단계와 교육과정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

에, 엄밀한 학문수학의 정의와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교사와 학생들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엄밀한 학문

수학의 정의의 본질은 유지하되 교육적 적절성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7) Raman(2004)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과정을 비교하기 위해서 세 개의 교재 pre-미
적분학과 미적분학, 그리고 해석학 교재를 분석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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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수준에 맞게 정의를 변환하고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수학교

육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함수의 연속의 경우 교육과정에서는 그래프의 연결성으로 도입을 하

고, 특정한 점   에서의 연속을 정의한 후 구간에서의 연속으로 정의

를 확장한다. 특정한 임의의 점에서의 연속을 바탕으로 구간으로 연속을 

확장하는 것은 학문수학의 진행방식과 일치한다. 그러나   에서의 연

속을 정의하기까지의 과정은 일치하지 않는다. 

우선 함수에 대한 학교수학과 학문수학의 정의방식을 비교해 보자. 

학교수학 즉,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함수의 정의를 중학교 1학년 과

정에서 다음과 같이 도입하고 있다. 

함수의 개념은 다양한 상황에서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도입한다. (교육과학기술

부, 2011, p.30)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함수의 정의에서 “두 양 사이의 대응관

계”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변하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양이 변한다는 사

실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특

히 운동과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연속적이지 않은 변화는 생각하기가 매

우 어려운데 이에 대해 Russell(1919/2002)은 “웰스 H.G.Wells의 이야

기”를 예로 들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현할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언젠가 경찰관에게 쫓겨 체포되려는 순간 “이 녀석 죽

어라”하고 고함치자 경관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 이 때, 

를 시각 에서의 경관의 위치, 를 그가 고함친 시각이라면, 가 

아래로부터 에 접근할 때 경관의 위치의 극한이 에서의 주인공의 위

치와 서로 접하나, 에서의 함숫값은 그가 ‘죽어 넘어진 지옥’이다. 

(Russell, 1919/2002,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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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ell은 이런 일은 자연현상에서나 또는 실세계에서는 거의 일어나

지 않으며, 우리는 거의 모든 운동은 연속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다. 즉,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수학 자체의 세계가 아닌, 실세계를 바탕으

로 생각하는 한, 불연속적인 변화를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Russell, 

1919/2002, p.130). Whitehead(1911/2009, p.142)도 Russell과 비슷한 견해

를 보인바 있다. Whitehead는 “아라비안나이트의 세계”가 아닌 이상 

불연속적인 변화의 예를 찾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하였다. 즉, 우리가 

불연속적으로 인지하는 경우에 그것은 우리가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비상하게 빠른 속력”이고, 실제로는 불연속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

이다. 따라서 어떤 변하는 변수들의 대응 관계로서 함수를 정의할 때, 

불연속보다는 연속적인 변화를 생각하게 된다. 이에 비해 학문수준의 해

석학 특히 엄밀함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Bourbaki의 저서에서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집합 에서 실직선으로의 사상을 위에서 정의된 실함수라고 부른다. 

(Bourbaki, 1966, p.347)

Bourbaki(1966, p.347)는 변화하는 것과 같은 동적인 표현이 아닌 집합

으로부터 실수 직선으로의 사상으로 정적이며 형식적인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학교수학과 학문수학의 정의의 차이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엄밀한 학문 수학적 정의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에 맞는 교수학적 조치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중학교 수준의 함수의 정의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미적분 Ⅰ에서는 함수의 연속을 <그림 Ⅱ-1>에서 본 것과 같이 곡선의 

연결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결된 그래프

를 보고 함수가 연속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정의역이 연결일 때뿐이

다. 

미적분Ⅰ 교과서의 연결로서 도입된 함수의 연속 특히 한 점  에

서 함수의 연속은 앞에서 보았듯이 다음의 세 단계를 통해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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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존재 한다

㉡ lim
→

가 존재한다.

㉢ lim
→

와 가 일치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p.185)

즉, 함수의 연속은 극한을 사용해서 정의되는데 이 극한을 사용한 정

의 방식 역시 학문수학과 학교수학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다. 학교수

학은 극한을 도입할 때, “한없이 가까이 갈 때”와 같은 동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과 를 사용한 극한의 엄

밀한 학문수학의 정의는 너무 어렵고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p.178). 그러나 “한없이 가까이 갈 

때”와 같은 움직임과 관련된 동적인 표현에 의한 극한의 정의와 그에 

의한 연속의 정의는   와 같은 끊어져 있고 연결되지 않은 그래프

의 경우에 움직임의 끊어짐 또는 비약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속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반면 과 를 사용한 학문수학의 함수의 연속의 정의는 

움직임이 배제된 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적인 학문수학의 

연속의 정의의 특징에 대해서는 Ⅲ장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시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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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함수의 연속 개념의 역사적 분석

1. 함수의 연속개념의 역사적 발달 과정

연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듯이 오래 전부터 사람들

이 사용해왔던 일상적인 단어라고 추측이 된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시대 

피타고라스학파는 시간과 공간이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식의 연속에 대한 

인식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리스인들 역시 도형의 넓이와 부피

들이 연속적으로 변한다고 인식한 바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

한 연속 개념의 체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정연준 & 김재홍, 2013, 

p.569). 그러나 Boyer(1949, p.5)가 언급했듯이 한 학문의 기초가 되는 어

떤 개념의 체계화 또는 형식화가 그 학문의 발달에서 매우 늦게 이루어

지는 일은 종종 있으며, 미적분학의 발달에서 이러한 현상은 어느 개념

보다도 매우 잘 나타난다. 그리고 Boyer가 언급한 그 기초가 되는 기본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연속의 개념으로 보인다. 연속은 고대 그리스 시대

부터 사용해왔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념의 체계화를 위한 시도를 했

었지만 현대에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속의 수학적 개념은 19세기 

후반 Cauchy와 Weierstrass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고대 그리스시대의 연속의 개념으로부터 지금의 Cauchy와 Weierstrass의 

 방식의 함수의 연속의 정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발달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1.1 함수 개념의 출현과 발달

함수의 연속 개념은 함수 개념의 발달과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Dimitrić, 2003, p.1). 따라서 우리는 연속 개념의 역사적 

발달을 고찰할 때, 함수 개념의 역사적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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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iner(1989)는 함수 개념의 발달을 기하학적 이미지와 대수적 표현 또

는 식으로서 나타나는 해석적 표현 사이의 긴장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함수를 펜으로 그린 연결된 곡선으로서 또는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서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당시의 수학적인 체계에 맞게 정의하고자 하

는 수학자들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함수’의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

은 1673년 Leibniz에 의해서이며(Youschkevitch, 1976, p.56), 이때 Leibniz

는 현대적인 함수가 아닌 “곡선과 관련된 한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Kleiner, 1989, p.283). 즉, “접선은 곡선의 함

수이다”라는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리고 1718년 베르누이는 변수들

이 결합하는 방식으로서 함수를 생각하였다(Kleiner, 1989, p.284). 오일러

는 1748년에 그의 저서 「Introductio in Analysin infinitorum」에서 곡선

의 어떤 특징으로서 연속을 생각하였으며 연속적인 곡선은 “해석적 표

현”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Schubring, 2005, p.26). 

변하는 양의 함수는 변하는 양과 수 또는 상수 양들이 임의의 방법으로 

결합된 해석적 표현이다8). 따라서 변수 가 상수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성분에 관한 해석적 표현은 의 함수가 된다, 따라서 

               ect.는 의 함수이다. (Euler, 

1748/1988, p.3)9) 

함수들 사이의 원론적 차이는, 변하는 양과 상수 양을 결합하는 방법으

로 정한다. (Euler, 1748/1988, p.4)

즉, 오일러는 연속인 곡선은 해석적 표현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불

연속인 곡선은 한 개의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곡선

의 조각의 결합으로 인식 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곡선을 “불연속

인” 또는 혼합된”이라고 표현하였다(Schubring, 2005, p.26).

9) Euler(1748/1988, p.4)는 그의 저서「Introductio in Analysin infinitorum」에서 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A function of a variable quantity is an analytic expression 
composed in any way whatsover of the variable quantity and numbers or constant 
qua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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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 

    
 은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연속이지만, 

위의 오일러의 정의에 의하면 불연속인 함수이다(Dimitrić, 2003, p.1). 또
한,   와 같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쌍곡선은 한 개의 대수적 식 즉, 

해석적 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속이다. 그리고 이 관점에 의하면 

  은 한 개의 식으로 표현되므로 연속이지만, 또 동시에 

     ≥ 
    

,   




∞


  


 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함

수가 연속으로도 불연속으로 되는 문제점이 후에 Cauchy에 의해 제기되

었다(Dimitrić, 2003, pp.1-2; Youschkevitch, 1976, p.73). 이로 인해 함수

의 해석적 표현 또는 대수적 식이 함수의 근본적인 성질을 나타낼 수 없

다는 사실이 알려졌다(정연준 & 김재홍, 2013, p.573).

한편, 함수를 정의하는 Euler의 관점도 시간에 따라 변한 것으로 보인

다. Euler는 1755년에 저술한 「Foundation of differential calculus」에서 

함수를 “해석적인 표현”이 아닌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그러한 양들, 즉, 다른 것들이 

변할 때 변화를 겪는 것들을 우리는 그 양들의 함수라고 부른다. 이 정

의는 좀 더 넓게 응용되고, 한 양이 다른 것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방

식들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가 변하는 양을 결정할 때, 에 의존하

여 변하는 어떤 것들 또는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의 함수라

고 부른다10). (Euler, 1755/2000, p.ⅵ)

즉, 1755년 Euler는 종속적 관계로서 함수를 인식했으며, 더 이상 

“해석적 표현”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리고 Arbogast는 1791년 그의 

10) 「Foundation of differential calculus」의 서문에서 Euler(1755/2000, p.ⅵ)는 다음과 
같이 함수를 정의하였다.“Those quantities that depend on others in this way, 
namely those that undergo a change when others change, are called functions of 
these quantities. This definition applies rather widely and includes all ways in which 

one quantity can be determined by others. Hence, if  designates the variable 
quantity, all other quantities that in any way depend on  or are determined by it 
are called its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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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에서 contigue의 개념과 discontigue의 개념을 소개하였다(Shcubring, 

2005, p.26). Arbogast는 오일러의 정의에서 불연속으로 분류된 함수 중

에 함수의 규칙이 변하는 곳에서 함수가 붙어 있을 때는 contigue로 함

수의 규칙이 변하는 곳에서 함수가 붙어있지 않을 때는 discontigue로 분

류하였다(Schubring, 2005, p.26). 예를 들면,      ≥ 
    

의 경우 해석

적 표현으로 함수를 생각했던 오일러의 정의에 의하면 불연속인데, 두 

개의 그래프가   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Arbogast의 정의에 따르면 

contigue이다. 또한,     ≥ 
    

은 오일러의 관점에서 불연속이면서 

  에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discontigue이다. Shcubring(2005, p.26)는 

이러한 Arbogast의 contigue와 discontigue의 개념이 현대적 의미의 불연

속에 좀 더 가까워진 연속과 관련된 중요한 성과로 설명하였다.

18세기에 다음과 같은 “진동하는 끈”과 관련된 논란이 함수의 개념

의 변화를 촉진시켰다(Kleiner, 1989, p.285).

탄력이 있는 끈은 고정된 두 끝점(0과 l)이 초기의 모양이 있고, 진동하

도록 주어진다. 문제는 시간 t에서 끝의 모양을 묘사하는 함수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Kleiner, 1989, p.285)

이 시기에는 두 개의 함수가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해석적 표현이 

일치하면 모든 곳에서 해석적 표현이 일치한다”라는 신념이 있었는데, 

“진동하는 끈”의 문제로 이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오일

러가 골드바하에게 보낸 식 


 
  

∞



sin 
에서 좌변과 우변의 두 해

석적 표현에 의한 함숫값 또는 그래프는 에서는 일치하지만, 이 구

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에서는 일치하지 않았다(Kleiner, 1989, 

pp.285-286). 즉, 특정한 구간에서 해석적 표현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함

수 전체에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예를 발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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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진동하는 끈의 문제 (Kleiner, 1989, p.286)

1747년 D’Alembert는 위의 “진동하는 끈” 문제의 해를 다음의 편

미분 방정식으로 제시하였다. 



 

 

 

 

  
   

 (Kleiner, 1989, p.286)

그러나 Euler는 D’Alembert가 구한 해가 모든 해를 다 포함하는 것

은 아니며,  일부의 해만을 표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D’Alembert는 를 한 개의 해석적 표현으로 생각했지만, Euler는 

가 한 개의 해석적 식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해석적 식”의 결합으

로 표현이 되도 된다고 생각했으며, 또한 식이 아니라 “손으로 그린 곡

선”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Kleiner, 1989, pp.285-228). 이 당시에 Euler

의 관점에서 “여러 개의 해석적 식”과 “손으로 그린 곡선”은 함수가 

아니었고, 따라서 연속도 아니었다. 그러나 Euler가 진동하는 끈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성질을 가진 곡선들을 생각을 한 것은 현대적인 

함수 개념으로 한 걸음 다가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진동하는 끈에 

대한 Euler와 D’Alembert의 논쟁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함수들이 함수로

서 고려되었다(Kleiner, 1989, p.288). 

(a) 다른 구간에서 해석적으로 표현되는 함수들이 조각적으로 정의된 것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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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석적 표현의 결합으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손으로 그려진 것

(Kleiner, 1989, p.288)

이 후, Fourier는 모든 함수가 Fourier 급수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

했다. 따라서 이 시기 Fourier에게는 Fourier 급수로 표현될 수 있는 것

들만 함수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19세기 Dirichlet는 Fourier의 주장은 잘

못이며, “함수 가 유한개의 불연속점을 가지고   에서 유한개의 

maxima와 minima를 가지면 는   에서 Fourier 급수로 표현될 수 있

다”는 것으로 Fourier의 정리를 정정하였다(Kleiner, 1989, p.290). 

Kleiner(1989, pp.291-292)는 함수 개념의 진보에 대한 공헌은 Dirichlet

에게, 함수의 연속개념의 진보에 대한 공헌은 Cauchy에게 돌리고 있다. 

Dirichlet는 1829년 그의 논문에서 함수를 “임의의 대응”으로 소개하였

으며, 모든 점에서 불연속인 유명한 Dirichlet 함수를 소개하였다. 즉, 손

으로 그려지거나 식으로 표현되는 함수가 아닌,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 

사이의 임의의 대응이라는 현대적인 함수개념이 나타났다.

1.2 함수의 연속 개념의 체계화 

2007개정 교육과정해설서에 의하면, 지금 학교수학에서 쓰고 있는 함

수의 연속의 정의는 Cauchy의 정의를 따른다(교육과정해설서, 2008, 

p.185). 그리고 Kleiner(1989)는 현대적인 함수의 연속 개념에 대한 공헌

을 Cauchy에게 돌리고 있는데, 이는 1821년 Cauchy의 저서 「Cours 

d’analyse」에 나타난 함수의 연속의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저서에서 Cauchy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변수들의 관계로서 정의하였다. 

독립적인 변수에 의해 표현된 다른 양을 그 변수의 함수라고 부른다. 

(Cauchy, 1821/2009, p.17)

“해석적인 표현”과 같은 표현들은 없지만, Cauchy는 정의역의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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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역의 원소의 임의의 대응보다는 변수들의 관계로서 함수라는 용어

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변수 에 대한 함수 에 대해, 주어진 두 개의 극한 사이의 의 각 

값에서, 함수가 항상 유일한 유한 값을 갖는다고 하자. 두 극한 사이에 

속하는 값 에서 무한히 작은 증분 만큼 더하면, 함수는 차 

  만큼 증가한다. 이것을 고려하면, 주어진 극한 사이의 각 

에 대해   의 값이 와 같이 작아질 때, 함수 는 주

어진 극한 사이에서 연속이다. 다른 말로, 주어진 극한 사이가 그 값에

서 무한히 작아지는 것이 함수 자체의 무한히 작은 증분을 만들면 함수 

는 주어진 극한 사이의 에서 연속이다. (Cauchy, 1821/2009, p.2

6)11)12)

또한, Cauchy는 다음과 같이 어떤 구간에서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

서는 함숫값이 유한한 실수값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만약 연속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는 변수 의 두 개의 유한 극

한 사이에서 함수들이 연속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들은 두 극한 사이

에서 언제나 실수이며, 그 구간에서 절대로 무한이 되지 않는다. 

(Cauchy, 1821/2009, p.27)

11) Cauchy(1821/2009, p.26)는 그의 저서 「Cours d’analyse」의 서문에서 함수의 연속
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Let  be a function of the variables  , and 

suppose that for each value of  between two given limits, the function always 
takes a unique finite value. If, beginning with a value of  contained between these 

limits, we add to  the variables  an infinitely small increment  , the function 

itself is incremented by the difference  which depends both on the 
new variable  and on the value of  . Given this, the function  is a 

continuous function of  between the assigned limits if, for each value of  
between these limits, the numerical value of the difference  

decreases indefinitely with the numerical value of  . In other words, the function 
 is continuous with respect to  between the given limits if, between these 
limits, an infinitely small increment in the variable always produces an infinitely 
small increment in the function itself.”

12) Lakatos(1976/2001, p.233)은 Cauchy의 연속에 대한 정의를 “보통의 상식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산술적 언어로 번역”한 것이라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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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Cauchy에게 어떤 구간에서 함숫값이 항상 실수로 존재해야 연속

인 함수이다. 그러면서 Cauchy는 또한, “의 특정한 값의 근방에서 함

수 의 연속이 멈추면, 불연속”으로 불연속을 특징지었다. 따라서 

“두 개의 함수 

와  (단,   은 정수13))은   에서 무한이 

되고, 따라서 불연속”이라고 서술하였다(Cauchy, 1821/2009, p.26, p.28). 

Cauchy는 또한, “직선 또는 굽어진 연속적 선”으로 그래프로 표현

될 수 있는 함수는 연속적이고 따라서 연속함수는 “중간값 정리”의 특

징을 지님을 말하였다(Cauchy, 1821/2009, pp.31-32).

1854년 Riemann은 그의 논문에서 함수 

  











⋯의 함수를 소개하였는데, 이 함수는 해석

적으로 표현이 되지만, 리만적분 불가능한 함수로 Kleiner는 Riemann의 

이 저서를 “수학적으로 불연속인 것에 대한 이론의 시작”으로 평가하

였다(Kleiner, 1989, p.293). 

1.3 Weierstrass의   방법

Cauchy는 함수의 연속을 “주어진 극한 사이가 그 값에서 무한히 작

아지는 것이 함수 자체의 무한히 작은 증분을 만들면 함수 는 주어

진 극한 사이의 에서 연속이다”와 같이 정의한 바 있다(Cauchy, 

1821/2009, p.26). 이러한 Cauchy의 해석학의 엄밀성에 대한 학자들의 의

견은 매우 다양하다. Grabiner와 같이    방법이 Cauchy에 의해서 시

작되었다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는 반면, Schubring는 Cauchy의 방법은 

Weierstrass보다는 18세기의 Newton과 Leibniz의 전통과 일치한다고 보

고 있다(Tall & Katz, 2014, p.98). Cauchy에 대한 관점이 학자들마다 일

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Cauchy는 해석학의 엄밀성을 추구한 과도기에 

13) 은 정수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양의 정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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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엄밀성이야말로 수학적 탐구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

소이며 엄밀하지 못한 정의와 진술은 수학적 탐구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

다(Whitehead, 1911/2009, p.147). 

엄밀성은 사고의 명료성을 도모함으로써 대담한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

게 하며, 아울러 개념들의 새로운 조합으로 인한 사고의 풍요성을 누리

게 한다. 최초의 진술들이 모호하고 부주의한 것일 때, 통속적인 개념에 

의거한 후속 진술에는 매번 의미의 범위를 설명하고 적용의 한계를 제

시하는 사족이 덧붙여져야 한다. 따라서 창의적 사고활동에 관한 한 통

속적인 개념은 멍에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을 판정하는 유일한 기

준은 새로운 개념들이 종래의 것들과 얼마큼 ‘다름없는지’에 달렸다. 

(Whitehead, 1911/2009, p.147)

즉, 엄밀성은 수학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Weierstrass는 Cauchy의 정의가 움직임과 관련해서 직관에 의존함을 비

판하면서 좀 더 엄밀한 정적인 정의의 필요성을 말하였다(Boyer, 1949). 

또한, 1872년 Weierstrass는 그의 유명한 함수   
  

∞

 cos, 
(는 홀수인 정수, 는  사이의 실수,    )를 소개하였는데, 

이 함수는 모든 곳에서 연속이지만, 모든 곳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로 

“우리가 가진 모든 직관과 위배”되는 함수이다. 이전에는 “연속함수

는 몇 개의 점을 제외하면 연속”이라는 상식이 있었는데, 물론 이러한 

상식과도 위배된다(Kleiner, 1989, p.293). Hermite는 1893년 Stieltjes에게 

보낸 편지에서 위의 함수에 대해 “나는 악마와 같은 존재, 바로 도함수

가 없는 연속함수에 공포와 혐오로 움찔한다네”와 같은 말을 한 바 있

다(Kline, 1980/2007, p.338). 이렇게 직관과 위배되고, 또한 그동안 가졌

던 일반적인 상식과 위배되는 함수들이 등장하면서 “해석학의 기초”에 

대한 의심과 함께 “해석학의 산술화”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그

리고 이것이 다음과 같으 Weierstrass의  방법의 정적인 표현으로 



- 35 -

나타났다(Kleiner, 1989, p.293). 

“의 어떤 구간 안에서, 그 구간에 있는 임의의 값 와 임의의 작은 

양수 에 대하여,  주위의 한 구간의 모든 값에 대해서 차 

  의 절댓값이 보다 작은  주위의 한 구간을 찾을 수 있

으면 는 그 구간에서 연속”이다. (Boyer, 1949, p.287)

2. 산술화의 관점에서 변화 분석

2.1 공간적 직관으로부터 탈피

Klein(1896, pp.241-242)은 Weierstrass 이후의 해석학을 “수학의 산술

화”의 결과로서 특징지으며 Weierstrass 이전의 수학자들의 작업과 구

분하였다. 즉, Weierstrass 이전에 Newton과 Leibniz 그리고 Euler와 같은 

수학자들은 공간에 대한 직관을 토대로 미적분학을 발달시켰지만, 이후

에는 산술화된 수학으로 공간에 대한 직관에서 해방되었다. 

Pierpont(1898)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곡선에 대해 갖고 있다고 생각

되는 특징으로 다음과 같이 9가지를 제시하였다. 

1. 곡선은 점들의 움직임에 의해 형성된다.

2. 곡선은 연속이다. 

3. 곡선은 접선을 가졌다 

4. 곡선은 길이를 가졌다. 

5. 닫혀있다면, 곡선은 영역의 완전한 경계를 형성한다. 

6. 이 영역은 면적을 가졌다. 

7. 곡선은 깊이가 없다. 

8. 곡선은 곡면 두 개의 교집합으로 형성된다. 

9. 곡선의 방정식은   가 연속일 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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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반대로 그러한 방정식은 곡선이다. (Pierpont, 1898, pp.397-398)

일반적으로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점의 움직임의 결과로서의 곡선

이라고 생각하며, 또 점의 움직임의 결과로 만들어진 곡선은 연속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다. 이는 “펜을 종이에서 떼지 않고 그린 곡선”이라는 

식의 학부 미적분학의 정의와 잘 맞물린다. Klein이 말한 “수학의 산술

화”는 점의 움직임의 결과인 연속적인 곡선에 대한 관념을 “산술적 언

어로 변환”한 것이다(Pierpont, 1898, p.400). 

이러한 산술화된 연속함수의 인식에 대해 Tall과 Katz(2014)는 

Donald(2001)가 제시한 인간의 의식의 3 단계로서 설명하였다. Donald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에는 3가지 수준이 있다. 첫 번째 수준은 1/40초가 

걸리는 즉각적인 인식의 단계이며, 두 번째 수준은 2초에서 3초간 지속

되는 것으로, 공간에서 움직임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 속한다. 세 번

째 수준은 이전의 경험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단계

로서 “확장된 지각”의 수준이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수준의 인식에서 

바로 언어와 기호들을 사용하여 다른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 (Tall & 

Katz, 2014, p.100 재인용). Tall과 Katz(2014, p.100)는 Donald의 의식의 3

단계 중 펜을 종이에서 떼지 않고 그린 그래프로서 나타나는 연속함수의 

직관적 관념은 두 번째 수준에 속하며, Weierstrass의   의 정의에 의

한 연속의 인식은 세 번째 수준의 것으로 19세기에 이루어진 수학의 산

술화는 바로 이 두 번째 수준의 연속의 관념을 세 번째 수준으로 표현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늦은 19세기에 자연적 공간에 대한 연속의 관념을 산술적 방

법으로 해석할 때, 수학자들은 공간의 직관에 잘 들어맞는 산술적 체계

를 찾고, 동시에 변환의 결과로 나타난 모순들을 처리하는 두 가지 과제

를 해결해야 했다(Klein, 1896, p.243).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현대의 

해석학이며, 연속 함수에 대한 결과는   의 방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ierpont(1898, p.402)는 자연적 공간과 그의 대응물인 현대의 해석학적 

체계는 동일한 것이 아님을 말하였다. 직관적 개념과 대응하는 산술적 

체계를 찾았지만 그것은 서로 조화되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지 완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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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식

하는 곡선은 길이를 갖는데 이 길이 을 산술적으로 형식화한 것은 다

음과 같다. 

곡선 또는 곡선의 호는 길이를 가졌고, 이 길이는 수 이다. 이 수는 

두 끝점 P  P  P  ⋯ P n 사이의 곡선의 점들의 수들을 취하고, 그들의 

합 P iP i 을 구하는 것이다. P와 P′ 사이의 모든 곳에서 점들이 조

밀할 때 이 합의 극한이 L이다. (Pierpont, 1898, p.402)

그러나 Weierstrass의 함수  


∞

 cos (        , 는 홀

수인 자연수)는 연속이지만 어떤 구간에서 길이를 갖지 않으며, 따라서 

위의 길이에 대한 산술적 해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즉, 공간적 

직관에 대한 산술적 해석 또는 산술적 변환은 선험적인 것이라 볼 수 없

으며, 어떤 면에서는 다소 임의적인 성격을 띤다(Pierpont, 1989, p.402). 

이에 대해 Wilder(1967, p.115)은 어떤 자연적 대상을 공리적으로 형식화 

할 때, 그 “본성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표현하였고,  

Lakatos(1976/2001, p.223)는 직관적 추론의 타당성은 “우리가 채택한 번

역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즉, 우리의 산술적 언어의 선택에 따라 

직관적 추론이 타당하지 않게 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Lakatos(1976/2001, pp.197-198)에 의하면 수학자는 어떤 공간적 직관

에 의한 대상을 정의할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예

를 들어 다면체에 대해 정의를 한다고 하자. 수학자는 “낡은 관념을 완

전히 버리고, 그것을 새로운 개념으로 대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

게 되면, 직관적 다면체와 수학적 다면체 사이에 아무런 유사성도 남지 

않게 되며, 우리가 수학적 다면체를 연구할 때 직관적 다면체에 대해 어

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 다른 한 가지 선택은 정의는 “본질적인 특징

들을 명확하게 하는 명료화이며, 일종의 번역”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이

고 “어떤 용어의 의미를 보존하면서 좀 더 분명한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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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다면체는 산술적 언어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다면체란 세 가지 집합, 곧 V개의 꼭짓점(저는 그것들을 

P 
  P 

 ⋯⋯ PV 라고 부를 것입니다)의 집합, 개의 모서리(저는 그것

들을 P 
  P 

 ⋯⋯ PE라고 부를 것입니다)의 집합, 개의 면(저는 그것

들을 P 
  P 

 ⋯⋯ PF라고 부를 것입니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

니다. 어떤 다면체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또한 어떤 꼭짓점이 어

떤 모서리에 속하는지, 어떤 모서리가 어떤 면에 속하는지를 말해주는 

어떤 유의 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표를 ‘결합행렬’(incidence 

matrices)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Lakatos, 1976/2001, p.196)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와 결합행렬로 표현된 다면체가 우리가 

공간에서 인식하고 있는 다면체와 같다는 것을 확신하기 어렵다. 벡터이

론으로 표현한 다면체의 번역이 “참된 번역”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Lakatos, 1976/2001, p.218). 즉, 어떤 직관적 대상을 수학적으로 정의하

고자 할 때, “원래의 애매한 개념의 몇 가지 본질적인 측면은 이러한 

번역에서 상실”될 수도 있고, “새로운 분명한 개념은 낡은 개념이 소

용되기를 바라던 문제해결에 소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Lakatos, 

1976/2001, p.220). 그리고 이것이 바로 Wilder(1967, p.115)가 말한 수학

적 정의에서의 “본성의 희생”이며 Pierpont(1898, p.402)가 언급한 산술

화의 비선험성이다.

2.2 집합론의 영향

Lakoff와 Núñez(2000, p.306)는 늦은 19세기 이전의 수학, 특히 미적분

학을 “기하학적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Weierstrass의 업적 이후의 수

학을 “이산화 프로그램”으로 특징지었다. 기하학적 패러다임에서 수학

자들은 “자연적 연속과 움직임의 관점”에서 곡선을 이해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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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산화 프로그램” 이후에 곡선은 공간적 직관에서 벗어나서 “이

산적인 점들, 점들의 집합, 점들의 집합 위에서 상징화된 연산의 관점”

에서 이해되었다. 

Lakoff와 Núñez(2000, p.279)는 공간이 점들의 집합으로서 인식되기 

위해 “공간-집합 조합”이라고 명명한 다음과 같은 은유가 사용되었다

고 설명하였다. 

목표 영역 

점들이 위치를 가진 자연적으로 

연속인 공간, 특별한 경우 : 선

근원 영역

원소들을 가진 집합

선 집합

선 위에 위치한 점들 원소들은 집합의 구성원들이다. 

위치를 가진 점들은 그들이 위치

하고 있는 선 위에 삽입된 것이

다.

구성원들은 그들이 구성하고 있

는 집합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두 개의 위치를 가진 점들은 그

들이 다른 위치에 있다면 구별된

다.

집합에서 두 개의 구성원들은 그

들이 다른 개체이면 구별된다.

선들의 특징 집합에서 구성원들의 관계

<표 Ⅲ-1> 공간-집합 조합 (Lakoff & Núñez, 2000, pp.279-280)

즉 공간 위의 임의의 선들은 전혀 다른 수학적 요소인 집합으로 변환

되며, 선 위의 점들은 바로 집합의 원소들로 변환되는 것이다. Lakoff와 

Núñez(2000)는 선을 집합의 관점에서 변환한 것을 바탕으로 Weierstrass

가 곡선의 연속을 다음과 같은 은유에 의해 산술화한 것으로 이해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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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영역 (자연적 연속 공간) 근원 영역 (수)

이산적인 위치를 가진 점 이산적 수들

곡선 수들의 집합

연속적 곡선에서의  위치를 가진 

점
수들의 집합에서의 수

연속적 곡선위의 점에서 연속적 

곡선 위의 점으로의 함수

집합의 이산적 수들에서 집합의 

이산적 수들로의 사상으로서의 

함수

연속적 곡선에 대해 함수의 연속

성

이산적 수들의 함수에서 산술적 

근접성의 보존

<표 Ⅲ-2> Weierstass의 연속 은유 (Lakoff & Núñez, 2000, p.311)

즉, 곡선 위의 점들을 집합의 점으로 산술화 한 결과로 함수는 집합

의 원소들의 대응관계라는 현대적인 정의로 형식화되었으며, 연속적인 

곡선이라는 직관적 관념은 이산적 수들의 함수에서 수들의 근접성으로 

형식화 되었다. 실제로, 오늘날 함수의 정의는 더 이상 식이나 곡선이 

아니며,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인   의 순서쌍으

로 특징지어진다(Dimitrić, 2003, p.2). 그리고   의 순서쌍에서는 직

관적 연속의 관념을 생각할 수 없으며, 함수 의 연속은 정의역 의 원

소들과 치역 의 원소들 사이의 “근접성의 보존”으로 변환되었다

(Lakoff & Núñez, 2000).
실제로 집합론에서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에서 로의 함수는 와 는 class이며 는 ×의 subclass인, 

순서쌍     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F1. ∀∈ ∃∈ such that  ∈

F2.   ∈이고   ∈이면   이다. (Pinter, 1971, p.52)

이렇게 집합과 그 원소들에 의해 정의된 함수에서는 곡선의 관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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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더 이상 좌표평면 위

의 부드러운 곡선이라는 직관적 이미지가 아닌 집합으로 표현된다. 그리

고 이러한 집합론에 기초한 형식적인 정의는 수학적 개념이 어떤 일상적 

상황이나 기하학적 직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탄생하는 것이 아닌 공리와 

형식으로부터 발생한, 형식적 체계의 일종이라는 수학적 개념에 대한 근

본적인 전환이 반영된 것이다(Tall & Katz, 2014, p.115; Boyer, 1949, 

p.13) 

집합론에 기초한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 좌표평면 위의 곡선이 아닌 

집합의 원소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가 에서 로의 함수이면, 의 그래프는   를 만족시키는 순서

쌍 의 class이다. (Pinter, 1971, p.51)

물론, 이렇게 순서쌍으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나타내

면, 부드러운 곡선 또는 꺽어진 곡선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적 이

미지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Pierpont(1898)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

리의 직관에 대응되는 산술적 수 체계 즉, 집합의 관점에서 정의된 함수

와 그 연속의 이미지는 변환 과정에서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

였다. 

2.3 혁명적 발달로서의 산술화14)

14) 본 절은 수학의 산술화를 혁명적 발달로 본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개한
다. 그러나 Ⅲ장의 1.3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산술화의 시점에 대해 학자들마다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Grabiner는 연속의  방법이 Cauchy로부터 시작다고 보았지만 
Schubring는 Cauchy의 방법은 Weierstrass보다는 18세기의 Newton과 Leibniz의 방법
과 일치한다고 보았다(Tall & Katz, 2014, p.98). 또한, Ⅲ장의 2.1절과 2.2절에서 살펴
본 Klein(1896)과 Lakoff와 Núñez(2000)는 의 방법의 공헌을 Weierstrass에게로 돌
리고 논의를 전개하였고 본 절에서 논의할 Lakatos(1976/2001)는 산술화를 Cauchy의 
업적으로서 보았다.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두 학자 Cauchy와 
Weierstrass 모두 수학의 산술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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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함수의 연속에 대한 역사적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Cauchy와 Weierstrass 이후의 해석학을 산술화된 수학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을 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해석학의 발달에 대해 

Lakatos(1978/1996)와 Koetsier(1991), Tall과 Katz(2014)의 관점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논의를 발달시키고자 한다. 

Grabiner(2005, p.186)는 해석학에서 Cauchy의 업적을 Kuhn의 혁명으

로서 표현한 바 있다. 그리고 본 장에서 논의할 Lakatos와 Koetsier, Tall

과 Katz 역시 Cauchy가 미적분학을 산술적인 관점에서 전개함으로써 해

석학에 어떤 혁명적 발달을 가져온 것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역사적 

분석 결과를 논하기에 앞서 그 해석의 틀로서 Kuhn의 과학혁명의 구조

와 Lakatos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의 방법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

다. 

Kuhn(1962/1999, p.36, p.33)은 과학 발달의 통상적인 양상을 한 패러

다임에서 과학혁명을 거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하

였다. 그리고 어떤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는 기간은 정상과학(normal 

science) 시기로 이때에는 어떤 확고한 기반 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며,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발달보다는 점진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Lakatos(1978/2002)는 Kuhn과 Popper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Lakatos에 의하면 과학자들은 

Newton의 세 가지 운동 이론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같은 어떤 

지배적인 <견고한 핵>의 바탕 위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그리고 여러 가

지 위기상황이 출현하고 더욱 설명력 있고 적용 가능한 새로운 연구프로

그램이 등장하면 긍정적 발견법을 통해 새로운 연구프로그램으로 전진적

인 이동을 하며, 과학자들은 새로운 연구프로그램 위에서 연구를 수행하

게 된다. 

Lakatos(1976/2001, p.245)는 해석학에 대한 Cauchy의 업적을 가리켜 

“엄밀성에 대한 코시의 혁명”으로 표현하였다. Cauchy는 이전의 미적

분학에 존재하였던 모호한 용어들 예를 들면 “극한, 수렴, 연속”과 같



- 43 -

은 표현들을 산술적 용어로 번역하여 그동안 명백하지 않았던 정리들을 

증명하면서 해석학의 엄밀성을 성취하였다. Lakatos는 Cauchy의 이러한 

업적은 이전에 400년간 후퇴되었던 유클리드적 엄밀성의 성취라는 “혁

명”이며, 혁명 이후의 발전은 점진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이 보았다

(Lakatos, 1978/1996. p.31). 

Cauchy에 의한 엄밀성의 혁명 이후에 그들은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정상을 향하였다. …… 그들은 <해석학의 지나친 모호성을> 수정과 같

이 명료한 유클리드 이론으로 변화시켰다. <이 수학자들의 위대한 학파

는 놀라운 정의에 힘입어 수학을 회의론으로부터 구해내었고 이들의 명

제의 엄격한 논증을 제시하였다>. …… <연속성>이나 <극한> 등의 용어

는 <자연수>, <족 class>, <그리고>, <또는>과 같은 용어들로 정의되었다. 

<수학의 수론화>는 유클리드적 업적 중 가장 훌륭한 것이다. (Lakatos, 

1978/1996. pp.31-32)

즉, Lakatos는 Cauchy의 업적을 혁명적인 것으로, Weierstrass는 산술

화된 해석학에 실수를 부가하여 Cauchy로부터의 점진적 발달로서 이해

하였다(Lakatos, 1978/1996. p.90)15). 즉, Lakatos와 Kuhn의 표현을 빌리자

면 19세기 Cauchy는 해석학에 혁명적 전환을 가져왔고 Weierstrass와 그 

이후의 해석학자들은 적어도 당분간은 Cauchy의 산술화 프로그램 하에

서 수학을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Koetsier(1991, p.155)는 Lakatos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의 방법론

(MSRP)을 수학의 역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것을 “수학적 

연구 전통의 방법론(MMRT)16)”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MMRT의 예로 18

세기 해석학으로부터 19세기 Cauchy와 Weierstrass의   를 사용한 해

석학으로의 전환을 들었다. Koetsier는 Lakatos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의 

방법론을 수학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념을 정의하였

15) 산술화의 시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Tall & Katz, 2014, 
p.98).

16)“수학적 연구 전통의 방법론(MMRT)”의 원어는 “The methodology of mathematical 
research traditions”이다(Koetsi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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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학적 연구 전통은 역사적으로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특정한 기간

의) 그룹 연구 활동이며, 특정한 근본적 수학 영역에서 연구되는 요소들

에 대한 공통의 일반적 가정에 의해 특징지어진다(예를 들면 정의와 공

리의 형성). 그리고 그것은 그 요소들의 특징을 증명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가정을 포함한다. 

근본적 수학영역은 그 기간에 수학에서 역할을 하는 가장 일반적 수학 

요소들로 구성된다. (Koestsier, 1991, p.151)

위의 두 개념을 바탕으로 Koetsier는 17세기의 미적분학은 “기하학적 

전통”으로 18세기 해석학은 “형식주의 전통”,  19세기 해석학은 “개

념적 전통”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18세기에서 19세기

의 해석학으로의 전환에서 Kuhn의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작업은 

Cauchy에 의해 이루어졌다(Koetsier, 1991, p.199).

17세기 Newton은 기하학적 동기에 의해 미적분학의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데카르트의 해석기하학은 그 시기에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기하학

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는 오일러와 

같은 수학자들에 의해 해석적 식과 같은 개념이 해석학의 주요한 문제로 

떠올랐으며, 따라서 Koetsier는 이 시기를 형식주의의 전통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리고 19세기 Cauchy와 Weierstrass는 개념에 기초하여 엄밀성

을 성취했다는 것에서 개념주의 전통이라 명명하였다(Koetsier, 1991). 

이러한 Koetsier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Tall의 “수학의 세 가지 세

계”의 구분과 유사하다. 

․ 개념적으로 구체화된 세계는 실세계에서 초기에 보여지고 느껴진 그러

나 마음에 상상된, 대상의 특징에 대한 반성과 지각에 기초한다. 

․ proceptual-기호적 세계는 (세는 것과 같이) 행동을 통해 구체화된 세

계로부터 나와서 (수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개념으로 기호화되는 것이

다. 

․ (형식적 정의와 증명에 기초한) 공리적-형식적 세계는 알려진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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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정의로부터 집합-이론적 정의에 기초한 형식적 개념으로의 의미

의 구성을 반대로 하는 것이다. (Tall, 2008, p.7)

Tall은 위의 “수학의 세 가지 세계”를 미적분학과 해석학의 발달에 

적용하였다. 17세기의 미적분학에서는 Vieta, Descartes와 같은 학자에 

의해 공간에 대한 직관으로부터 산술적, 대수적 세계로의 연결이 이루어

졌다. 그리고 이것은 속도, 부피 넓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공간적인 양에 

대한 수학적 분석을 통해 Newton과 Leibniz의 미적분학으로 이어 졌으

며, 19세기의 Cauchy와 Weierstrass에 의한 집합론에 기초한 산술화된 

해석학으로 발달로 이어졌다(Tall & Katz, 2014, p.102).

이러한 “수학의 세 가지 세계”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Tall과 

Katz(2014, p.97)는 해석학이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

해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Leibniz와 Newton의 곡선에 대한 직관적이

고 시각적인 관념과 Cauchy와 Weierstrass의 집합 이론에 기초한 형식적

인 해석학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 것이다. 

해석학 특히 함수의 연속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Kuhn의 과학 혁명이

나 Lakatos의 긍정적 발견법에 의한 연구프로그램의 이동으로 볼 수 있

는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 논문에서 탐구하

고자 하는 내용을 벗어난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로부터 

Cauchy와 Weierstrass는 해석학에 혁명에 가까운 매우 급진적인 변화를 

주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즉, 미적분학과 해석학의 발달은 Cauchy와 

Weierstrass의 시기를 기준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그 주요한 변

화 중 한 가지는 공간적이고 직관적인 관념 또는 대수적 식에 의한 관념

에서 집합론에 기초한 산술화된 관념으로의 이동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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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 개념 분석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다

(정연준 & 김재홍, 2013, p.569). 그리고 몇몇 논문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의  연속의 개념이 수학의 연속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Ferraro, 

2001, p.550; White, 1988).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 개념은 

우리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바라보면서 연속적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

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

레스의 연속에 대해 여러 논문들에서 “무한하게 분할 가능한” 관점과 

“분할 불가능한 총체”로서의 관점의 서로 상충되는 표현들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었다17).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유재민(2014, p.205)은 아리스

토텔레스의 저서들을 검토하여 그의 연속 이론을 “기하학적 연속”과 

“형상적 연속”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두 연속을 간단히 

요약하면 기하학적 연속이란 “무한하게 분할될 수 있는 것”이며, 형상

적 연속은 “분할 불가능한 것”(유재민, 2014, p.14)으로 두 가지 정의는 

연속에 대해 상충되는 표현을 가진다. 이에 유재민(2014, p.205)은 “무한

하게 분할될 수 있는” 연속은 제논의 역설에 대한 대답에서, 제논에게 

설명하기에 충분한 답변으로, 이에 반해 “분할 불가능한” 연속은 진리

로서의 답변이라 설명한다. 

1. “무한 분할 가능”

제논은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역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아킬레스가 거북이보다 10배 빨리 달리며, 거북이는 100미터 앞서서 출

17)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에 대해 정연준과 김재홍(2013)은 분할가능한 관점으로, 
White(1988)는 분할 불가능한 전체로서 보았다.



- 47 -

발한다고 하자. 아킬레스가 경주에서 이기려면 우선 100미터를 따라 잡

아야 한다. 그러나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출발한 그 지점에 도착했을 대, 

거북이는 10미터 앞에 있게 된다. 다시 아킬레스가 10미터 따라잡으면, 

거북이는 1미터 앞에 있게 된다. 그리고 아킬레스가 1미터를 달리면, 거

북이는 1/10미터 앞서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끝없이 계속된다. 

거북이가 조금이나마 항상 아킬레스를 앞서기 때문에, 결국 아킬레스는 

결코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하게 된다. (강현영 & 이동환, 2007, p.441)

아리스토텔레스는 제논의 역설에 답을 하면서 만약 거리를 무한히 분

할할 수 있다면, 시간도 무한히 분할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반면 

제논은 거리는 무한히 분할하면서 시간은 무한히 분할될 수 없는 유한한 

것들로 본 것에서 역설이 나타났음을 설명한다(유재민, 2014, p.21). 

시간과 크기에는 같은 분할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둘 중 하

나가 무한하다면 다른 하나도 무한할텐데, 어느 하나가 무한한 방식으

로 다른 하나도 무한할 것이다. […] 길이와 시간, 일반적으로 모든 연속

적인 것들이 무한하다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즉 하나는 분할의 관

점에서 다른 하나는 끝들의 관점에서 야기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

스 자연학 6권 2장 233a13-28, 유재민, 2014, pp.21-22 재인용)

즉, 거리와 시간을 무한히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아리스

토텔레스는 연속을 “무한하게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는데, 

유재민(2014)은 이것을 기하학적 연속의 특징으로 보았다. 기하학적 연속

에서 연속체는 “이 부분과 저 부분을 갖는”,“서로 다른 것들로 장소

상 떨어져 있는 것들로 분할”될 수 있는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trans. 

2008b, p.40; 유재민, 2014, p.94). “기하학적 연속에서 분할의 역할은 연

속을 단절 할 수 있게 하지만, 어떤 것이 연속이라는 사실과는 충돌하지 

않는다.”(유재민, 2014, p.41) 이 무한 분할의 관점은 현대 수학의 기본 

개념인 미분과 적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유재민, 2014, p.114), 현

대수학과의 연결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논에

게 설명하기에 충분한 답변으로 연속의 본질적인 측면은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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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 불가능한 하나의 전체”18)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연속의 진정한 의미는 “분할불가능한 하나의 전

체”를 말하는 듯하다. 유재민(2014)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 특히, 

「범주론」과 「자연학」, 「형이상학」 등을 바탕으로 이러한 아리스토

텔레스의 형상적 연속의 개념의 특징을 밝혔다. 기하학적 연속은 “무한

하게 분할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형상적 연속은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연속”으로 두 개의 정의는 연속의 정의로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

처럼 충돌하는 표현을 지녔다. 여기에서 유재민은 기하학적 연속을 질문

자인 제논에게 충분한 답변으로서, 그리고 형상적 연속을 진리에 충분한 

답변으로 해결을 한다. 즉, 진리적인 면에서 볼 때의 연속은 분할을 허

용하지 않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으로서의 연속인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연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범주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연속과 불연속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통의 경계”와 “상대적 위치를 갖는지 여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는 범주론에서 선은 연속적인 것으로, 그리고 수는 불연속적인 것으로 

분류하면서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것의 구분의 기준을 “공통의 경

계”에서 서로 닿는지의 여부와 “상대적 위치”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

였다(유재민, 2014, p.124).

양들 중에 어떤 것들은 불연속적이고, 다른 것들은 연속적이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서로에 대해 위치를 갖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른 

것들은 위치를 갖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 

trans. 2008a, p.44; 아리스토텔레스, trans. 1963, p.12)19)

18) 본 표현은 유재민(2014)의 “무한하게 분할할 수 있는 것”과 White(1988)의 
“natural whole or unity without joints or seams”를 종합하여 표현한 것이다. 

19) 이 인용 부분은 [범주론 4b20-2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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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연속적인 양이다. 그것들의 부분들이 서로 닿는 공통된 경계, 즉, 

점을, 그리고 면의 경우에는 선을 얻을 수 있다. 평면의 부분들은 어떤 

공통된 경계에서 서로 닿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trans. 2008a, 

p.45; 아리스토텔레스, trans. 1963, p.13)20)

그러므로 장소도 또한 연속적인 양이다. 그것의 부분들이 하나의 공통

된 경계에서 서로 닿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trans. 2008a, p.46; 

아리스토텔레스, trans. 1963, p.13)21)22)

따라서 「범주론」에 의해 연속은 “공간상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갖

는 부분들이 공통의 경계”(유재민, 2014, p.126)에서 닿아있어야 한다. 

즉, 두 개의 다른 선분이 만나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왼쪽의 선분의 

끝점과 오른쪽 선분의 시작점이 한 개의 공통 경계 즉, 하나의 점을 서

로 공유해야 한다(유재민, 2014, p.141). 즉, 두 조각의 선분이  공통 경계

점에서 닿고,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로 인식되어야 연

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닌 어떤 

하나의 전체가 바로 연속적인 것이다. 

다음의 세 개의 그림을 보자. A는 하나의 전체이므로 연속이다. 그러

나 B는 서로에 대해 위치를 갖는 2개의 선분이 어떤 경계점에서 닿아있

지 않다. 따라서 불연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 C는 역시 서로에 대해 위

치를 갖는 두 개의 개체가 어떤 한 점에서 닿아있으며 경계를 공유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왼쪽 선분의 끝점과 오른쪽 선분의 시작점이 닿

아 있고 하나이므로 C는 연속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20) 범주론, 4b37-5a3

21) 아리스토텔레스(trans.  2008a)는 “양들 중 어떤 것들은 끊어져 있는(불연속적인) 것
이며, 다른 것들은 이어져 있는(연속된)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끊어져 있는 
것”(또는 불연속적인 것)의 원어는 “dihōrismenon”, “이어져 있는 것”(또는 연속
된 것)의 원어는 “syneches”라고 하였다. 그러나 dihōrismenon는 불연속, syneches
는 연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범주론 4b20-23], [범주론, 4b37-5a3], [범주론 
5a11-12]의 번역은 아리스토텔레스(trans. 2008a)와 아리스토텔레스(trans. 1963)를 참
고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22) 범주론 5a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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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Ⅳ-1> 여러 가지 직선

그러나 꺽어진 선분 C에 대해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분할불가능

한 하나의 전체”로서 보았는지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다행히 아

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C와 같은 꺽어진 선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술을 찾을 수 있다.

그 자체로서 하나라고 불리는 것들 가운데 (a) 어떤 것들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데......그리고 선은 비록 꺾였어도 연속적이며 하나

라고 불리는데, 이는 신체의 각 부분, 예컨대 다리와 팔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다. (아리스토텔레스, trans. 2012a, p.195)23)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A와 같은 직선 또는 선분뿐만 아니라 C와 같이 

꺽어진 선분들도 연속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

속, 접촉, 연달아 있음”의 개념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유재민, 2014, 

pp.127-131).  

접촉은 연속보다 일반적이고, 연달아 있음은 접촉보다 일반적이므로, 연

달아 있음의 설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어떤 것들이 다른 것들과 

연달아 있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같은 종류의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아

리스토텔레스, trans. 2008b, pp.32-33)24)

연달아 있음에 더해서, 끝(limit)이 함께 있을 때 접촉이라 한다. 접촉의 

예로서 과거와 미래를 많이 든다. 연달아 있으면서 끝들이 두 개면 접

23) 형이상학 Ⅴ권(Δ)1015b30-1016a5
24) 자연학 6권, 226b34-227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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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이고 연속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끝들이 하나가 되면, 그들은 연속이

고, 전체는 하나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trans. 2008b, p33)25)26)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 6권에서 접촉이 연속보다 크고, 또

한 연달아 있음이 접촉보다 크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연달아 있는 관계

에서 접촉인 관계로 갈 때는 끝들이 함께 있어야 하며, 끝들이 하나가 

되면 연속이 된다. 그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달아 있음

접촉

연속      

연달아 있음

접촉

연속

끝들이 함께 있을 때

끝들이 함께 있고 하나가 될 때
  

  

   <그림 Ⅳ-2> 연달아 있음, 접촉, 연속의 포함관계 

위의 <그림 Ⅳ-2>의 포함관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의

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적’이라는 말은, 

서로 접촉하면서 함께 연속적인 두 대상이 동일한 하나의 한계를 공유하

고 있을 때 사용”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

는 연속적인 것은 “하나의 통일체”로서 존재한다고 하였다(아리스토텔

레스, trans. 2012b, p.134)27). 이에 대해, Keele(2008)의 다음의 예를 통해 

위의 포함관계를 쉽게 표현해 놓았다. 

여러 개의 책들이 선반위에 빽빽이 꽂혀있을 때, 특히 두 책이 나란히 

꽂혀 있으면 그 두 책은 접촉한다. 두 책 사이에는 다른 책이 없으므로 

25) 유재민(2014, p.144)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만일 연속, 접촉, 연달아 
있음이 앞서 규정한 대로여서, 어떤 것들의 끝들이 하나일 때 연속이라고 하고, 그 
끝들이 함께 있을 때 접촉이라고 하며, 그 끝들 사이에 같은 부류의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연달아 있다고 한다.”

26) 자연학 6권, 227a6-17
27) 형이상학 Ⅸ권 1069a5-1069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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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있으며, 표지가 닿아 있기 때문에 접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책들이 표지를 하나로 합쳐서 두 책을 한 권으로 만들면 그 두 책은 하

나의 책이 되면서 연속 관계가 된다. (Keele, 2008, p.24)

유재민(2014, p.117)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적 연속의 개념과 플라

톤의 「파르메니데스」의 연속의 개념이 닮았다고 보고 있다.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 의 연속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균일하기

에......

조금도 더 적게 있지도 않으며, 오히려 전체가 있는 것으로 꽉 차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가 연속적이다. (탈레스 외, trans. 2005, pp.282-283) 

「파르메니데스」에서 말하는 연속 역시 “나누어 질 수 없는” 것

으로 “분할 불가능한 하나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위의 <그림 Ⅳ-1>에서의 B와 같은 선분은 전체가 균일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한 점에서 꽉차있지 않고 비어 있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파르메니데스」의 기준에 의해서도 불연속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은 간단히 “분

할 불가능한 하나의 전체”를 의미하며, 그것은 접촉하고 있으면서 끝

들이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끝이 하나인 것 즉, 상대적인 위치를 

갖는 어떤 것들이 “공통의 경계에서 닿아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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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학적 개념과 비교

3.1 연속체와 비교

본 절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 정의의 현대 수학에 대한 영향을 

White(1988)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White(1988)는 현대의 위상수

학의 여러 요소들 특히 연속체의 개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관념

이 닮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White(1988, p.2)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

속을 “분할 불가능한”것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즉, White(1988, p.1)

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은 “자연적 전체 또는 연결 혹은 경계가 없는 

개체(unity)”라고 생각하였고 이것이 현대의 위상수학과 기본적 아이디

어가 같다고 보았다. 여러 위상적 공간에서 연속체는 다음과 같이 다양

하게 표현이 된다. 

(a) 컴팩트한 연결된 하우스도프 공간

   (또는 그러한 공간의 연결된 부분집합) 

(b) 컴팩트 연결집합(임의의 공간에서) 

(c) 닫힌 연결집합(임의의 공간에서) (White, 1988, p.3)

연속체를 표현하는 이 조건들에서 White(1988, p.3)는 마디가 없는 

“자연적 전체”의 관념을 생각했으며, 특히 이 세 가지 조건 모두에서 

연속체가 되기 위해서는 “연결”이 필요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에 집중하

였다. 연속체의 필요조건이 되는 “연결”로 인해서 연속체는 두 개의 

집합으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할 

불가능한 하나의 전체”로서의 연속의 개념과 아이디어가 비슷하다는 것

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위상수학의 아이디어의 유사성은 선형연속체에

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거리공간에서 선형연속체는 점들의 셀 수 없는 무한 집합으로서 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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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되고, 공간의 열린집합의 족들은 순서화된 점들의 집합의 열

린 구간의 임의의 합집합으로 특징지어 진다. bisection의 주어진 점을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집합은 두 개 조각의 추가적인 점 하나는 포함하

며, 따라서 bisection 점은 두 개 조각의 공통 극한점이 된다. 비슷하게, 

우리가 실수의 연속체를 두 개의 서로소인 부분집합으로 나누면, 실수 r

에서 즉, 실수들의 두 개의 집합을 정의하고, 을 또는 에 추가하자

             

그러면 은 두 개의 집합의 공통 극한이 되는데, 을 어느 집합에 포함

시키든지에 상관없이 한집합의 최소상계(supremum) 그리고 다른 하나의 

최대하계(infimum)이 된다. (White, 1988, pp.4-5)

위의 선형연속체를 둘로 나눌 경우, 연속이 깨지면서 두 집합은 접촉

하게 된다. 그리고 선형연속체이므로 두 집합은 순서를 갖고 아리스토텔

레스의 관점에서는 연달아있다. 또한, 접촉하게 된 두 개의 절단은 추가

적인 점 하나 즉, 경계를 갖는데, 이는 두 조각의 공통 경계가 된다. 실

수 연속체를 두 개의 서로소인 집합(위의 경우에서는 집합 와 )으로 

나누면 그들은 연달아 있으며 접촉해 있게 되는데, 그 두 개의 집합은 

공통 경계(위에서는 실수 )를 갖는다. 그리고 두 개의 서로소인 집합 

와 에 공통 경계 이 만나면 연속체가 된다. 즉, 위상수학의 선형연속

체 개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개념이 많이 닮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8). 

28) 선형연속체와 닮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접촉은 연속보
다 일반적이고, 연달아 있음은 접촉보다 일반적이므로, 연달아있음의 설명이 먼저 선
행되어야 한다. 어떤 것들이 다른 것들과 연달아 있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같은 종류
의 것이 없다는 것이다”[자연학 6권, 226b34-227a6] (아리스토텔레스 trans. 2008b, 
pp.32-33), “연달아 있음에 더해서, 끝(limit)이 함께 있을 때 접촉이라 한다. 접촉의 
예로서 과거와 미래를 많이 든다. 연달아 있으면서 끝들이 두 개면 접촉이고 연속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끝들이 하나가 되면, 그들은 연속이고, 전체는 하나가 된다”[자
연학 6권, 227a6-17] (아리스토텔레스 trans. 2008b,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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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속함수와 비교

Boyer(1949, p.4)는 연속에 대한 정의는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직관, 

관점에서 시작했지만, 그 수학적인 정의는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다고 말

한 바 있다. 현대적인  방법에 의한 정의는 수학의 엄밀성을 추구한 

결과로서 움직임에 기초한 또는 직관적 관념과 괴리가 있다. 본 절에서

는 이러한 학문수학의 연속과 철학에서의 연속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개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수학에서의 연속의 개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함수를 선택했다.

(1)   

     (2)   




(3)      
    

 



 



 



(4)     ≥ 
     (5)  

  

 



 



<그림 Ⅳ-3> 여러 가지 함수 

위의 5개의 함수는 (4)    ≥
 

를 제외하면 모두 정의역에서 

연속인 연속함수이다. 오직 (4)    ≥
 

의 함수만   에서 정의

되어 있고,   방법에 의해서나 또는 2007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의 방법

에 의해서 모두 불연속인 함수이다. 그러나 나머지 네 개의 함수들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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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함수이지만, 여러 논문들에서 학생들은 연속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

우가 있었고 또 교과서에서 불연속이라고 다루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

는 함수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도 연속 여부에 대해 고찰할 필요

가 있다. 

(1)   

은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고 따라서 연속함수이지만, 

Tall과 Vinner(1981)와 이경화와 신보미(2005)의 연구에서 많은 학생들이 

불연속이라 생각한 함수이다. (2)   

 역시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

속이므로 연속함수라는 관점에서 (1)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1) 

  


과 다르게 (2)   


는  에서 lim

→


∞ lim

→


∞의 형

태라는 차이가 있다. (3)     
 

 은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

이지만,  에서 정의되지 않았으며 그래프가 두 조각으로 되어 있고, 

한 개의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 Ely(2007)은 학생들의 연속개념으로 

한 개의 식, 부드러운 곡선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한 개의 식도 아니고 

부드러운 곡선도 아닌 (3)     
  

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달원 외(2012)는 (5) 

 


와 같이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 정의역이 

아닌 점에서 연속과 불연속을 판단하라는 학교수학의 교과서의 설명방식

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므로 이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과 (3)     

 
 의 경우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

이므로 수학적 정의에 의해 연속함수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trans. 

2008a, p.44)에 의하면 연속은 “서로에 대해 위치를 갖고 있어야 하

며”, “부분들이 하나의 공통된 경계에서 서로 닿아” 있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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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3)     

 
은 모두 두 조각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그래

프로서, 두 조각의 그래프는 “서로에 대해 위치를 갖고 있지만” 그러

나 “부분들이 하나의 공통된 경계에서 서로 닿아” 있지 않으며, 하나

의 공통 경계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이 

그래프는 연속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접촉을, 그리고 

접촉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연달아 있음을 말하였는데(아리스토텔레스, 

trans. 2008b, pp.32-33)29), 이 두 개의 곡선은 그 사이에 같은 종류의 것

이 없으므로 연달아 있지만, 끝이 함께 있지 않으므로 접촉도 아니다. 

즉, 연속보다도 상위의 개념인 접촉을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리스

토텔레스의 관점에서 (1)   


과 (3)     

  
는 연달아 있는 그

래프를 가질 뿐, 연속도 접촉도 아니다. 

(2)   


은 역시 두 조각의 그래프로 이루어진 함수이고,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므로, 수학적으로 연속이다. 그러나 이 함수는   


과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두 조각의 그래

프 사이에 같은 것이 없으므로 연달아 있음은 물론이고, 끝들이 함께 있

다. 즉,  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극한도 존재하지 않지만 

lim
→


∞ lim

→


∞ 이므로 끝들이 ∞의 어느 점에선가 만날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즉, 이 그래프 (2)   

은 연속은 아니지만, 접촉해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다. 

(4)    ≥
 

 의 그래프는 (3)     
 

과 비슷하지만, 

 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학교수학의 방

29) 자연학, 226b34-227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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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서 모두 불연속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두 조

각의 그래프 사이에 같은 것이 없으므로 연달아 있지만 끝들이 함께 있

지도 않고, 하나도 아니므로 접촉도 연속도 아닌 불연속이다. 

(5)  


의 그래프는 한 점   에서 끊어진 직선의 그래프로 

나타나며 두 조각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

속의 관점에서 (2)   

의 그래프와 비슷하게 해석된다. 그리고 (5) 

 


역시 (4)를 제외한 다른 함수들과 마찬가지로 학문수학의 정의

에 의하면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므로, 연속함수이다. 그러나 

 에서 구멍이 뚫린 그래프로서 lim
→ 



 lim

→



 로 

 에서 극한이 존재하며, 따라서  에서 그래프의 끝들이 함께 있

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접촉하고 있는 함수라 해석할 수 있

다. 

이 분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수학적 

분류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

연속 접촉 연달아 있음

(1)   


연속 × × ○

(2)   


연속 × ○ ○

(3)     
 

연속 × × ○

(4)    ≥
 

불연속 × × ○

(5)  


연속 × ○ ○

<표 Ⅳ-1> 함수의 연속에 대한 수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 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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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에서 연속도 아니며, 접촉도 아닌 두 함

수 (1)   

,  (3)     

 
 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함수는 분명 수학적으로는 연속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불

연속이며 그보다 큰 범위인 접촉도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리스토텔

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접촉인 함수 (2)   

, (5)  


보다 연속

이 되기에 더 어려운 함수이다. Dimitrić(2003, p.6)은 함수 (1)   


을 

불연속으로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이유로 (1)   

은 연속함수로 확장

될 수 없음을 말하였다. (1)   

와 (3)     

 
 는 정의역이 아

닌 값  에서 함숫값을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결코 연속이 될 수 없

다. 그리고 이것은 두 조각의 그래프의 끝들이 함께 있지 않은 즉, 접촉

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2)   

, (5)  


의 그래프는 두 

조각의 그래프의 끝들이 함께 있으므로 접촉이다. (2)   

의 경우 수

를 ∞의 범위까지 확장하여  에서 함숫값이 ∞라고 정의하는 경우, 

그리고 (5)  


는  을 정의역에 포함시켜서 그때의 함숫값이 

  라고 정의하면 연속이 된다. 즉, 두 조각의 곡선이 접촉하는 그래프

로 이루어진 함수는 정의역을 확장하고 또 수 체계를 무한대를 포함하도

록 확장하면 연속 함수로 확장가능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불연속이지만 접촉인 함수는 정의역을 

확장하면 연속인 함수로 만들 수 있고, 불연속이며 접촉도 아닌 함수는 

정의역을 확장하더라도 연속함수로 만들 수 없다. 

형식불역의 원리란 어떤 수 체계에서 성립하는 성질이 더 넓은 체계

에서 성립한다고 가정하여 수 체계를 확장하는 것으로 Freudenthal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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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수적 원리”라고 불렀다(송상헌, 2003, pp.496-497). 이것을 바꿔

서 생각하면 더 넓은 수체계의 축소판으로 현재의 수 체계를 바라볼 수 

있으며, 더 넓은 수 체계에서 성립하는 성질은 그것의 일부분인 현재의 

수 체계에서도 성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연속함수의 경우에 적용해

보자. (5)  


은  에서 정의되지 않았으며  에서 두 개의 

그래프 조각은 접촉해 있다. 이것을 전체 실수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의 

일부분으로 생각해보자.  을 포함하도록 정의역을 확장하되  에

서 함숫값을   로 잘 정의하면 (5)  


은 어떤 연속함수의 일

부분이 된다. 따라서 (5)  


은 연속함수로 확장가능한데, 아리스

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접촉하는 함수들은 이와 같이 어떤 연속함수의 일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연속함수로 확장 가능하다. 

그러나 해석학과 위상수학에서 연속함수인 (1)   


과 (3) 

    
  

 의 경우는  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두 조각의 

그래프가 접촉하고 있지 않고 연달아 있을 뿐이다. 이 경우  에서의 

함숫값을 무엇으로 정의하든지에 상관없이 (1)   


과 (3) 

    
  

 은 확장된 정의역에서도 연속함수가 될 수 없다는 문제

가 있다. 형식불역의 원리를 이렇게 연속함수의 정의역을 확장하는데 사

용할 경우 접촉하고 있지 않은 함수들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접촉하고 

있지 않은 함수들은 현재 연속함수라 하더라도, 더 넓은 정의역에서 연

속함수가 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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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생들의 연속의 관념과 비교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개념과 수학의 연속함수의 개념을 

비교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학생들의 연속의 개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개념을 비교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 하고자한다. 그리고 

<그림 Ⅳ-3>에서 사용한 다섯 개의 함수 중 Tall과 Vinner(1981)와 이경

화와 신보미(2005)의 학생들에 대한 반응 조사를 비교하기 위해 3개의 

함수(1), (4), (5)를 선택하였다.

(1)   
      (4)    ≥

   (5)  


 



 



 



<그림 Ⅳ-4> 여러 가지 함수의 예

(1)   

는 학문수학에서 연속이다.   방법에 의한 연속의 판단에

서도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이며, “열린집합의 역

사상이 열린집합이면 그 사상은 연속이 된다”는 위상수학의 정의에 의

해서도 연속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불연속이며, 

  에서 두 그래프가 접촉하지 않고 연달아 있는 그래프이다. 그러나 

Tall과 Vinner(1981)의 논의에서 보다시피 학생들은 “함수가 원점에서 

정의되지 않았고”, “그래프가 한 조각이 아니기 때문에”와 같은 이유

로 연속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Tall과 Vinner(1981)의 연구

에서는 41명의 연구 참여자중 35명이 이 함수를 불연속으로 보았으며, 

이경화와 신보미(2005)의 연구에서는 20명 중에 12명의 학생이 불연속으

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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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의 함수는 Tall과 Vinner(1981)의 함수 

     ≤ 
   

의 사례와 비슷하게 한 점   에서 끊어져 있는 두 

조각의 그래프이다. (4)와  는 실제로   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 함숫값과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다. 따

라서 이 함수는 수학적으로도 불연속이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리스

토텔레스의 관점에서도 불연속이고, Tall과 Vinner(1981)의 연구에서도 41

명의 학생 중 38명의 학생이 불연속이라고 판단하였다 

(5)  


의 함수는 역시  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두 조각

의 끊어진 그래프이지만 학문수학의 정의에 의하면 정의역의 모든 점에

서 연속인 연속함수이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의하면 상대적

인 위치에 있는 두 조각의 그래프가 공통의 경계인 한 점을 공유하지 않

기 때문에 불연속이라는 사실을 관찰했다. 그러나 이 함수는 이경화와 

신보미(2005, p.53)의 연구 조사에서 20명의 학생들 중 19명의 학생들이 

불연속이라고 생각한 함수이며, 특히 면담결과 그 이유로  에서 함

숫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맞

힌 유일한 학생의 경우  


을 약분하여  의 함수를 얻었으

며, 연속의 이유를 “뚫린 점이 없다고 생각해서”라고 역시 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했다기 보다는 부주의한 약분의 결과, 연결성의 이미지로

서 연속의 이유를 말한 것이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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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
학생들의 인식

(1)   


(연속함수)

불연속, 접촉도 아

니며 연달아 있음.

Tall과 Vinner(1981)의 사

례에서 41명중 35명이 불

연속으로 판단

(4)     ≥ 
    

( 에서 불연속)

불연속, 접촉도 아

니며 연달아 있음

Tall과 Vinner(1981)의 사

례에서 41명중 38명이 불

연속으로 판단

(5)  
  

(연속함수)

불연속, 접촉

이경화와 신보미(2005)의 

연구에서 20명 중 19명이 

불연속으로 판단

<표 Ⅳ-2> 연속 또는 불연속함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와 학

생들의 인식 비교

비록 3개의 함수를 이용하여 판단함으로써 일반화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위의 3개의 함수에 대해서 학생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와 일치하는 연속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달시키기 위해 좀 더 많은 함수에 대해 과

연 학생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과 같은 연속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판단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분

석할 필요가 있다.

4. 분석의 결과

3.3절의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함수의 연속에 대한 관념과 아리스토

텔레스 철학의 연속의 정의가 닮아 있다는 것을 보았다. 

Russell(1919/2002, pp.120-121)은 수학의 연속과 철학의 연속은 다르다

고 하였다. 철학의 연속은 “짙은 안개 때문에 전혀 구별되지 않듯이, 

분리되거나 구별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사람 또는 철학자가 말

하는 연속은 ‘유동’이라는 표현 또는 시간과 같은 것에 결부된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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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수학적인 연속과는 다르다. 그러나 철학의 정의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의 연속의 정의를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가진 연속의 관념이 “분할 

불가능한 하나의 전체” 또는, “연달아 있으면서 끝이 함께 있고 경계

가 하나”로 나타난 다는 것과 그 관념이 함수의 연속을 판단할 때도 적

용된다는 것을 보았다(유재민, 2014; White, 1988).  

수학에서 연속은 “하나의 추상적인 논리적 도식”이며 철학의 연속

과 다르기 때문에 수학의 연속을 철학의 연속의 그래프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Russell, 1919/2002, pp.120-121).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개념과 일치하는 연속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수학 과

목을 할 때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와 같은 함수들을 불연속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 이것을 단순히 학생들이 저지르는 오류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

가 있다. 학생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에서 바라보는 연속과 유

사한 연속의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Ely(2008)가 보였듯이, 학

생들의 이러한 관념은 미적분학의 발달 초기 수학자들이 함수의 연속을 

정의한 것과 많은 면에서 유사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수학의 산술

화 이전에, 곡선에 대한 직관적이고 공간적 관점을 수학에 도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공간에서 연속으로 생각되는 관념을 미적분학의 

함수의 연속으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에는 사물이 지닌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원

인”이 담겨있다고 하였다(이지현, 2011, p.58)”.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속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특징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연속의 관념 그리고 국어사전의 정의와 일맥상통

한다. 반면에 Núñez와 Lakoff(1998, p.86)에 의하면 학문수학의 Cauchy와 

Weierstrass의 연속의 정의는 “연속의 아이디어들의 핵심의 증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연속의 아이디어들의 핵심의 증유물”에 가까운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정의로 보이기도 한다. 

Núñez와 Lakoff(1998)는 학생들의 연속에 대한 관념을 “자연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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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그리고 학문수학의 연속의 개념을 “   연속”으로 구분하였

다. “자연적 연속”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움직임에 의해 

그려진 연속”이며 구멍이 없는 직선 또는 곡선으로 나타나는 연속으로 

학생들이 가진 연속에 대한 관념이며 본 논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아

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개념과 비슷하다. “   연속”은 수학이 상징

적이며 존재론적이라는 관념30)(Núñez와 Lakoff, 1998, pp.91-92)을 반영

한 연속으로 철학적 연속과 다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연

적 연속”과도 다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 학문수학의 연속

정의

“분할 불가능한 하나의 

전체”

“연달아 있으면서 끝이 함께 

있고 경계가 하나”(유재민, 

2014; White, 1988)

∈,   →,  ∀,  

∃  ,이고, 

∈이면이다 

(정동명 & 조승제, 1992, p.166)

학생들의 

관념과 

비교

(예   


)

학생들의 연속의 관념과 

비슷함

학생들의 연속의 관념과 다른 

경우가 많음

역사적 

발달과 

비교

수학의 산술화 이전의 

수학자들의 관념과 비슷함

Cauchy와 Weierstrass 이후의 

산술화된 수학의 정의와 일치함

Núñez와 

Lakoff(1998

)의 구분

자연적 연속    연속

<표 Ⅳ-3> 아리스토텔레스와 학문수학의 비교

30) Núñez와 Lakoff(1998)는 이러한 관점을 “The formal foundation principle”라고 명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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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Núñez와 Lakoff(1998, p.100)는 학문수학의 “   연

속”이 우리의 직관적인 아이디어에 비해 더 엄밀하거나 정확한 정의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만약    정의가 엄밀하다고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에 그 엄밀성은 현대 해석학적 기초 위에서 엄밀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

다. 즉, Núñez와 Lakoff(1998, p.86)에 의하면 두 개의 연속의 개념은 온

전히 다른 개념이며, 어느 하나가 우월하거나 열등한 개념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진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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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교수학에의 시사점

1. 시각화 및 사전적 정의의 관점

일반적으로 시각화는 어떤 수학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 상

황을 쉽게 만든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lcock과 Simpson(2002, pp.33-34)

은 해석학은 덜 추상적이기 때문 즉, 시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

이 더 어려워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로 유계인 증가하는 수열은 수렴

한다”와 같은 정리는 시각적으로 표현되면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느껴지

고 학생들은 그것을 왜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수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애초부터 시각적인 도구 없이 대

수를 조작해야 하고, 따라서 정의로부터 그것을 다루는 것을 더 쉽게 느

낀다. 군 이론이 해석학보다 논리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이 아니라 군 이

론에 대해서는 시각적 보조물을 찾기 어렵고 따라서 학생들은 다른 대안

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각화는 어떤 학생들에게는 수학을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의 상황은 Alcock과 Simpson(2002)의 예와는 다

른 면에서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함수의 연속은 고등학교

에서 곡선의 연결성으로서 직관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한 점에

서 끊어진 함수는 불연속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생들은 수

학에서 연속함수를 배우기 전부터 연속에 대한 사전적 관념을 갖고 있으

며, 따라서 끊이지 않은 한 조각의 곡선을 연속함수의 그래프로 인식하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연속의 수학적 정의 특히, 학문수학의 정의는 

이러한 끊이지 않은 곡선과 같은 시각적인 이미지와는 다르다. 즉, 연속

함수와 불연속함수의 경우 Alcock과 Simpson(2002)의 예와는 차이가 있

긴 하지만 역시 시각적인 이미지가 수학의 엄밀한 정의로의 전이에 어려

움을 느끼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학생들의 학습 전략에 대한 Pinto(1998)의 연구를 시각화와 관

련하여 논의하고자한다. Pinto(1998)는 대학 해석학의 학습에서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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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학습할 때의 접근 방법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는 학생과 “의

미를 추출”31)하는 학생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의미를 부여”하는 학생은 어떤 이미지로부터 개념에 나름의 의미를 

주면서 학습하는 학생이며, “의미를 추출”하는 학생은 개념 정의를 형

식적으로 받아들인 후 그것으로부터 수학적 고찰을 통해 그 정의의 의미

를 만들어가는 학생이다. Pinto는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학생을 

“자연적 학습자”로 “의미를 추출”하는 학생을 “형식적 학습자”로 

표현하였다(Pinto, 1998, p.8)32). 

“자연적 학습자”는 그들이 가진 이미지를 새로운 형식적 지식을 형

성하는데 적용하면서 개념을 학습한다. 한편 “형식적 학습자”는 이전

에 갖고 있던 이미지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새로운 형식적 지식을 게임의 

규칙과 같이 받아들인다. 그 후에 새로운 지식이 학습자의 사전 이미지

와 일치하면, 인지적 재구성이 일어나면서 학습자의 지식으로 자리 잡는

다(Pinto, 1998, p.304).

개념에 대한 잘못된 시각적 이미지는 두 학습자 모두에게 학습에 어

려움을 줄 수도 있다. 이 두 유형의 학습자들의 학습전략을 함수의 연속

의  정의를 학습하는 경우에 적용해보자. “자연적 학습자”는 함수

의 연속의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 연속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를 적용시키

려고 할 것이다. 이때 그들이 만약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혹은, 국어사전

의 연속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그 시각적 이미지는 학습의 장애로 작

용할 수 있다. “형식적 학습자”의 경우는 연속함수의 정의를 게임의 

규칙과 같이 받아들인 후, 그것을 그들의 연속의 이미지에 빗대어 보고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새로운 지식으로 머릿속에 정립되는데 어려움을 

31) “의미를 부여”의 원어는 “giving meaning”이며, “의미를 추출”의 원어는 
“extract meaning”으로 이지현(2011, p.22)의 번역을 따랐다. 

32) Duffin과 Simpson(1995)는 학생들의 수학적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두 부
류 “자연적 학습자”와 “외계의 학습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자연적’ 
학습자는 항상 경험을 그들이 가진 정신적 구조와 연결시켜서, 그 연결에 기초하여 
설명과 이유를 찾으며,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외계의’ 학습자는 한편, 새로운 경험
을 ‘외계의’ 방법으로서 받아들이고, 바로 그 경험을 다루면서 고립된 구조를 형성
하는데, 훨씬 후에 이것들 종종 성숙해지는, 그러나, 갈등의 결과로서 고립된, 정신적 
스키마들 사이에 연결을 만들면서 이해를 구성한다.”(Pinto & Tall, 2002, p.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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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을 것이다. 

이처럼 학습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연속에 대한 연결성의 시각적 이

미지는 국어사전의 연속의 정의와도 관련이 있다. 학생들은 수학을 배우

기 전부터 이미 국어사전의 “끊이지 아니하고 죽 이어지거나 지속함”

이라는 연속의 정의를 사용해왔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p.4356). 그리고 

“연속”의 수학적 정의는 이러한 사전적 정의와 많이 다르다. 이에 대

해 Jourdain(1913, p.664)은 미분 ․ 적분의 개념과 다르게 연속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연속”이라는 이름을 제외한 모든 

것이 변하였다고 하였다. 학문수학의 연속의 개념은 연속의 사전의 정의

와 다를 뿐만 아니라, 라는 형식적인 문자를 사용해서 수학을 모르

는 사람은 그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Koerner(2003, p.7)는 

연속에 대한  식의 정의에 대해 어떤 수학자는 모호하고 애매한 사

전적 정의를 기호를 써서 또 다른 애매한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생각할

지도 모른다고 말한다33). 미분, 적분의 개념과 비교하면, 미분 ․ 적분은 

사전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일상생활의 개념과 학문수학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인지적 어려

움은 없다는 것이다. Koerner(2003, p.7)는 또한 함수의 연속을 말할 때 

“수학적 의미로”라고 말을 한다면 미분과 적분의 개념처럼 우리가 문

제를 일으킬 염려도 없을 것이라 하였다. 

Freudenthal에 의하면 어떤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심상을 구

성하는 것이며 이 심상의 구성이 바로 학교수학의 교수와 학습의 목표이

다(정영옥, 1997, p.69, p.71). 그런데 사전적인 연속의 이미지와 아리스토

텔레스의 자연철학의 연속의 이미지, 그리고 수학의 연속의 이미지는 다

르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학문수학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연속의 이미지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연속함수

에 대한 정확한 심상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

의해야 한다.

33) Koerner(2003, p.7)가 말하는 연속의 사전적 정의는 “connected, unbroken; 
uninterrupted in time or sequence: not discret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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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적 사고의 발달 단계

Tall과 Katz(2014)는 Tall(2008, p.7)의“수학의 세 가지 세계”와 관련

하여 인간의 수학적 사고 발달을 세 단계로 제시하였다. 

개념적 구체화는 정신적 이미지를 발달시키면서, 인간의 지각과 행동에

서 이루어진다. 그 정신적 이미지는 복잡성이 증가하는 방법으로 언어

화되고 우리의 상상에서 완전한 정신적 요소가 된다. 

proceptual 상징주의는 물질적 활동에서 벗어나서 수행해야 할 연산인 

동시에 계산과 조작에 의해 작용될 수 있는 것으로 기호화되고 인식되

는 수학적 절차가 되는 것이다.

공리적 형식주의는 적절한 기초의 틀(형식적 집합이론 또는 형식 논리

와 같은)안의 공리적 시스템에서 수학적 증명에 의해 연역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형식적 지식을 형성한다. (Tall & Katz, 2014, pp.102-103)

즉, 학생들은 어떤 개념에 대해 지각과 행동을 통해 구체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 후에 조작해야할 대상과 개념 자체로서 즉 proceptual한 

것으로서 이해한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발달을 이룬 학생들은 수학

적 개념들이 어떤 형식 안에서 공리와 약속에 의해 작용하는 형식적인 

특징을 지닌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우리가 Ⅱ장의 분석을 통해 살

펴본 학생들의 연속의 관점 특히, 펜을 종이에서 떼지 않고 그린 구멍이 

없는 연속적인 곡선으로서의 연속함수의 관념은 역동적인 움직임과 관련

이 있는 것이며 아직 “개념적 구체화”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지각적 관념으로 출발한 “개

념의 구체화” 수준은 수학자들이 현대적인 연속함수의 정의를 정립하기

까지 겪었던 단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각적 수준의 학생의 인식은 수

학적 미성숙으로 보기보다는 학문수준의 연속의 개념으로 발달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이자 혹은 출발 지점으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Tall & 

Katz, 2014, p.103).

이러한 비슷한 관점은 Freudenthal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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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udenthal의 수학교육의 방법인 수학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수학의 형

식적 체계, 즉 연속의   의 방법을 바로 제시하기 보다는, “학습자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수학에서 학생들의 현실은 연속

의 일반적 관념인 “끊이지 않은, 구멍이 없는, 펜을 종이에서 떼지 않

고 그릴 수 있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보여진다. 개념적 구체화의 단계

에 있는 학생들에게    방법을 바로 제시하더라도 그것은 학습자의 현

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왜 하는지도 모른 채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

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학적 발달을 위해 학습자의 현실

에서 출발하여 “형식과 내용의 교대 작용을 통해 수학적 구조를 발견하

고 조직화 ․ 체계화” 과정을 통해,   의 방법 혹은 그것과 모순되지 

않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하고 학습하게 해야한다(정영옥, 1997, 

p.49)

Marghetis(2009)는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은유적 표현과 교사의 증

명에서 사용되는 은유가 일치할 때, 증명이 학생들에게 더 설명력이 있

음을 보였다. 또한, Marghetis(2009)는 연속 함수와 관련된 은유를 크게 

두 가지 “역동적 연속은 틈이 없는 것”과 “정적인 연속은 근접의 보

존”로 구분하였다. 역동적 연속은 펜으로 그린 그림으로서 한 조각으로 

나타나는 연속 특히 연속의 사전적 정의와 일치하는 연속이며, 정적인 

연속은 집합론에 기초한 의 개념과 일치하는 은유이다. 교사는 학생

들에게 연속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증명을 제시하였으며, 그 증명들 중

에 학생들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는데 결

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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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지배적인 은유 설명력 있는 증명

Y 틈이 없는 것 역동적

P 은유의 변환이 일어남 역동적/ 정적

K
근접성의 보존

(틈이 없음으로 언어화 됨)
정적인 것

J 근접성의 보존 정적인 것

<표 Ⅴ-1> 학생들의 은유와 설명력 있는 증명(Marghetis, 2009, p.109)

사전 인터뷰에서 역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틈이 없는 연속의 은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역동적 증명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였으며, 근접성의 

보존의 은유를 가진 학생들은 정적인 증명을 설명력이 있다고 느꼈다

(Marghetis, 2009). 즉, 이 연구결과로부터 학생들이 가진 은유, 즉 학생들

의 인지상태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증명의 이해와 설명력에 영향을 준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함수의 연속 개념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진 연속의 관념이 교수와 학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Ⅲ장에서 해석학 특히, 함수의 연속에 대한 Cauchy와 Weierstrass의 

업적을 여러 학자들이 혁명적인 또는 급진적인 발달로 다룬 것을 확인한 

바 있다. Grabiner는 Cauchy 이전과 이후의 업적에 대해 Kuhn의 혁명으

로, Lakatos역시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으로 Koetsier는 “수학적 연구 전

통의 전환”(즉, Lakatos의 표현을 빌리자면 연구프로그램의 이동)으로 

Tall과 Katz는 급진적인 다른 개념으로서 언급하였다. 즉, 역사적으로 보

아도 함수의 연속에 대한 학문수학적인 개념으로의 발달은 매우 급진적

이고 혁명적인 것이다. 따라서 곡선의 연결성이라는 연속적인 관념을 가

진 학생들에게   와 일치하는 연속을 가르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

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교수와 학습을 구상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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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함수의 연속에 대한 학생들의 관념과 학문수학의 개념의 

차이에 대한 여러 논문들의 보고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했다. 학생들

은 학문수학의 의 개념과 차이가 있는 연속의 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관념은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왜 현대 수학의 함수의 연속

은 학생들의 연속의 관념과 다른지에 대한 의문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

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첫 번째는 함수의 연속에 대한 학문수학과 학

교수학 그리고 학생들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속에 대한 학생들의 관념과 학문수학의 개념이 다르다면 학생

들은 왜 그러한 관념을 갖게 되었으며, 또 학문수학은 왜 현대적인 연속

의 개념을 갖게 되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위해 

학문수학의 해석학과 위상수학의 함수의 연속의 정의와 교육과정, 교과

서, 그리고 학생들의 연속의 개념을 비교하였고, 두 번째 연구문제에 답

하기 위해 함수의 연속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분석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의 자연철학의 연속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문

제들을 바탕으로 앞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학문수학의 연속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해석학과 위상수

학에서는 한 점에서 함수의 연속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점이 정의역

의 점이라는 것이 전제 되어 있어야 했다. 특히 해석학의 연속은 「정의

역의 점  와 임의의   에 대해서  가 존재해서 이면 

」을 만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수학에서 함수의 연속

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과서들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서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자

세한 논의가 없지만, 2007개정 교육과정 해설서는 교과서의 전개 방식에 

대한 자세한 지침과 안내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여러 교과서들

은 곡선의 연결성을 통해 함수의 연속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 점  

에서 함수의 연속은 “(ⅰ) 가 존재하고, (ⅱ) lim
→

가 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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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lim
→

 ”의 세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가 존재”한다

는 것은 학문수학에서는 연속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제 조건이지만, 

학교수학에서는 연속을 판정하는 세 단계 사이에 포함되었다. 특히 2007

교육과정 해설서는 이 단계를 만족하지 않는 것은 불연속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즉, 학문수학에서 의 존재성은 연속을 판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점에서 연속여부를 판정하지 않지

만, 2007교육과정 해설서와 2009개정 교육과정의 몇몇 교과서들은 

가 존재하지 않으면 불연속으로 언급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여러 교과

서들이 본문에서 다루기 전에 그래프의 연결성으로 함수의 연속을 도입

하고 있었다. 

함수의 연속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외국의 논문들에서나 우리나라

의 논문들 모두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 같은 끊어진 함수는 불연

속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 한 점  에서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여러 논문들에서 보고되었

듯이 학생들은 한 개의 식 또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곡선으로 함수의 

연속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Raman(2004)과 Shipman(2012), 박달

원 외(2012)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문수학이 함수의 연속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Ely(2007)은 학생들의 

연속의 개념과 역사적으로 수학자들이 연속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정립하

기까지 겪었던 과정을 비교해보고 비슷함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

였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연결된 곡선으로서의 연속의 관

념은 오류로서 보기보다는 학문수학의 연속의 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하

나의 관문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Ⅲ장에서는 학문수학의 연속의 개념이 현대적인 개념으로 나타나기까

지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다. 17세기 후반 Leibniz는 곡선과 관

련한 어떤 성질 및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함수 개념을 사용했다. 이 후 

함수는 Euler에 의해 해석적인 식으로 그 후에는 몇 개의 식의 결합으로 

또는 “손으로 그린 곡선”으로 표현되었다. Euler는 그의 저서에서 시

간이 지남에 따라 함수 개념을 다르게 인식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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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개념이 아직 현대적 개념으로 정립되기 이전에 수학적으로 모순 없

이 적절한 또 여러 상황에 적용 가능한 개념으로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진동하는 끈” 논란은 함수 개념의 변화를 촉진시

켰으며, 이후 Fourier와 Dirichlet의 노력 역시 현대적인 함수 개념을 정

립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19세기 Cauchy와 Weierstrass는 해석학, 

그리고 함수와 함수의 연속 개념에 엄밀성을 부여하고 산술화를 이룩한 

학자로서 여러 논문들에서 언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Cauchy의 업적에 대

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Grabiner는 의 방법이 

Cauchy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으며, Schuring는 Cauchy를 Leibniz와 

Newton의 전통적 방법을 따랐다고 생각했다(Tall & Katz, 2014, p.97). 

Klein(1986)은 해석학의 산술화의 공을 Weierstrass에게 돌리고 있으며, 

Lakatos(1976/2001)와 Koetsier(1991)는 Cauchy가 해석학의 혁명적 발달을 

이룬 것으로 언급하였다. 역사적으로 해석학에서 엄밀성 또는, 산술화가 

이룩된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Cauchy와 

Weierstrass 모두 해석학에서 가히 혁명이라 부를 정도의 업적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학자들은 Cauchy와 Weierstrass의 수학에서의 업적을 산술화로  

표현하였다. Cauchy와 Weierstrass는 공간적 직관으로부터 출발한 미적

분학에 산술적 해석을 함으로써 수학이 공간에서 탈피하도록 하였다. 그

리고 이 산술화가 가능한 것은 집합론의 발달 덕분이었다. 집합론의 여

러 요소들에 의해 공간 위의 점은 더 이상 직관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수” 특히 집합의 원소로서, 공간 위의 직선과 곡선은 기하하적 도형

이 아닌 원소들을 가진 집합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함수의 연속도 이

전에 직관적으로 인식되던 끊어져 있지 않은 또는 손으로 그려진 기하학

적 관점이 아닌 집합의 원소들 사이의 “근접성의 보존”으로 표현되었

다. 즉, 곡선과 그래프를 기하학적 요소가 아닌 산술화된 수학적 대상으

로 본 것이다(Lakoff & Núñez, 2000). 그러나 이렇게 공간에 산술적 해

석을 부여하는 것은 선험적인 것이 아니며, 산술화하는 과정에서 공간에 

대한 직관과 산술적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 즉, 어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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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형식화 하는 과정에서 Wilder(1967)가 말한 “본성의 희생”이라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공간적 직관과 다른 산술적인 함수의 연

속 개념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거나 종종 오류를 범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로 보인다. 

Grabiner(2005)와 Lakatos(1976/2001)는 함수의 연속에 대한 Cauchy의 

업적을 혁명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Koetsier(1991)는 Lakatos의 과학

적 연구프로그램의 방법론의 표현을 빌려 “수학적 연구전통”의 이동으

로 보았다. 즉 Koetsier에게도 역시 Cauchy의 업적은 연구프로그램을 이

동시키는 어떤 혁명적인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수학자들에게도 함수의 

연속에 대한 산술화된 의 방법은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충격적이

고, 새로운 이론이었다. 따라서 공간적 연결성에 기초한 또는 사전적인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거나 지속함”(국립국어연구원, 1999)이라는 

연속의 관념을 가진 학생들에게 역시 학문수학의 연속의 개념은 충격적

일 수 있으며, 이것은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생들에게 자연

스럽지 않을 수 있고 수학자들에게도 혁명적이었던 학문 수학적 개념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함수의 연속이라고 말을 한다면 학생들은 

왜 그런지 모른 채 수학을 해야 하고 수학에 대한 반감을 가질 우려가 

있다. 

Ⅳ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아리스토텔

레스에게 진정한 연속의 의미는 “분할불가능한 하나의 전체”로 보인

다. 그리고 그러한 연속의 개념은 Cantor의 연속체의 개념과도 매우 유

사하며 몇몇 논문들은 학문수학의 연속의 개념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상대

적인 위치”를 가진 것들이 하나의 “공통의 경계”에서 닿아 있는 것으

로 표현됨을 보았다(유재민, 2014). 즉,   

나  


과 같이 두 조

각의 곡선은 학문수학의 정의에서 보면 연속이지만, 서로 다른 위치를 

갖는 두 조각의 곡선이 공통의 경계에서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아리스

토텔레스의 정의에 의하면 연속이 아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

속의 정의는 학문수학적인 정의와는 다르지만, 학생들의 연속의 관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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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철학자

로서 그의 탐구 주제 중 하나인 자연에서 연속을 생각했고(유재민, 2008, 

p.19), 학생들 역시 공간적 직관에 기초하여 연속을 생각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연달아 있

음, 접촉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는데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접촉해 있어야 

하며, 또 연달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은 연속의 전제 조건인 접촉

해 있지도 않은 함수로,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학생들이 산술적, 형식

적 연속의 개념이 아닌 자연이나 운동을 통해 연속을 생각한다면   



을 불연속 함수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개념을 통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

이 일상생활 속의 또는 자연의 연속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지 살

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연속이 학문수학의 연속과 다른 양상으

로 나타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 다른 형태의 연속의 개념들을 우

리는 어느 하나가 우월하거나 옳은 개념이 아닌 전혀 다른 목적과 필요

에 의한 다른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Núñez & Lakoff, 1998).

Ⅴ장에서는 연속의 역사적 발달과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정의

에 대한 고찰 결과를 통해 학교 수학에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산술화된 학문수학의 연속의 개념은 시각적인 연속의 

관념이나, 사전의 연속의 정의와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Pinto(1998)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봤듯이 시각적 이미지와 다른 연속의 학문적 정의

는 학생들의 개념학습에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자연적 학습자”는 

사전에 갖고 있던 연결성이라는 연속의 시각적 이미지가 그가 학습하려

고 하는 학문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형식적 학습자”는 이미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학문적 정의를 자신의 

사전 이미지와 연결시켜 의미를 구성해갈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는 사전에 학생들이 가진 연속에 대한 관념을 파악해야 하

며, 그것이 학문수학의 연속의 그래프에서 구현될 때 다를 수 있음을 주

지하고 교수와 학습을 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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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상태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Tall과 Katz(2014)에 의하

면 수학적 사고 발달은 개념적 구체화, proceptual 상징주의, 공리적 형

식주의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곡선의 연결성으로 함수의 연속

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개념적 구체화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학문수학

의 연속의 개념은 엄밀한 형식화의 수준이다. 개념적 구체화 수준의 학

생들에게 세 번째 수준의 형식적인 정의를 바로 제시한다면 이해하기 어

려울 뿐 아니라 좋은 학습이 일어나기도 어렵다. Marghetis(2009)가 실험

을 통해 보였듯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은유 또는 인지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은 가장 만족스럽게 여겼다. 이는 

Freudenthal이 말한 교수와 학습의 출발점이 바로 학습자의 현실이 되어

야 한다는 것과 일치한다. 형식적이고 엄밀한 정의를 바로 제시하기 이

전에 학습자의 수준과 인지상태를 파악하고 그곳에서 출발하면서 학습자

를 수학적 개념의 이해까지 안내하도록 교수와 학습을 구상해야 할 것이

다(정영옥, 1997). 

Freudenthal에 의하면 교수와 학습의 목표는 심상을 구성하는 것이다

(정영옥, 1997). 따라서 함수의 연속의 교수와 학습의 목표도 그에 맞는 

심상을 구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가진 사전의 인지상태를 파악하고 

“근접성의 보존”이라는 심상이 학생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교수와 학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새로운 수학적 개념이 발견된 후, 많은 논란과 저항을 겪고 오

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학문적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수학의 역

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Crowe, p.1975, p.162). 그리고 Ⅲ장에서 검토했

듯이 함수의 연속 개념이 그 대표적 예이다. 특히, 함수의 연속은 처음 

등장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돌아보면 연속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모든 것

이 변한 것 같다(Jourdain, 1913, p.664). 해석학의 과 를 사용한 정의를 

보아도 학문수학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수학의 연속과 관계된 

표현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정

의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면서 연속이라고 말할 때의 연

속과 수학적 연속은 그 양상이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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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에 대해 학문수학과 다른 관념을 보이는 것도 특이한 현상이 아니

다. 

Lakatos(1976/2001, p.251)에 의하면 “성장하는 이론에서 직관은 미숙

하고 비틀거리며 잘못을 범한다. 그러한 성장 기간을 거치지 않는 이론

은 없다. 더욱이 이러한 기간은 역사적 관점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것이

며, 교육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학적 이

론이 정립될 때, 수학자들도 직관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던 예를 떠올린

다면,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가능하

다. 그리고 직관이 수학자들이 개념 정립과정에 영향을 끼친 사례를 역

사적으로 돌이켜 본다면, 학생들의 개념 정립의 교수 학습의 계획을 세

우는데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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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istorical Study on 

the Concept of‘Continuity of Function’

Baek, Seung Ju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started with an interesting point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cept of academic mathematics and the notion that 

students have about continuity of function, and made two major 

research problems. The first research problem is how different 

thoughts are between academic mathematics, school mathematics and 

students about the function concept. The second is, if they are 

different, why do students have the notion and why the concept of 

academic mathematics appear in those forms. For the first research 

question, this dissertation compared academic mathematics with school 

curriculum, textbook and the notion of students about the concept on 

continuity of function. To answer the second research problem, this 

dissertation analysed the historical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continuity of function and Aristotle’s Philosophy about the definition 

of continuity went through.

Students think the continuity of function as one formula or a connected 

curve with no break. These notions are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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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mathematics but it is similar to the previous notion which 

mathematician had in the past. Therefore, they need to be thought of 

something to get the idea through, not as an error. 

The concept of continuity of function been changed by Leibniz, Euler 

and Fourier etc., and in the nineteenth century, Cauchy and 

Weierstrass gave the concept rigour and arithmetization. Cauchy and 

Weierstrass helped mathematics break from on intuition of space by 

giving arithmetical analysis to calculus which started with the intuition 

of space. And it was ought to the development of set theory. Grabiner, 

Lakatos, and Koetsier think Cauchy’s achievement as a revolution. 

Historically,    expression in the definition of continuity of function 

was shocking and new to mathematicians. Therefore, if a teacher 

directly teach students    expression and say “This is the definition 

of continuity of function”, then students would just do mathematics 

without knowing the reason, possibly resulting in negative thoughts 

about mathematics. 

This dissertation analysed the concept of continuity from Aristotle’s 

perspective. Especially, Aristotle’s genuine mean of continuity seems 

to be an“indivisible unit as a whole.” This is similar to the concept 

of Cantor’s continuum and some thesis reports that this influenced on 

the mathematical concept of continuity. Aristotle’s continuity can be 

expressed as “something which has different location touch on the 

common boundary.” This defini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academic 

mathematics, but it is similar to the notion that students have about 

continuity. 

Through the Aristotle’s definition of continuity, we can know the 

notion of philosophers as well as those of people, and the fact that it 

is different from the definition of mathematics. This implies that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is when making teaching an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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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

The historical study on the concept of continuity of function gives 

various implications. First, arithmetized academic mathematic is different 

from the visual image of continuity and definitions from the dictionary. 

Therefore, the academic definition might serves as an obstacle in the 

learning of students. Second, student’s level is different from the 

level of academic mathematical definition of continuity of function. Tall 

& Katz(2014) suggested the three levels of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mathematical thinking” as “Conceptual embodiment, Proceptual 

symbolism, and Axiomatic formalism.” If a teacher teaches students 

who are in the conceptual embodiment level, the formal definition in 

the third level, then students will not be able to learn the definition. 

Therefore, understanding the cognitive development level of students 

should be preceded. This should be the beginning point in teaching and 

learning.

Keywords : continuity of a function, historical development, 

       arithmetization, Aristotle’Philosophy, indivisibile unit as a whole.

Student Number : 2012-21418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3. 연구방법 및 연구의 기대효과  

	Ⅱ. 학문수학과 학교수학의 함수의 연속 
	1. 학문수학에서 함수의 연속 
	2. 학교수학에서 함수의 연속  
	2.1 교육과정의 연속-2007개정, 2009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2.2 교과서의 연속 

	3. 학생들의 함수의 연속에 대한 인식  
	4. 학문수학과 학교수학의 차이에 대한 분석  

	Ⅲ. 함수의 연속 개념의 역사적 분석 
	1. 함수의 연속 개념의 역사적 발달과정  
	1.1 함수 개념의 출현과 발달  
	1.2 함수의 연속 개념의 체계화 
	1.3 Weierstrass의  방법    

	2. 산술화의 관점에서 변화 분석  
	2.1 공간적 직관으로부터 탈피  
	2.2 집합론의 영향   
	2.3 혁명적 발달로서의 산술화  


	Ⅳ.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 개념 분석  
	1. 무한 분할 가능    
	2. 분할 불가능한 하나의 전체  
	3. 수학적 개념과 비교   
	3.1 연속체와 비교   
	3.2 연속함수와 비교   
	3.3 학생들의 연속의 관념과 비교   

	4. 분석의 결과   

	Ⅴ. 학교수학에의 시사점   
	1. 시각화 및 사전적 정의의 관점   
	2. 수학적 사고 발달 단계  

	Ⅵ.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