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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드 모르간의 수학교육을 통해 본

영국 순수 수학 발전의 이해

: 학문 분야 간 경계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

조 수 남

19세기 초까지도 수학의 경계는 순수 수학과 혼성 수학을 포함하여 매우 폭

넓었으며, 혼성 수학을 중심으로 수학과 자연 철학 사이의 경계는 상당히 모호

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후반을 거치면서 그 이전에 혼성 수학 및 자연 철학

분야들을 공부하기 위한 일종의 선수 분야로 간주되던 순수 수학 분야들이 독자

적인 전문 학문 분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면, 19세

기 초의 순수 수학 분야들이 수학의 주축을 이루면서 수학과 물리 과학 사이의

경계는 보다 분명해져 갔다.

이 논문은 바로 그러한 순수 수학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19세기 런던

유니버시티칼리지(UCL)의 초대 수학 교수였던 어거스터스 드 모르간의 수학 교

육과 연구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을

살펴본다. 당시 대부분의 고등 교육 기관의 수학 교과 과정과 비교할 때, 드 모

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은 순수 수학 분야들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특

이했다. 이 논문은 바로 그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수학 교과 과정이 어떻

게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한다. 그리고 드 모르간의 학문적 관심 및 능력과 UCL

의 교육 의도로는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의 배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때, UCL의 교수 급료 체계와 학생들의 교육 수준, 그리고 UCL에서 수학과 자

연철학이 처했던 상황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UCL에서는 기존의 대학들과는 달

리, 교수들의 급료가 학생들의 수강료에 비례해 책정되었다. 이런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초대 ‘자연철학 및 천문학’ 교수로 임용되었던 라드너는 UCL 위원

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혼성 수학 분야들을 선점하며 교과 과정을 폭넓게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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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후 뒤늦게 젊은 드 모르간이 수학 교수로 임용되었을 때,

그의 분야는 자연스럽게 순수 수학 분야로 축소되었다.

이는 비슷한 맥락에 있었던 런던 킹스칼리지(KCL)의 사례를 통해서도 잘 지

지된다. 킹스칼리지의 초대 ‘수학’ 교수였던 토머스 홀이 칼리지 측의 신뢰를 얻

으면서 폭 넓은 수학 교과 과정을 선점하였을 때, 뒤 늦게 ‘자연 철학 및 실험

철학, 그리고 천문학’ 교수로 임용되었던 헨리 모즐리의 교과 과정은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이 연구는 학문 분과의 경계나 교과 과정이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학문적 경계에 따라 항상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보

여준다. 즉, 드 모르간의 사례는 교육과정이 인적․제도적 요소나 인접 분야와의

관계 속에서 우연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 논문은 드 모르간의 초기 수학 교과 과정이 어떻게 발전해갔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 라드너의 자연 철학 강의의 상황을 살펴본다. 당시의 다양

한 UCL 자료들에서 드러나는 라드너에 관한 정보들은 그가 혼성 수학 분야들을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료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초 실험적 방식에 대한 열광과는 반대로 어려운 수리적 방식에 대한 반

감이 증가되고 있던 상황에서, 어려운 수리 자연철학에 대한 흥미나 학습 동기

를 가질 수 없었던 UCL 학생들은 라드너의 강의를 제대로 수강하지 않았다. 이

후 라드너가 수강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 실험 강연들에 주력하였으나,

그것은 도리어 그의 수리 자연철학 정규 강좌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순수 수학 분야의 강좌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의 학생들을 확보하

고 있었던 젊은 드 모르간이 학문적 선배이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라드너에게

혼성 수학 분야들을 내달라고 요구하기는 힘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라드너의 실험적 자연 철학 강의와 드 모르간의 순수 수학 교

육의 영향은 단순히 드 모르간의 수학 강의실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중등 수학 교육의 수준이 열악했던 상황에서 순수 수학만을 가르쳐야했던 드 모

르간은 이후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순수 수학 분야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문제

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UCL에서 수학 교육의

의의를 찾는 문제와 논리 사고력을 훈련시키는 문제로 연결되었다. 이후 기하학

과 대수학을 둘러싼 우열 논쟁이나 휴얼과 해밀턴으로 대표되는 수학자들과 논

리학자들 간의 논쟁이 가열되었을 때, 드 모르간은 대수 기호의 의미나 기하학

과 대수학의 문제, 그리고 논리 사고력 도야의 문제 등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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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UCL의 초대 논리학 교수였던 존 호퍼스의 논리 교육

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드 모르간은 수학 수업을 통해 논리 사고

력 훈련을 시작하였고, 형식 논리와 관계 논리라는 순수 수학의 새로운 연구 영

역을 개척해 나갔다. 이후 그의 ‘수학’ 교수좌는 ‘순수 수학’ 교수좌로 규정되었

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는 순수 수학 분야가 중심이 된 전문 수학 학회가 최

초로 창립되었다. 결국 수학의 또 다른 인접 분야인 논리학 분야와의 경계 조정

을 통해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순수 수학이 하나의 독자적인 전문 과학 분야

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위의 논의를 통해 이 논문은 드 모르간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후 순수 수학

중심의 런던 수학회가 결성되었던 상황과 드 모르간이 위대한 수학 교사로 기억

되는 이유, 그리고 드 모르간의 논리 연구가 발전되었던 계기 등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19세기 수학 분과의 경

계 변화를 통해 영국 순수 수학이 발전해 나갔던 한 단면을 보여준다. 19세기에

수학자들이 더 이상 홀로 연구자로만 남아 있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해당 학자

의 지적 여정과 수학 분야의 발전은 해당 학자가 속해 있었던 기관의 사회적·제

도적 특징들, 수학을 둘러싼 당시의 다양한 견해들과 논쟁들, 그리고 수학과 그

인접 분야와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발전해 나가는 모

습을 보였다.

주요어: 드 모르간(Augustus De Morgan), 학문 분야 간 경계, 순수 수학, 자연

철학, 논리학, UCL(University College, London)

학번: 2000-3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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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어거스터스 드 모르간(Augustus De Morgan, 1806-1871)은 19세기 영국의 대

표적인 수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1) 그는 수많은 서신들과 저술들, 그리고 학회

활동 등을 통해 순수 수학의 발전은 물론 수학에 관한 공론의 장을 이끌어갔던

인물이었으며, 동시에 논리 연구를 통해 영국 순수 수학의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했던 수학자였다. 그의 다작 능력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는 대수학과 해석학

을 포함하여 순수 수학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교재들과 논문들을 집필하였고,

『메트로폴리타나 백과사전』(Encyclopaedia Metropolitana)이나 『페니 백과사

전』(Penny Encyclopaedia), 그리고 『교육 계간지』(Quarterly Journal of

Education)와 같은 다양한 저널들에도 수많은 원고들을 기고했던 인물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연구실에 틀어박혀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했던 수학자는 아니었

다. 그는 ‘유용한 지식 확산을 위한 모임’(Society for the Diffusion of Useful

Knowledge, 이하 SDUK) 활동에 참여하여 지식 대중화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

고, 런던천문학회의 간사직과 런던수학회의 회장직을 맡으면서 당대 유명한 학

자들이나 런던 지식인들과 긴밀히 교류했던 학자였다. 이는 윌리엄 해밀턴, 윌리

엄 로완 해밀턴, 조지 에어리, 윌리엄 휴얼, 그리고 존 허셜과 같은 당대 유명한

학자들과 수많은 서신들을 교환하며 수학을 포함한 다양한 과학의 문제들에 관

해 자신의 견해를 나누었던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2) 특히, 윌리엄 로완 해밀턴이

나 조지 불과는 논리 관련 주제에 관해 자주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 과정에서

1) 스코틀랜드 출생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그리고 동시에 논리학자로 기억되는 맥파래인

(Alexander Macfarlane, 1851-1913)은 1916년에 영국의 대표적인 수학자 열 사람을 선정

하여 전기를 작성하였다. 여기에 드 모르간은 조지 피콕(George Peacock, 1791-1858), 윌

리엄 로완 해밀턴(Sir William Rowan Hamilton, 1805-1865), 조지 불(George Boole,

1815-1864), 아서 케일리(Arthur Cayley, 1821-1895), 윌리엄 클리포드(William Kingdon

Clifford, 1845-1879), 헨리 스미스(Henry John Stephen Smith, 1826-1883), 제임스 실베스

터(James Joseph Sylvester, 1814-1897), 토머스 커크먼(Thomas Penyngton Kirkman,

1806-1895), 그리고 이삭 토드헌터(Isaac Todhunter, 1820-1884)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수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Lectures on Ten British Mathematicians
of the Nineteenth Centur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16)

2) 드 모르간의 저술 목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G. C. Smith, The Boole-De Morgan
Correspondence 1842-1848 (Oxford: Clarendon, 1982), pp. 141-147. 그 외 그가 강의를

위해 작성한 원고는 런던대학 Senate House Library의 Special Colle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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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860년경 드 모르간의 모습,

출처: http://www.allposters.com

드 모르간은 해밀턴이나 불의 논리

연구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또한 이후 그의 논

리 연구들은 관계 논리와 기호 논리

연구로 발전하면서 영국에서 수리 논

리학 연구가 발전하는 데 토대를 제

공하였다.3)

그런데 드 모르간의 이력 가운데

수학 교육자로서의 측면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당대에 이미 뛰어난 수학

교육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그

는 런던 유니버시티칼리지(University

College, London, 이하 UCL)4)의 초대

수학 교수로 30년 넘게 재직하면서

수많은 수학 교재들을 집필하고 훌륭

한 제자들을 배출하면서 영국 수학

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렸던 수학 교육

자였다. 그의 놀라운 기억력과 박식

한 지식, 그리고 교사로서의 부드러운 통솔력은 그의 강의를 더 없이 훌륭한 것

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수학 교육의 영향은 제자 이삭 토드 헌터

(Issac Todhunter, 1820-1884)나 에드워드 루스(Edward J. Routh, 1831-1907) 같

은 인물들을 통해 19세기 후반까지도 지속되었다.5)

그의 교사로서의 명성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다. 그의 제자였

3) Alexander Macfarlane, "Augustus De Morgan", Lectures on British Mathematians of
the Nineteenth Centur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16), pp. 29-30; Benjamin S.

Hawkins, "De Morgan, Victorian Syllogistic and Relational Logic", Modern Logic 5, pp.

131-166.; Panteki, "French 'logique' and British 'logic'", p. 280.

4) 런던 유니버시티칼리지는 1826년 London University로 문을 열었으나, 1836년에 런던 내

의 다양한 칼리지들을 행정적으로 포괄하는 기관으로 University of London이 생기면서

University College, London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글에서는 기관의 연속성을 강조하면

서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UCL이라는 약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5) 토드헌터와 루스는 UCL에서 공부한 뒤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진학하였고, 그 곳에서 각각

위대한 수학 교과서 저자와 19세기 후반의 가장 뛰어났던 수학 시험 과외 교사로 유명했

던 인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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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화학자 헨리 로스코(Sir Henry Enfield Roscoe, 1833-1915)는 드 모르간이

“단순히 수학자가 아니라, 굉장한 선생”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제

자 토머스 호지킨(Thomas Hodgkin, 1798-1866)은 드 모르간이 “그의 모든 동료

위에 지적으로 우뚝 선 인물이었으며”, “그의 인격을 생각할 때, 내가 알아 온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고 이야기하였다.6) 이러한 평가

는 드 모르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켜보았던 부인의 평가와도 일치했

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가장 성공한 선생"으로 바라보았다.7)

이렇듯 드 모르간은 수학 연구자 이전에 UCL의 수학 교수로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들에서 그의 저술과 연구 활동은

UCL과 그 곳의 수학 교수라는 맥락 속에서는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우선, 19

세기 대수학이나 수학 전반을 다루는 글에서는 19세기 영국의 대수학 연구를 논

하면서 조지 피콕과 함께 드 모르간의 기호 대수학에 관한 견해나 연구들을 간

략하게 다루거나, 19세기 중·후반의 논리 연구를 다루면서 조지 불이나 윌리엄

로완 해밀턴의 동료로서 드 모르간의 법칙을 중심으로 그의 논리 연구를 정리하

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글에서 드 모르간의 연구는 특정 시기의 연구

를 중심으로 그려져 UCL이라는 맥락 속에서 얻어졌던 생각이나 고민들이 제대

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8)

드 모르간에 한정해 쓴 논문이나 책 역시 대부분 전체적인 맥락 없이 그의 저

술이나 연구의 단편적인 측면들에 국한해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헬레나 파이시

어(Helena M. Pycior)는 드 모르간을 대수학자로 규정하면서 그의 대수학 연구

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지만, 그녀의 논문은 왜 해당 시기 드 모르간이 대수학

연구에 집중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연구나 활동과는 서로 어떻게 연관되

는 것이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 결과, 그녀는 드 모르간의 대수 기

6) Adrian Rice, "What Makes a Great Mathematics Teacher: The Case of Augustus De

Morgan", American Mathematics Monthly 106 (1999), pp. 548-549.
7) Sophia De Morgan, Memoir of Augustus De Morgan, (London: Longman, 1882), p. 170.

8) 대수학의 역사를 다룬 글에서 드 모르건의 대수학 연구는 시기나 그 맥락 등이 무시된 채

처음부터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기호를 옹호한 것으로 그려지는 경향을 보인다. Ernest

Nagel, “’Impossible Numbers’: A Chapter in the History of Modern Logic”, Studies in
the History of Ideas 3 (1935), pp. 429-474.; Joan Richards, “The Art and the Science

of British Algebra: A Study in the Perception of Mathematical Truth”, Historia
Mathematica 7 (1980), pp. 343-365.; Grattan-Guinness, The Fontana History of the
Mathematical Sciences: The Rainbow of Mathematics (London: Fontana Press, 1997),

pp. 4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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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대한 견해가 1830년대 초에서 183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크게 3단계로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취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 그의 연구를 형식적인 추상 대수의 발전에 기여한 것

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 대수 기호에 대한 관점에만 국한해 살펴봄으로

써 그것이 드 모르간의 교육 및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는지는 제

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드 모르간의 논리 연구에 관해 살펴보았던 학자들의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다니엘 메릴(Daniel D. Merrill)은 드 모르간의 관계 논리

연구에 국한하여 그의 논리 연구가 발전하는 과정을 수학 내적인 측면에서 서술

함으로써 그의 관계 논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9) 그러나

메릴 역시 UCL의 수학 교수라는 맥락이 드 모르간의 연구와는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을 지니는 것이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한편, 마리아 팬테키(Maria

Panteki)는 드 모르간의 논리 연구의 기원을 19세기 초에 유행했던 프랑스의 기

호 철학(Semiotic Philosophy)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에서 찾으면서

드 모르간의 연구를 당시의 사상적 맥락 속에 놓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었

다.10) 그녀는 드 모르간의 논리 연구의 전통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 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라크로와의 연구가 미친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연구를 들여다볼 때 드 모르

간은 UCL의 맥락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홀로 논리 연구에 매진한 학자처럼 다

가온다. 연구자로서의 모습만이 부각되는 탓이다.

이런 가운데 드 모르간을 수학 교육자로 조명했던 아드리안 라이스(Adrian

Rice)는 UCL의 수학 교육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드 모르간에 관해 새로운 측면

들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드 모르간이 수학 교수로 임용되었던 과정이나 학

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그리고 그의 구체적인 교수 방식 등에 관해 새로운 정

보들이 얻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드 모르간이 왜 위대한 수학 교육자로 평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이해가 가능할 수 있었다.11)

9) Daniel Merrill, Augustus De Morgan and the Logic of Relation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0).

10) Helena Pycior, “Augustus De Morgan's Algebraic Work: Three Stages”, Isis 74

(1983), pp. 211–226.; Maria Panteki, "French 'Logique’ and British ‘Logic': On the

Origins of Augustus De Morgan's Early Logical Inquiries, 1805-1835", Historia
Mathematica 30 (2003), pp. 27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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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라이스의 연구 속에서도 드 모르간의 교육과 연구는 당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않는다. 우선, 그의 연구에서는 그의 수학 교육자

의 모습만이 부각될 뿐, 그의 대수학 및 논리 연구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는다.

드 모르간의 유명한 연구 성과들이 대부분 UCL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

르치던 동안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수학 및 논리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연구했던 과정들이 수학 교육의

과정들과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연구를 통해서는, 19세기

전반기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던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혼성 수학 연구에

주력했던 상황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드 모르간의

연구가 왜 주로 대수학이나 논리 관련 분야를 포함해 순수 수학 분야들에만 국

한되어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드 모르간이 가르쳤던 수학 분야들이 당시

의 다른 교육 기관에서 교수되던 것과는 달리 독특한 것이었다는 점 역시 조명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드 모르간이 수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맥락 역시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을 포함해 전통적인

대학의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시기에, 왜 UCL의 수학 교수가 되었던 드 모르간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

치고 지도하는 문제에 그토록 큰 열정과 관심을 기울였는지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12)

이처럼 이제까지의 연구들에서 드 모르간의 수학 교육과 연구 등은 서로 분리

된 채 맥락 없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드 모르간의 수학 교육 및 연구를 둘러싼

당시의 지적, 인적, 사회적, 제도적 맥락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의 지적 활동

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된다. 즉, 그가 수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던 시기에

11) Adrian Rice, "Mathematics in the Metropolis: A Survey of Victorian London", Historia
Mathematica 23 (1996), pp. 376-417.: “Augustus De Morgan: Historian of Science",

History of Science 34 (1996), pp. 201-240.; "Inspiration or Desperation? Augustus De

Morgan's Appointment to the Chair of Mathematics at London University in 1828",

British Journal of History of Science 30 (1997), pp. 257-274.; “What Makes a Great

Mathematics Teacher? The Case of Augustus De Morgan”, The American
Mathematical Monthly 106 (1999), pp. 534-552.

12) Rice, R. Wilson, and J. Gardner, "From Student Club to National Society: The

Founding of the London Mathematical Society in 1865," Historia Mathematica 22
(1995), pp. 148-161.; Rice and Wilson, “From National to International Society: The

London. Mathematical Society, 1867-1900”, Historia Mathematica 25 (1998), pp.

1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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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가르쳤던 수학 분야를 둘러싼 지적, 문화적 상황이 어떠했고, 그가 평생을

몸담고 있었던 UCL이 어떤 곳이었으며, 그리고 그 곳에서 수학을 둘러싼 인접

분야들 사이에는 어떤 인적, 학문적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드 모르간이 왜 그 곳에서 특정 수학 분야들만을 가르쳤고, 왜

수학 교육의 문제에 그토록 열중하였으며, 또한 왜 대수학과 논리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져 중요한 연구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학문 분야 간의 경계 문제라는 관점에서 앞의 인적, 지적, 사회

적,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들에 접근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영국에

서의 순수 수학 발전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기 시작한다. 드 모르간이

UCL에서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할 무렵, 수학과 자연 철학 사이의 경계는 혼성

수학(Mixed Mathematics)을 사이에 두고 상당히 겹쳐져 있었다. 그러나 드 모

르간이 UCL을 사직한 이후 그의 ‘수학’ 교수좌는 ‘순수 수학’ 교수좌로 규정되었

고, 수학 교수좌와는 별도로 ‘응용 수학’ 교수좌가 UCL에 설립되었다. 또한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는 순수 수학이 중심이 된 전문 수학 학회인 ‘런던 수학

회’(London Mathematical Society)가 창립되었고, 드 모르간이 연구하던 형식 논

리와 관계 논리의 연구들은 19세기 후반 영국 수학자들에 의해 연구되면서 새로

운 분야의 개척과 함께 영국 순수 수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는 이즈음에 이르

러 순수 수학이 수리 과학 연구를 위한 선수 학습 분야가 아니라 하나의 전문적

인 과학 연구 분야가 되어 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순수 수학과 물리학의 경계는 보다 더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점차 혼성

수학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전의 혼성 수학과 자연 철학, 그리고

실험 철학의 분야들이 물리학(Physics)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통일되기 시작했던

것이다.13) 혼성 수학을 포함하여 수학적으로 논의되던 물리 과학의 분야들이 ‘이

13) 19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점차 혼성 수학이라는 용어의 사용 자체가 감소되기 시작했다.

Gary I. Brown, “The Evolution of the Term ‘Mixed Mathematics’”,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52 (1991), pp. 81-102. 그리고 대신 그 분야를 지칭하기 위해 ‘수리 물

리학(Mathematical Physics)’이나 ‘응용 수학(Applied Mathematics)’이라는 용어가 사용되

기 시작했다. 가령 당시 물리 과학 분야를 연구했던 존 헤라패스(John Herapath)는 자연

철학의 분야들 가운데 수학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분야들을 ‘수리 물리학’ 혹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명명하면서도 책 전체를 통해 혼성 수학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John Herapath, Mathematical Physics: or, The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 With a Development of the Causes of Heat, Gaseous E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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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물리학’의 분야로 성장하였고, 실험적 방법의 발달과 함께 이전에 실험 철학

의 영역에 속했던 분야들 일부가 ‘실험 물리학’의 분야로 발전해 나갔다. 이 때

‘순수 수학’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당시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초 다비드 힐베르트(David Hilbert, 1862-1943)의 공리주의적인 수학 연구나 버

트런드 러셀(Bertrand A. W. Russell, 1872-1970)의 수학 기초론 연구 이후, 순

수 수학이라는 용어는 수학 기초론이나 수학의 공리적인 구조 등을 다루는 분야

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14) 그러나 20세기 이전에 순수 수학이라는 용어는

수리 물리학 분야들과는 구분되는, 현재의 ‘수학’을 구성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

한 분야들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19세기 순수 수학의 발전은 수

학 분야가 자연 철학을 위한 도구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그 자체로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전문 과학 연구 분야가 되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일까? 수학과

물리 과학의 분야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각각의 분야

들이 서로 독립적인 과학 분야들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었을까? 이 문제들은

서로 중첩된 부분을 지니고 있었던 수학과 자연 철학, 그리고 실험 철학 분야

사이의 경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새롭게 규정되어 나갔는지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학문 분야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과정에는 인접 분야와의 경계를

나누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 때 19세기 중·후반 순수 수학 분야의 발전 과정을 비슷한 시기 물리학 분

야의 발전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토머스 쿤(Thomas S.

Kuhn)과 피터 하만(Peter Harman)은 다양한 물리 과학 분야들이 19세기 물리학

내부의 이론적, 실험적 발전 속에서 하나의 통일된 전문 과학 분야가 되어 갔다

고 설명한다. 쿤에 따르면 19세기 전까지도 물리 과학의 분야들은 하나의 통일

된 분야가 아니었다. 역학, 수력학, 그리고 광학 등의 분야들은 수학의 중요한

일부분이었으며, 열, 전기, 그리고 자기 등의 분야들은 자연사 및 실험 철학의

Gravitation, and other Great Phenomena of Nature (London: Whittaker & Co., 1847),

Vol Ⅰ., p. 1.

14) 한편 이 시기 응용 수학(Applied Mathematics) 분야의 정체성 역시 19세기 초의 그것과

는 사뭇 달랐다. 19세기 초의 응용수학은 혼성 수학과 유사한 분야로 수리 과학 분야를

의미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의 응용 수학 분야에서는 확

률론이나 통계학과 같은 분야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현재의 응용 수학과 유사한

분야가 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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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이었다. 그런데 하만에 따르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19세기 이후 에너지,

힘, 그리고 물질이라는 세 가지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실험적 발전이 거듭되면

서 물리 과학의 분야들은 하나의 새롭고 통일된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19세기 말에 이르러 물리 과학의 분야들이 수학과는 구분되는, 하

나의 통일된 ‘물리학’ 분야를 형성해 나갔다고 설명한다.15)

그렇다면, 수학과 물리 과학 진영 사이의 경계가 새롭게 구축되었던 것은 크

게 보아 혼성 수학의 분야들이 물리학 분야에 편입되고, 남아 있던 순수 수학

분야들이 수학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면서, 순수 수학과 물리학의 경계가 새롭게

재구성되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 수학과 물리 과학 진영의 경계가 새롭게

짜여 진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물리 과학 분야의 변화 외에도 수학 분야 내

에서의 변화 과정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분야 사이의 경계가 명확

하게 나누어지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분야들이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재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분야들이 나름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갖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19세기 후반의 물리학 분야는 이전에 수학 분야로 분류되던 혼

성 수학의 분야들을 포함하여 그 외연을 상당 부분 확장해 나갔다. 이런 상황에

서 순수 수학 분야 그 자체에 변화와 발전의 과정들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순수

수학 분야가 하나의 독자적인 전문 과학 연구 분야로 정립되기는 힘들었다.

그동안 과학사의 연구에서 분야 간의 경계 짓기의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

되어 왔다. 우선, 과학과 다른 분야들과의 경계를 나누는 문제는 주로 과학자나

과학의 정체성 추구 및 정당화 전략의 관점에서 다뤄져 왔다. 예를 들어, 대표적

인 연구자 토머스 기어린(Thomas F. Gieryn)은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분야를

옹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분야와 대척점에 서 있거나 경계에 서 있는

분야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분야를 차별화하고 정당화해 나갔던 전략들과 수

사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자연히 이런 논의에서는 확고한 정통성을 확보하

지 못한 과학 분야의 종사자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대학 밖의

15) 한편, 19세기 물리학의 발전에 대해 러셀 모즐리(Russell Moseley)는 하만과는 또 다른

해석을 시도한다. 그에 따르면 19세기 후반의 물리학 분야는 자연 철학의 일부분이었던

천문학, 지리학, 그리고 화학과 같은 분야들이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나름의 정체성을 획득

해나가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 즉, 자연 철학 분야들에서 천문학, 지리학, 그리고 화학과

같은 분야들이 독립되어 나가면서, 남아 있던 분야들이 모여 물리학 분야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Russell Moseley, "Tadpoles and Frogs: Some Aspects of the Professionalization

of British Physics, 1870-1939",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7 (1977), pp. 4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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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실험 연구소에 있었던 존 틴달(John Tyndall, 1820-1893)이나 골상학자

조지 콤(George Combe, 1788-1858), 그리고 농학자 앨버트 하워드(Albert Howard,

1873-1947) 등은 자신들의 분야 자체가 아직 학계에서 확고한 자기 자리를 차지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분야의 정통성 및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고 옹호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어린은 특정 과학

분야의 경계는 주어진 상황이나 분야에 따라, 그리고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 매

우 유연하게 규정될 수 있었으며, 또한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었

다.16) 기어린의 연구는 학문 분야들 간의 경계가 나눠지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

의 종사자가 자신의 분야를 정당화하려했던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

음을 보여준다. 이는 순수 수학의 정당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한 시사점

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수학 분야의 경계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는

분야의 특수한 성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논문에서 다룰 수학과 자

연 철학의 경우는 기어린이 보여주는 과학 분야의 사례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이 분야들은 이미 대학과 같은 고등 교육 기관 속에서 확고한 자기 자

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19세기에 이르면 기어린이 보여주는 것 같이 해

당 분야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두 분야 모두 대학의

교양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전문성을 공히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학과 자연 철학 분야의 경

우에는 외부와의 경계보다는 내부에서의 경계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학과 자연 철학 분야는 18세기를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매우 가까

워진 분야들이었다. 따라서 한 학자가 수학과 자연 철학 두 분야 모두에 관심을

기울여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이들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은 대부분 같은

곳에서 공부했거나, 동일한 저널과 학회 등지에서 서로의 연구를 나누면서 상호

긴밀하게 교류했던, 크게 보아 ‘동일한 부류’에 속했던 이들이었다. 바로 이러한

분야들 사이의 경계가 19세기를 지나면서 특정한 방식으로 굳건해진 것이었는

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해당 분야들이 각기 세분화되거나 통합되면서 그 내

부의 경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 Thomas F. Gieryn, "Boundary Work and the Demarcation of Science from

Non-Science: Strains and Interests in Professional Ideologies of Scientis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983), pp. 781-795.; Gieryn, Cultural Boundaries of Science:
Credibility on the Lin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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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학과 자연 철학 사이의 경계가 새롭게 구축된 측면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크리스타 융니켈(Christa Jungnickel)과 러셀 맥코맥(Russell McCormmach)

의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들은 19세기 독일식의 대학에서 물리학자들 내

에서 이론 물리학자들과 실험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나뉘고, 수학자나 화학자와

같은 다른 분야의 학자들과의 공조 속에서 이론 물리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이론 물리학이 발전해나갔던 과정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단지 학문 내적인 발전 외에도, 인접한 분야에 속했던 학자들과의 교류

나 해당 분야 밖의 인물들, 가령 정부 행정가나 대학 관계자 등의 영향력 역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동일한 물리학 분야를 살펴보더라

도, 그 분야의 교수가 어떤 기관에 속해 있었으며, 그 곳에 어떤 인접 분야가 주

목을 끌고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분야의 또 다른 교수는 어떤 연구 성향을 지

니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해당 물리학자의 연구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었다.17) 그렇다면 서로 유사했던 수학과 자연 철학 간 경계

문제의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내적인 발전의 측

면 외에, 이들 분야 학자들 사이의 관계나 그 분야들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

의 영향,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었던 특정 사회적, 제도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시기 수학과 물리학 분야의 발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살펴보는 작

업은 한 개인의 연구 여력을 넘어선다. 그만큼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들, 그리고

각각의 연구 성과들이 결합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기 수학, 보다 구체적으로는 순수 수학의 발전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을 만드는 작업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창을 통해 들여다보는 진실은 이 시기

수학을 둘러싼 학문 지형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다.

UCL에서의 드 모르간의 수학 교육과 연구는 바로 그러한 창이 되어 준다.

물론 여기서 19세기 영국 수학의 발전을 케임브리지 대학이 아닌 UCL을 중심

으로 살펴보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

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비하면, 신흥 UCL은 설립될 무렵 전통과 명성이 완전히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학생들의 수준 역시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그

17) Christa Jungnickel and Russell McCormmach, Mastery of Nature: Theoretical Physics
from Ohm to Einstein: The Torch of Mathematics 1800-187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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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수학이라는 분과의 경계 문제에 주목하게 되면, UCL은 영국에서의 학문

분야의 경계 변화 및 순수 수학의 발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창이 되어준다.

19세기 초에 이르면 이미 유럽의 유명한 대도시들에는 웬만한 대학들이 하나

이상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1820년대까지도 유럽의 가장 큰 대도시 가운데 하

나였던 런던에는 대학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826년 런던에 대학을

세우자고 결의했을 때, 그것은 당시의 학문적 지형을 고려하여 교수좌의 명칭부

터 시작해 구체적인 교과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규정해야 함을

의미했다. 즉, 설립자들은 학문 분야 간의 경계를 어떻게 나눠 어떤 분야의 교수

좌를 만들 것인지, 그 자리에는 어떤 인물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교육

과정을 계획할 것인지를 모두 새롭게 결정해야 했다. 만약 혼성 수학 분야를 가

르치는 수학 교수좌를 설립한다고 한다면, 그 명칭을 그냥 수학이라고 해야 할

지, 혼성 수학이나 수리 물리학(Mathematical Physics)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수리 자연 철학이라고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수학

교수좌라고 한다면, 순수 수학 분야만 가르치도록 할지, 아니면 혼성 수학의 분

야들을 함께 가르치도록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이 과정에는 자연스럽게 특정

분야를 규정하고 다른 분야와의 경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

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분야가 UCL과 같은 런던 대도시의 새로운 대

학에서 제도적으로 확고한 자기 자리를 확보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후 다른 대

학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데 더

없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UCL과 같이 완전히 새롭게 설립된 대학은 기존의 학문적 전통으로부

터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으므로 당시의 지적 변화와 발전의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들의 경우, 굳건한 전통으로 인

해 오히려 새로운 교육 및 연구 경향이 곧바로 교육 과정에 반영되기 힘들었던

것과 비교할 때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18세기 유럽 대륙에서 새로운 해석적

방식의 수학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전통적인 뉴턴의 기하학적 방식을 고수하여 새로운 방식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수용하고 난 뒤에도 논란은 한

동안 계속되었다.18)

18) 수학사학자들은 케임브리지 대학에 대륙의 새로운 해석적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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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에서 새로운 교수좌를 설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기존 대학의 특정 교수좌가 포괄한다고 생각했던 분야가 해당 분야의 변화 및

발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예를 들어, 케임브리지 대학의

루카시안 수학 교수좌(Lucasian Professorship of Mathematics)는 그 교수직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자연 철학이나 수리 물리학을 위한 교수좌로도, 대수학 분

야의 교수좌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19) 이에 비해 UCL은 완전히 새롭게 설립된

기관이었으므로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교수좌를 만들어 명명할 때부터 당시의

학문적 변화 및 발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UCL이야말

로 순수 수학 분야가 자연 철학 및 실험 철학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경계를

구축하면서 독자성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창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드 모르간의 수학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 19세기 전반 영국의 순수 수학 발전의 한 측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드 모

르간의 수학 교재나 논문 외에도 그 밖의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우선, 드 모르간을 포함하여 영국 학자들의 출판 저술들은 상당 부분 디지털화

되어 웹에 올라와 있으므로 인터넷 아카이브(http://www.archive.org)와 구글 북

스(http://books.google.co.kr) 등을 이용해 드 모르간이 UCL 초대 수학 교수가

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발간한 주요 수학 교재들과 논문들을 활용하였다. 서

신이나 강의 노트를 포함하여 출판되지 않은 자료들은 UCL 도서관의 특별 자료

실(Special Collection)과 런던 대학(University of London) 중앙 도서관(Senate

House Library)의 특별 자료실(Special Collection) 도움을 받았다. 또한 드 모르

석학회의 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것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이후 학계의 비판 속

에서 영국의 수학적 전통과 결합되어 특정한 방식으로 자리 잡아 갔다고 이야기한다.

Harvey W. Becher "Radicals, Whigs and Conservatives: The Middle and Lower

Classes in the Analytical Revolution at Cambridge in the Age of Aristocracy",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28 (1995), pp. 414-424.; Menachem Fisch,

"The Emergency Which Has Arrived': The Problematic History of Nineteenth-Century

British Algebra: A Programmatic Outline",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27 (1994), pp. 252-276.

19) 가령, 1664년에 임용된 아이작 배로우(Issac Barrow, 1630-1677)나 1711년의 니콜라스 손

더슨(Nicholas Saunderson, 1682-1739), 그리고 1760년의 에드워드 와링(Edward Waring,

1736-1798) 같은 이들이 현대적 관점에서 수학자에 가까웠다면, 1669년에 임용되었던 뉴

턴, 1789년의 아이작 밀너(Issac Milner, 1750-1820), 그리고 1826년의 조지 에어리(George

B. Airy, 1801-1892) 등은 자연 철학자나, 화학자, 그리고 수리 물리학자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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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수학 교육이나 논리 연구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나 그 맥락

을 이해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드 모르간의 수학 관련 저술 외에도 그가 UCL

에 있는 동안에 행했던 다양한 강연 원고 등을 웹과 런던 대학 중앙 도서관 특

별 자료실(Senate House Library Special Collection)의 도움을 받아 세심히 살펴

보았다.

한편, 드 모르간과 당시 수학 및 수학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인적, 사회적, 제

도적 맥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드 모르간과 관련된 자료들만으로는 부족했

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드 모르간이나 UCL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제

반 맥락들을 살펴보기 위해 UCL이 설립 초기에 출판한 자료들(Statement)과,

다양한 시기의 UCL 요람(Calendar) 자료들, KCL 요람 자료들, 중요한 설립자였

던 흄이 모아 놓은 자료들(Hume Tracts), 그리고 드 모르간의 제자들이 쓴 회

고록과 전기 자료들을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또한 드 모르간에 관한 자료 외에

도 그와 함께 근무했던 UCL의 초대 자연 철학 교수 다이어니셔스 라드너

(Dionysius Lardner, 1793-1859), UCL의 초대 ‘논리학 및 심리 철학’ 교수 존 호

퍼스(John Hoppus, 1789-1875), 드 모르간과 동일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종류의 대학인 런던 킹스칼리지(King's College, London, 이하

KCL)에서 초대 수학 교수로 재직했던 토머스 홀(Thomas Grainger Hall,

1803-1845) 그리고 마찬가지로 드 모르간과 동일한 대학에서 공부한 뒤 홀과 같

은 시기에 자연 철학 교수가 되었던 헨리 모즐리(Henry Moseley, 1801-1872)에

관한 자료들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라드너와 관련해서는, 웹과 Senate

House Library의 Special Collection의 도움을 받아 라드너의 강연문과 교재, 그

리고 서신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호퍼스의 경우에는 출판한 교재나 논문 자체가

별로 없는 인물이므로 UCL 논리학 교수들의 회고문을 중심으로 그의 초기 강연

문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홀과 모즐리 역시 출판한 교재나 논문이 별로 없는 인

물들인데, 다행히 초기 KCL 위원회 회의록(Council of King's College, London

Parliament)과 KCL 요람들에 흥미로운 정보들이 많아 모즐리의 서신 자료들과

함께 이 자료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드 모르간의 연구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피콕이나 존 워렌(John Warren), 그리고 휴얼의 경우에

도, 필요한 교재나 문헌들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에 바탕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문을 구성하였

다. 먼저 2장에서는 UCL이 설립되기 이전에 수학을 포함한 인접 분야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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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어떠했으며 어떻게 경계가 나눠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1820년대까지의 영국 수학 및 교육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

였다. 케임브리지 대학은 19세기 후반에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잉글

랜드에서 고등 수학 교육을 제공하는 유일한 대학이었고, 영국 전역의 교육 기

관에서 수학 교사들 상당수가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고등 수학 교육의 측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

육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드 모르간이 케임브리지 대학 출

신이었고, 졸업 후 곧바로 UCL의 수학 교수로 임용되었으므로,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받은 수학 교육을 살펴보는 것은 이후 그의 수학 교육 및 연구를 이해

하는 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한다.

3장에서는 UCL의 설립 배경과 함께 UCL 교육 체제 및 학생들의 성향 등을

통해 초기 UCL의 인적, 제도적 특징들에 주목하였다. 당시 영국은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인해 큰 변혁을 겪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계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

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UCL은 그런 변화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새로

운 칼리지가 당시의 변화들을 어떻게 담아냈으며, 그런 곳의 초대 수학 교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생각해보았다.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드 모르

간의 수학 교과 과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는 드 모르

간이 임용된 이후에 출판되었던 대학 자료집들과 대학 요람, 그리고 다양한 학

년별 수학 시험지 등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비슷한 시기 다른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수학 교과 과정과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드 모르

간의 수학 교과 과정이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다양한 군사칼리지

들은 물론, 비슷한 시기 런던에 설립된 KCL의 교과 과정과도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음을 주장한다.

4장에서는 그가 왜 다른 대학의 수학 교수들과는 달리 순수 수학 분야들만으

로 수학 교과 과정을 구성하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UCL에서 인접 분야인 자연

철학 분야가 놓여 있었던 상황에 주목하였다. 19세기 초 수학과 자연 철학 사이

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부 분야들은 한편으로는

수학 분야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 철학 분야에 포함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수학과 자연 철학의 교과 과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자연 철학을 별개

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인접 분야로서 함께 조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

서는 드 모르간의 수학 교육을 자연 철학 교육과의 관계 속에서 논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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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UCL에서 드 모르간과 라드너가 놓여 있었던 처지와 수학과 자연 철학 사이

의 관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이와 유사한 교육 기관이었던

KCL에서의 사례를 UCL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분야의 교과 과

정은 해당 분야의 내적 발전이나 학문적 경계 외에도, 주어진 인적, 제도적 맥락

속에서 인접 분야와의 미묘한 관계를 통해 우연적인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

문제임을 제시하였다.

한편, 많은 이들에게 드 모르간은 위대한 수학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데, 5장에서는 19세기 초 런던이라는 사회적 맥락과 드 모르간이 재직했던 UCL

의 독특한 사회적, 제도적, 학문적 특징들을 통해 그의 순수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발전해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드 모르간이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당면했던 현실과 인접 분야의 교육이 수학 교육에 미친 영

향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런 다음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학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을 파악한 그가 뜻하지 않게 수학 교수직을 사임하게 된 5년간

순수 수학 분야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학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를 정립해나가는 과정들을 그렸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이 이후 그의

수학 교재들과 수학 저술들, 그리고 자신의 강의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

나는 것이었는지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다만 6장에서 드 모르간의 수학 교육과

논리 연구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때문에 그의 수학 교재 및 수학 교육에 관한

글들을 분석하는 내용은 5장과 6장에서 자연스럽게 겹친다. 따라서 편의상, 5장

에서는 6장에서 언급할 내용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학 교재의 내용 분석을 줄

이면서, 대신 드 모르간의 강의 방식 및 학생들의 평가 등을 살펴보는 데 집중

하였다. 수학 교육에 관한 완전한 이해는 5장과 6장의 논의가 함께 모아질 때

완성될 수 있을 테지만, 5장의 내용만으로도 특정 분야의 교육 방식은 그 분야

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인접 분야의 성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순수 수학 교육에 대한 헌신은 이념과 교육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드 모르

간의 연구에도 반영되었는데, 6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이를 위

해 논문에서는 먼저 드 모르간이 논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음수-복소수 논쟁과 기하학-대수학 간의 논쟁을 접하면

서 드 모르간의 대수 기호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살펴보았

다. 그리고 휴얼-해밀턴 논쟁을 통해 논리 사고력 도야의 문제와 논리학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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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면서 대수적 기호를 활용한 새로운 형식 논리를 발전

시켜나가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학의 인접 분야가 자연 철

학만은 아니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18세기 중반부터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

심으로 수학과 논리학 분야가 그 학문적 의의를 놓고 상당 부분 겹쳐지고 있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UCL에서 수학과 논리학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논

문에서는 UCL의 첫 ‘심리 철학 및 논리학(Logic and the Philosophy of Mind)’

교수였던 존 호퍼스(John Hoppus, 1789-1875)를 중심으로 이 시기 UCL에서 논

리학 수업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다루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순수 수학과 논

리학 분야의 영역이 서로 겹쳐지는 가운데, 순수 수학의 경계가 새롭게 조정되

고 발전해나가는 모습들을 정리하였다.

UCL에서 드 모르간이 순수 수학만을 가르치게 되었던 상황에서부터 순수 수

학을 가르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면을 통해 그 열정을 드러내

었던 과정, 그리고 순수 수학의 의의를 두고 고민하면서 논리학의 새로운 분야

를 개척해나가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볼 때, 드 모르간의 지적 이력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순수 수학 중심의 런던 수학회가

드 모르간의 제자들을 통해 설립되었던 배경이나 드 모르간의 수학 교수좌가 이

후 순수 수학 교수좌로 규정되었던 상황 등을 이해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결

론적으로 이러한 이해는 19세기 영국에서 순수 수학이 발전해 나갔던 과정을 들

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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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UCL 설립 이전의

영국 수학과 수학 교육의 상황

UCL은 런던에 설립된 최초의 대학이었고 드 모르간은 그 곳의 초대 수학 교

수였다. 그렇다면 그 곳에서 이루어진 수학 교육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 그 이전에 기존 대학의 수학 교육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이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할 것은 당시 수학을 둘러싼 학문적 지형이 어떠

했으며, 수학이 어떤 분야로 규정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수학의 경

우, 19세기에는 포괄하는 분야가 매우 확대되어 인접 분야인 자연 철학 및 실험

철학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었다. 동시에 이 시기는 학문 분야의 전문화와 세분

화가 진행되면서 학문 분야 간의 경계가 새롭게 규정되던 때였다. 따라서 UCL

설립 이전에 수학을 둘러싼 인접 분야들의 경계가 서로 어떻게 나뉘고 있었는지

를 확인하는 것은 이 시기 수학 연구 및 교육을 논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작업

이다.

또한 18, 19세기 영국은 수학 및 과학 분야의 발전과 관련하여 유럽 대륙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다. 흔히 산업혁명기로 대변되는 이 시기

에 영국의 기술 발전은 유럽 대륙의 다른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두드러진 것이

었다. 자연히 이 시기 영국의 대중 지식 문화에도 독특한 측면들이 있었고, 그러

한 영국적 특징은 다른 어디에서보다도 수도 런던에서 두드러졌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수학과 그 인접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 역시 각

기 독특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다. UCL은 런던의 지식 대중들을 대상으로 설

립된 대학이었던 만큼 당시의 문화적 맥락은 UCL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래 글에서는 수학과 자연 철학, 그리고 실험 철학의 경계가

UCL 설립 이전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영국의 독특한 지적 문화 속에서 수학과 자연 철학, 그리고 실험 철학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발전해갔는지를 비교해볼 것이다.

1820년대 말에 설립된 UCL은 기존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의 단점을

극복하여 차별화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두 대학을

모방하여 대체하려는 경향 역시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옥스퍼드 대학에

서 수학 교육의 상황이 매우 열악했음을 감안할 때, UCL의 수학 교육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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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에서는 그 전에 먼저 이 무렵 고등 수학 교육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었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육 시스템과 그 곳에서의 수학 분야의 위상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 모르간이 UCL의 초대 수학 교수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1살로, 케임브리지 대학을 갓 졸업한 직후였다. 따라서 UCL에서의

그의 수학 교육의 특징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영국 수학 교

육의 상황과 함께 그가 교육받았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의 수학 교육의 특징들

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18세기 중·후반부터 시작하여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

육이 어떻게 변화해갔는지도 정리해볼 것이다. 특히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

육에는 수학졸업시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18세기 중반 이후

수학졸업시험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것이 전체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

육 과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19세기 초에 영국 전

체의 수학 및 수학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하나 꼽는다면, 단연 대

륙의 새로운 해석적 수학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세기 초 영국 내

에서의 대륙의 수학을 둘러싼 논쟁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륙의 해석적 수학이 케

임브리지 대학의 학부 수학 교육에 도입되는 과정, 그리고 그와 함께 수학 공부

문화와 수학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는 과정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UCL이 설립되기 이전의 영국 고등 수학 교육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2.1. 수학을 둘러싼 학문 분야 간 경계 변화

17세기 중반까지도 수학과 자연 철학은 비교적 뚜렷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무

엇보다도 학문적 관심이나 목표부터가 달랐다. 자연 철학자들이 실제 자연 현상

들을 탐구하고 그 원인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데 반해, 수학자들은 실

제 현상의 원인을 찾으려하기보다는 이상화된 대상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 현상

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 수학적인 서술을 추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1)

수학과 자연 철학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관심이나 목표의 차원을 넘어 정체성의

1) Peter Dear, Discipline & Experience: the Mathematical Way in the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pp. 35-46, 1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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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들어가면 보다 분명하게 인지되었다. 이는 예를 들어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의 서문을 썼던 성직자 안드레아 오시안더(Andreas

Osiander, 1498∼1552)가 그 책이 가져올 사회적, 종교적 파문을 예상하고 코페

르니쿠스를 대신하여 그는 자연 철학자가 아니며 단지 수학자일 뿐이라고 옹호

했던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 수학과 자연 철학의 주제들이 서로 상당 부분 겹치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논의와 자연 철학적 설명이 갖는 함의의 차원

은 상당 부분 달랐으며, 그런 만큼 수학자와 자연 철학자 사이에 놓여 있었던

경계 역시 뚜렷했던 것이다.

학문 분야들 간의 경계는 대학이라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는 보다 더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17세기 대학의 수학 교수였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Galileo Galilei, 1564-1642)는 자연계의 실제 운동 및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기술

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동료 수학자들 및 자연 철학자들과 계속해서 논쟁하였

고, 그 과정에서 대학 내의 학문적 위계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이후 그

는 자신의 연구의 인식론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수학자를 넘어 자연 철학자가

되고자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가 메디치(Medici) 가문의 후원을 통해 자연 철학

자가 되고자 구사했던 다양한 전략과 수사들은 당시 수학과 자연 철학 사이의

학문적인 위계가 얼마나 굳건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2)

한편 이 시기에는 수학과 자연 철학 못지않게 자연 철학과 실험 철학 분야 사

이의 경계 역시 분명했다. 자연 철학자들이 자연현상의 원인에 대한 철학적 고

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 공기나 열, 그리고 전기나 자기와 같은

실험 철학 분야들을 연구하던 이들은 자연 현상의 원인을 추구하기보다는 실험

기구나 기계 장치 등을 통해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적 사실들을 탐구하고 축적하

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계는 베이컨이 자신의 저서 『학문의 진보』

(The Proficience and Advancement of Learning, 1605)에서 실험적·경험적 방법

을 통해 얻은 지식들을 ‘자연사(Natural History)’의 분야로 규정하고, 이에 기반

을 둬 자연 현상의 ‘원인’을 추구하는 분야들을 자연 철학의 분야들로 명명하면

서 서로 구분하였던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3)

2) Mario Biagioli, Galileo, Courtier: The Practice of Science in the Culture of Absolutis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Biagioli, "Galileo the Emblem Maker," Isis 81

(1990), pp. 230-258.[김명진 역, “갈릴레오, 상징 제작자”, 박민아·김영식 편,『프리즘: 역사

로 과학 읽기』(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pp. 5-60.]

3) Sachiko Kusukawa, “Bacon's Classification of Knowledge”, Markku Peltonen ed., The



- 20 -

수학과 자연 철학, 그리고 실험 철학 사이의 경계는 아이작 뉴턴(Issac

Newton, 1642-1727)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다. 갈릴레오의 역학

연구와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 1571-1630)의 수리 천문학적 성과에

기반해, 뉴턴이 지상계와 천상계의 운동 모두를 포괄하는 단일한 수학적 법칙을

발견하고 증명하는 성과를 거두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후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주장한 뉴턴의 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려는 시도는 크게 신뢰를 얻게 되었고, 이후 그러한 시도는 전통적인 자

연 철학의 주제들을 넘어 다양한 실험 철학의 분야들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다.

18세기를 거치는 동안 물리적인 현상을 측정하고 수치화하려는 경향이 증가되면

서 실험 기구 및 측정 기술들이 보다 정밀해지기 시작했고, 그런 만큼 하나의

학문적 탐구 방법으로서의 실험적 방법에 대한 신뢰 역시 크게 증가되었다. 여

기에 비슷한 시기 미적분학이나 함수 등과 같은 새로운 수학적 기법들이 개발되

면서 자연 철학을 포함하여 실험 철학의 분야들을 수학적이고 정량적인 방식으

로 기술하려는 시도들은 더욱더 활발해졌다.4)

특히, 이 과정에는 18세기 프랑스 학자들의 공로가 컸다. 프랑스에서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Philosophiae Naturalis Principia Mathematica, 1687. 이

하 『프린키피아』)로 대표되는 뉴턴의 과학적 성과 이후 뉴턴-라이프니츠의 우

선권 논쟁 속에서도 18세기 중반 급진적인 뉴턴주의자들을 통해 뉴턴 과학의 성

과들이 서서히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뉴턴 과학의 진위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논쟁과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뉴턴 과학의 문제들은 라이프

니츠 전통의 대수적·해석적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는데, 이는 이후 해석 역학의 발

전으로 이어졌다. 이후 수학적 기법은 점점 더 세련되고 정교해졌는데, 이 과정

에서 레온하르트 오일러(Leonhard Euler, 1707-1783)나 조제프 라그랑주(Joseph

Louis Lagrange, 1736-1813)5), 그리고 피에르시몽 라플라스(Pierre-Simon

Cambridge Companion to Bac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

47-74.

4) 가령, 쿤은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실험에 기반을 둔 베이컨과학 분야들이 급

속도로 수학화되면서 고전 과학과의 장벽이 낮아졌던 것이 현대 물리학의 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한다. Thomas S. Kuhn, 김미경·김영식 역, “물리과학의 성립에

있어서 수학적 전통과 실험적 전통”, 『역사속의 과학』(창작과 비평사, 1982), pp.

185-219.[“Mathematical versus Experimental Traditions in the Development of Physical

Scienc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7 (1976), pp. 1-31.]

5) 해석역학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는 라그랑주였다. 그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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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ace, 1749-1827) 등에 의해 실험 철학을 포함한 다양한 물리 과학의 분야들

역시 해석적인 방식으로 체계화될 수 있었다.6)

이렇듯 다양한 자연 철학 및 실험 철학의 문제들이 대거 수학적으로 기술·정

리되면서, 18세기 말에 이르면 수학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지식의 범주는 크게

증가되었다. 당시 지식 분야들을 어떻게 분류했는지를 위해서는 18세기 프랑스

지식계의 역작이었던 『백과사전』(Encyclopédie)의 서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7) 이 글에서 자연 과학의 영역은 크게 형이상학 혹은 일반 물리학(Metaphysics

of Bodies or, General Physics, of Extent, of Impenetrability, of Movement, of

Word, etc.), 수학(Mathematics), 그리고 물리학(Particualr Physics)8)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리고 수학은 다시 순수 수학(Pure Mathematics)과 혼성 수학9)(Mixed

Mathematics), 그리고 수리 물리학(Physicomathematics)10)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수 수학에는 산술(Arithmetic)이나 기하학

(Geometry), 대수학(Algebra), 그리고 미적분학(Differential, Integral) 등이 포함되었

고, 혼성 수학에는 역학(Mechanics), 정역학(Statics), 유체정역학(Hydrostatics), 동역

때까지 발전되었던 해석학의 여러 연구 성과들을 고전 역학의 문제들에 새롭게 적용하였

는데, 『해석역학』(Mécanique Analytique, 1788)은 그의 역학 연구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이후 역학을 완전히 새로운 발전 단계로 들어서게 했던 저술이었다.

6) E. Garber, The Language of Physics: The Calculus and the Development of
Theoretical Physics in Europe, 1750-1914 (Boston: Birkhäuser, 1999), pp. 31-34, 78-86.

7) Jean d'Alembert, Preliminary Discourse to the Encyclopedia of Diderot (1751), tr. by
Richard Schwab (New York, 1963), pp. 144-45, 151-54.

8) 여기에는 현대적 개념과는 달리, 동물학, 해부학, 생리학, 의학, 병리학, 기상학, 우주론, 농

학, 화학, 광물학, 그리고 연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치는 폭 넓은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

었다.

9) ‘mixed mathematics’는 흔히 ‘응용 수학’이라고 번역되지만, 19세기에는 mixed

mathematics와 applied mathematics라는 용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었고, 양자가 정확하게

일치했던 것도 아니었다. 가령, 19세기에 통계학은 대표적인 응용 수학의 분야로 발전하였

지만, 그 이전 시기에 일부 학자들은 통계학을 mixed mathematics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ixed mathematics를 응용 수학과는 구분하여 편의상 ‘혼성 수학’이

라고 번역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리 물리과학이라고 할 수 있

는 분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10) 이 용어는 1620, 30년이 되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실험적인 내용들이 수치

화되어 수학적으로 논의되고, 그것이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Physics, 17세기

당시의 자연 철학과 유사한)’과 같은 지적 지위를 얻기 시작하면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수학과 자연 철학 사이에 존재했던 지적인 위계가 파괴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Peter Dear, "The Meanings of Experience", Roy

Porter, Katharine Park, Lorraine Daston,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Science, vol.
3, Early modern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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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Dynamics), 탄도학(Ballistics), 유체 역학(Hydrodynamics), 수력학(Hydraulics),

항해학(Navigation, Naval Architecture), 기하 천문학(Geometric Astronomy), 우주

론(Cosmography), 천체학(Uranography), 지리학(Geography), 수로학(Hydrography),

연대학(Chronology), 해시계의 원리 및 제조(Gnomonics), 광학(Optics), 음향학

(Acoustics), 기체 역학(Pneumatics), 그리고 확률(Art of Conjecture, Analysis of

Chance)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달랑베르나 디드로, 그리고 백과사전의 영

향력을 감안할 때, 당시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술이나 기하학과 같은 고전적

인 순수 수학 분야들로부터 혼성 수학이나 수리 자연 철학과 같은 현대적 의미

의 수리 물리 과학11)의 분야들에 이르기까지 크게 보아 모두 수학 분야로 통칭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12)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초 영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14년에 영국 수학자

찰스 버틀러(Charles Butler, 1750-1832)는 수학 교과서로 쓴 『수학 입문서』

(An Easy Introduction to the Mathematics)에서 수학의 모든 분야들을 순수 수

학과 혼성 수학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에 따르면 전자는 “실제 물질과는 무

관하게 수나 양에 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질 및 그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

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산술과 기하학의 분야 외에도 대수학이나 미적분학, 그리

고 해석학의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그에게 혼성 수학이란 순수 수학

을 자연 철학이나 그 밖의 물리 과학의 분야들에 응용한 것으로, 실험에 의해

밝혀진 물질의 성질들을 수학적 논의들과 결부시키는 분야였다. 그는 여기에 천

문학과 광학, 역학, 수력학, 유체정역학, 그리고 기체 역학의 분야들을 포함하여,

보다 실용적인 분야들에 응용된 측량학, 건축학, 항해학, 화약, 화학, 그리고 전

11) 혼성 수학에 포함된 분야들 가운데 역학이나 광학 등의 분야들은 현대적 의미의 물리학

의 분야라고 할 수 있으나, 항해학, 지리학, 그리고 음향학 등의 분야들은 모두 현대적 관

점에서 본다면 물리학의 분야로 통칭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19세기 전반에는 ‘물리학

(physics)’이라는 용어나 ‘물리학자physicists’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혼성 수학에 포함된 다양한 분야들을 크게 보아 ‘수리 물리 과학’이라

는 다소 느슨한 용어로 통칭하고자 한다.

12) 18세기 중엽, 독일 철학자 크리스티안 볼프(Christian Wolff, 1679-1754) 역시 『모든 수

학의 원리』(Elements of All Mathematics)에서 수학을 순수 수학과 혼성 수학으로 나누

고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에 따르면, 전자에는 산술, 기하학, 평면삼각법, 대수학과

해석 기하, 그리고 미적분학 등이 포함되었고, 후자에는 역학, 정역학, 유체정역학, 광학,

투시법(Perspective), 구면 기하학, 천문학, 지리학, 수로학, 연대학, 해시계의 원리 및 제작

법, 폭약, 군사 및 민간 건축학 등이 포함되었다. Kirsti Andersen and Henk J. M. Bos,

“Pure Mathematics”, Porter, Park, Daston,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Science,
vol. 3, p.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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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의 다양한 분야들을 포함시켰다.13) 구체적으로 세부 분야들을 어떻게 분류

하느냐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자

연 철학 및 실험 철학의 다양한 분야들이 수학적으로 논의되고 있었고, 그러한

분야들은 넓게 보아 수학의 영역들로 규정되고 있었다. 결국 UCL이 설립되기

이전 영국에서는 혼성 수학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수학과 자연 철학, 그리

고 실험 철학의 분야들이 서로 겹치면서 각 분야들 사이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

지고 있었다.

2.2. 수학과 실험 과학 분야에 대한 영국 사회의 관심과 태도

2.2.1. 실험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에 대한 열광

수학과 자연 철학, 그리고 실험 철학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던 동안, 영

국에서는 이 세 분야들에 대한 관심과 태도, 그리고 그 발전 경로가 영국의 독

특한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맥락 속에서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었

다. 이를 위해 잠시 뉴턴의 연구가 등장하기 직전의 17세기 영국의 상황을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사에서 17세기는 신, 구교의 대립이 심각했던 시기였

고, 동시에 독단적이고 완고한 군주와 부패한 정부, 그리고 타락한 교회 등에 대

해 전면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던 시기였다. 특히, 1641년 국교회(Church of

England)의 검열이 폐지되면서 영국에서는 급진적인 이단 교리나 무신론에서부

터 온건한 청교도 개혁가들의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논의들

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14) 이런 가운데 찰스 2세를 이은 제임스 2세의 등극

13) Charles Butler, An Easy Introduction to the Mathematics (Oxford: Bartlett and

Newman, 1814) Vol 1, pp. xxi-xxii

14) Margaret C. Jacob, The Newtonians and the English Revolution (New York: Gordon

and Breach, 1990), pp. 22-71. 특히 당시 유럽에 크게 유행하고 있던 데카르트의 기계적

철학에 따르면, 세계는 영혼이나 의지를 지니지 않은 물질들로 꽉 차 있으며 운동은 그

물질들 간의 충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었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철학은 육체와 정신을

구분하지 않았고, 물질에 영혼이나 의지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여러 추

종자들에 의해 무신론적 경향으로 흐르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 그 자체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부여함으로써 범신론적 철학 및 사회 평등주의적인 극단적 개혁 사

상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맞서 보일과 같이, 영국의 입자 철학을 지향했던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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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가톨릭 궁정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의회의 권한은 물론 국교회 성직자

들의 권위까지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대학이 일종의 국교회 성직자 양성소로 기

능하고 있었던 영국에서 학자들이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당연했다.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바로 이러한 총체적 위기의 순간에 나타났던 쾌거였

다. 서로 떨어져 있는 물질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단순히 과학적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적이고 비물질적인 적극적 원리로 제시되어 종교적

이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국교회 성직자들은 뉴턴이 자

신의 연구를 통해 자연의 법칙을 밝혔듯, 자신들의 종교적 헌신을 통해 신의 섭

리를 밝혀줄 수 있을 거라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자연이 신의 법칙에 의해 질

서 있고 조화롭게 돌아가듯, 이 세상 역시 헌법에 의한 의회 정치를 통해 질서

있고 조화롭게 다스려질 수 있을 것이라 강변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이후 보일

강좌와 다양한 저술들을 통해 영국 사회에 널리 전달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을 통해 뉴턴 과학은 당시의 지적 이단이나 극단적 사회 개혁 이데올로기

들에 효과적으로 맞서, 사회 질서와 조화, 그리고 물질적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수 있을 거라 여겨졌다.15)

뉴턴의 연구가 하나의 과학 연구를 넘어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하면서 다양한 철학적, 실험적, 기술적,

긜고 기계적 지식들은 뉴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포장되었다. 그 결과 계

몽이라는 기치 아래 많은 이들이 뉴턴의 과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뉴턴의 『프린키피아』의 성취가 전통적인 기하학적 논의를 통한 수학

적 증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턴의 자연 철학을 지식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수학보다 다양한 실험적, 기술적, 그리고 기계적 논의들과 연결시키

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18세기 과학 기술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던 실험 대중 강연들을 통해 더

은 세상이 진공 속에서 충돌하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긴 하나 지금의 형태를 지니게 된

것은 그러한 입자들 간의 무작위적인 충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신이

자신의 섭리에 따라 세상의 모든 운동을 주관하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신

의 섭리와 질서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보일의 입자 철학은 당시 다양한 이단적 사상들에

맞서 기독교적 신의 섭리와 질서를 강조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도구

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15) Jacob, The Newtonians and the English Revolution, pp.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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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대중 과학 강연가들은 18세기 뉴턴 과학의 시대에 뉴턴

주의 및 뉴턴 자연 철학을 역설하며 대중 강연을 선보였다. 그러나, 래리 스튜어

트(Larry Stewart)가 자신의 책에서 잘 보여주었듯, 그러한 강연들의 강의 내용

중 뉴턴의 수리 과학의 이론은 강의의 극히 일부였을 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지 못했다.16) 그리고 때로는 뉴턴 과학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실험 기구

및 기계들을 통해 강의를 보다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었다.17)

이러한 경향은 영국의 학문적, 문화적 전통과도 일정 부분 연결되는 것이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대륙에 비해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경험적이고 실

험적이며 기술적인 지식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곳이었다. 이는 영국의 왕립

학회와 프랑스의 왕립과학아카데미의 비교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후자에서 보다

전문적인 수리 과학의 분야들이 연구·발전되었다면, 전자에서는 보다 실험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들이 논의되는 경향을 보였다.18) 이후 여러 학자들이 영국의 산업

혁명의 기원이나 그 기술 혁신 및 산업 발전의 주역들에 대해 연구하면서 영국

고유의 장인적 전통과 함께 영국 사회의 실험, 기술, 그리고 기계 등에 대한 폭

넓은 관심 등을 지적하였던 것도 바로 그런 연유에서였다.19) 뉴턴이라는 이름으

16) Larry Stewart, The Rise of Public Science: Rhetoric, Technology, and Natural
Philosophy in Newtonian Britain, 1660-17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7) Laurence Brockliss, "Science, the Universities, and other Publice Spaces: Teaching

Science in Europe and the Americas", Porter ed., The Cambridge History of Science,
pp. 65-66; Mary Fissell and Roger Cooter, "Exploring Natural Knwoledge: Science and

the Popular", Porter ed., The Cambridge History of Science, pp. 134-139.
18) Peter J. Bowler and Iwan Rhys Morus, Making Modern Science: A Historical

Surve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pp. 319-329

19) 산업혁명기의 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초기 역사 서술에서는 그것이 체계적인 과학, 기술

교육 대신 장인적인 전통 속에서 경험을 통해 기술을 숙련했던 장인들의 성과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Albert E. Musson and Eric Robinso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Toronto University Press, 1969), pp. 1-2. 홀(A. Rupert Hall) 역

시 18세기 기술의 발전 과정에 ‘과학적’이라는 용어를 갖다 댄다든지, 이 시기의 기술 혁

신을 과학의 응용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 시기 기술 변화의 기원은

과학자나 과학적 지식이 아닌 기술자나 장인들의 경험적이고 장인적인 전통 속에서 찾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 18세기에 발전된 기술적 성과들에서 과학적 이론 및 지식의 분석으

로부터 얻어진 것들은 찾기 힘들며, 오히려 이 시기의 성과들은 기술자나 장인들이 자신

들의 경험과 직관을 활용하여 실험하고 측정해보고 기계 디자인을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성취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8세기 이전의 기술자·장인들과는 달리 분석적이고

정량적인 실험 연구에도 능했던 데자굴리에(John T. Desaguliers), 스미어튼(John

Smeaton), 와트(James Watt), 그리고 웨지우드(Josiah Wedgwood)와 같은 이들 역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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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장되었던 다양한 실험 강연들은 이러한 문화적 토양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

었던 자양분이었다. 처음 상류층 신사들이나 귀족들의 개인 실험실에서 지적 유

희의 일부로 유행하던 실험 강연이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을 거치면서 ‘뉴

턴 과학을 통한 계몽’이라는 기치 아래 점차 다양한 학회나 클럽, 커피하우스,

그리고 극장 등의 대중적인 공간들 속으로 파고들어 갔다. 그리고 이러한 강연

에는 일정액의 입장료만 지불하면 누구든 참관할 수 있었으므로, 점차 성인 남

자 외에도 여성이나 아동들까지 포함하여 과학적, 실험적, 기술적 지식들에 관심

을 가지는 이들이 증가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 강연가들은 뉴턴 과학을 넘어 당시의 다양한 지적, 산

업적 요구들을 반영하며 강연 주제들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유체 정

역학이나 전기, 자기, 열, 기체 역학, 그리고 화학 등 자연 철학과 실험 철학의

다양한 분야들이 대중 강연의 주제로 포함되었다. 이 중 가령, 유체정역학이나

수력학에 대한 강의는 분수나 물을 활용하는 정원 디자인으로 인해 영국에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주제였고, 열에 관한 주제는 광산업이나 도자기업, 그리고

증기 기관에 대한 관심 속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한편, 강연에서는 다양한 기구나 기계 모형 등을 통해 실용적인 주제와 관련

된 흥미로운 현상들을 소개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었다.20) 당시 대중 강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었는지의 문제는 이 시기 실험

강연록이나 현존하는 실험 기구들, 개인 소장품들, 그리고 당시의 기구 경매 카

탈로그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대중

실험 강연에서는 안경, 쌍안경, 망원경, 현미경, 해시계, 분수, 공기 펌프, 시계,

온도계, 기압계, 그리고 증기 기관 모형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기구 및 기계 모

형들이 대거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대중 강연이 아니었더라면 어렵고 복

잡하게 여겨졌을 자연 철학 및 실험 철학의 주제들이 다양한 실험 기구와 실험

시연 등을 통해 보다 폭 넓은 대중들에게 보다 더 친숙하고 흥미롭게 다가가고

러한 장인적 전통에 서 있었던 기술자로 분류한다. Hall, “What Did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Britain Owe to Science?” in Neil McKendrick ed., Historical
Perspectives: Studies in English Thought and Society (London: Europa Pb., 1974), pp.

129-151.

20) Turner, "Eighteenth-Century Scientific Instruments and Their Makers", Roy Porter

ed., The Cambridge History of Science: Eighteenth-Century Science, vol. 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521-525.



- 27 -

있었다. 대중들은 실험 기구나 기계들의 작동 원리를 통해 자연의 운행과 기계

의 원리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여겼으며, 그것이 정신의 계몽은 물론이고

사회의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21)

시간이 흐르면서 실험 강연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실험 연구 및 강연에 능한 전문가들도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전문적으로 대중

실험 강연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순회 강연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다

양한 기구나 기계들이 어떻게 작동하며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잘 설명해보임

으로써 대중의 신뢰와 인정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유명한 강연자들은 대개 한

번의 실험 시연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실험 강연 노트를 서적으로 출판하는

경우가 많았다.22) 이러한 서적들을 통해 실험 철학과 기구 및 기계 등에 관한

지식들은 영국 사회에 더욱 폭 넓게 전달될 수 있었다. 영국의 산업혁명의 기반

을 마련했던 기술자나 사업가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실험 강연이나 강연록을 통

해 과학, 기술, 기구 그리고 기계 등에 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이 거의 없던 이들에게 실험 강연은 더 없이 훌륭한 과학 기술 교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23)

18세기 초에 이르면 영국 대학의 자연 철학 강의에서도 실험적인 연구들이 자

리를 잡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실험을 활용한 자연 철학 강의는 1700년 수학자

이자 철학자였던 존 케일(John Keil, 1671-1721)에 의해 처음으로 옥스퍼드 대학

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707년에는 이후 뉴턴의 뒤를 이어 루카시안 수학

교수가 되는 윌리엄 휘스턴(William Whiston, 1667-1752)에 의해 케임브리지 대

학에서도 실험 강의가 시작되었다.24) 특히 휘스턴의 경우, 기구 제작자였던 프랜

21) Larry Stewart, "Other Centers of Calculation, or, where the Royal Society didn't

Count: Commerce, Coffee-houses and Natural Philosophy in Early Modern London",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32 (1999), pp. 133-53.; Larry Stewart, "A

Meaning for Machines: Modernity, Utility, and the Eighteenth-Century British Public",

Journal of Modern History 70 (1998), pp. 259-294.; Mary Fissell and Roger Cooter,

"Exploring Natural Knwoledge: Science and the Popular", Porter ed., The Cambridge
History of Science, pp. 134-139.

22) 뉴턴의 실험 조수였던 존 데자굴리에를 포함하여 혹스비(Francis Hawksbee)나 휘스턴

같은 강연가들의 강연록은 번역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던 저작들이었다. L'E Turner,

"Eighteenth-Century Scientific Instruments and Their Makers", pp. 513-515.

23) 가령 증기 기관을 발명했던 제임스 와트는 15세 전에 스 그라베산데(Willem Jacob s '

Gravesande)의 강의를 들었고, 이후 데자굴리에의 저작을 읽으면서 세이버리(Savery) 엔

진과 뉴코멘(Newcomen) 엔진에 관해 배울 수 있었다. L'E Turner, "Eighteenth-Century

Scientific Instruments and Their Makers", p.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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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혹스비(Francis Hawksbee, 1666-1713)와의 공조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

다. 이후 강연자와 기구 제작자가 한 팀을 이루어 강연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실

험 강연에서 실험 기구나 기계를 사용한 실연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

다.25)

실험 강연이 유행하면서 강연에서 사용되었던 기구나 기계에 대한 관심도 크

게 증가되었다. 그러면서 전문 과학 단체들에서 전문적인 실험 철학의 연구를

위해 기구나 기계 등을 제작·구입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지방 과학 학회에서 노

동자들을 위한 강연에 사용하기 위해 실험 기구나 기계들을 구입하는 사례도 적

지 않았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들이 순수한 흥미와 관심 차원에서 구입

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렇게 되자 기구나 기계 혹은 기계 모형 등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 역시 큰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

다. 특히 런던의 플리트 거리(Fleet street)에 모여 있던 가게들은 아주 유명했다.

유럽의 학자들이 그 곳에 들러 기구나 기계 등에 관한 지식을 얻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후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런던의 기구 및 기계 제작자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익혀 가게 문을 여는 곳이 생겨났다. 그러나 영국과 비교할 때 전반적

으로 유럽 지역의 상황은 저조했고, 런던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

았다.26)

이렇듯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실험적이고 경험적인 과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되었고 보다 대중화되었는데, 그 중심은 단연 수도 런던이라 할 수 있었다.

런던은 산업 및 기술 발전의 세계적 중심지로서, 수많은 기술자와 사업가들이

몰려드는 곳이었다. 자연히 커피하우스나 극장 등의 대중적인 공간을 통해 실험

강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했다.27) 그리고 급기야는 이러한 런던

24) 이는 가령 프랑스의 대학이나 칼리지들에서 수리 자연 철학의 전통이 굳건히 자리 잡으

면서 실험 물리 과학 강의들은 대학 바깥의 학자들을 통해 제공되었던 것과 비교되는 것

이었다. Guicciardini, The Development of Newtonian Calculus, p. 65.
25) 스 그라베산데는 1715년에 영국을 방문했다가 휘스톤-혹스비 팀의 실연을 참관하였는데,

후에 자신도 역시 기구 제작자 뮈스헨브루크(Jan van Musschenbroek)와의 공조를 통한

실험 실연을 통해 강연가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한편 뮈스헨브루크는 이후 본인이

직접 실험 강연을 행하고 강연록을 출판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는데, 그로인해 그의 기

구 가게 역시 주문이 폭주하면서 큰 성활을 누렸다. L'E Turner, "Eighteenth-Century

Scientific Instruments and Their Makers", pp. 511-535.

26) Turner, "Eighteenth-Century Scientific Instruments and Their Makers", pp. 525-531.

27)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교육이 18, 19세기 영국의 경제 성장 및 기술 혁신에 미친 영향

을 평가할 때 주로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과 같은 공식적인 교육 기관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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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실험 강연에 대한 관심 속에서 전문적인 실험 연구 및 강연을 목적으

로 1799년 런던에 왕립 연구소(Royal Institution)가 설립되었다.28) 이 곳에서 이

루어진 실험 강연들은 대성황을 거두었는데, 특히 1825년부터 이루어진 '왕립 연

구소 크리스마스강연'을 통해 보다 더 폭 넓은 대중들이 실험 강연을 접하기 시

작했다(<그림 2-1> 참조).29) 그리고 왕립 연구소가 성공을 거두면서 이후 이와

비슷한 기관들이 차례로 생겨나기 시작했다.30) 당시 런던에는 과학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기관들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실험 강연 등은 과학 기술 및 기계 지식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31)

살펴보면서 교육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18, 19세기

의 과학 및 기술 교육의 경우, 대중 실험 강연 등을 통한 비공식적인 교육은 공식 교육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지식의 전파 및 활용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에 간접

적으로나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영국에서 산

업 부문의 중요한 결정에서 소수의 지주들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대중적인 과

학 기술 교육이 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었다. 그런 면에서 데이비드

미치(David Mitch) 같은 역사가들은 이 시기 교육이 영국 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을 제한

적으로 평가한다. David Mitch, "The Role of Education and Skill in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Joel Mokyr ed.,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An Economic
Perspective (Boulder: Westview Press, 1999), pp. 241-279.

28) 이 시기 실험적이고 경험적인 과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문적인 과학 연

구를 위한 사회적 지원은 미비한 상태였다. 과학 연구자들 중 일부가 옥스퍼드나 케임브

리지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얻기는 했으나, 19세기 중엽까지도 과학 연구는 대학의 주요

기능이 아니었다. 더구나 1847년 왕립 학회(Royal Society)의 개혁 이전까지는 왕립 학회

가 과학 연구의 중심체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다. 1831년에 BAAS(British

Association of Advancement of Science)가 출범하였으나 그것 역시 보다 넓은 차원의 과

학 지식인들의 모임이었을 뿐, 연구 조직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왕립 연구소는 과학

활동의 중심적인 조직으로 기능하며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Heyck, The Transformation of Intellectual Life in Victorian England, pp. 50-80.
29) 1855년 패러데이의 ‘일반적인 금속의 특징’에 관한 크리스마스강연. 왕립 연구소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크리스마스 강연의 역사에 관한 짧막한 소개와 함께 다양한 사진 자료들

을 제공하고 있다.

http://www.rigb.org/contentControl?action=displayContent&id=00000003534 (2011. 6. 22

접속)

30) Royal Institution을 모델로 하여 1806년에는 런던 협회(London Institution)가, 1808년에는

서리 협회(Surrey Institution)가 설립되었다. 특히 서리 협회에서는 화학 실험이 활기를

띠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F. Kuzer, "A History of the Surrey Institution", Annals of
Science 57 (2000), pp. 109-141을 참조할 것.

31) 왕립 연구소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Thomas Martin, “Origins of

the Royal Institution”,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1 (1962), pp.

49-63. 특히 이 글에서 저자는 카운트 럼포드(Count Rumford)가 에세이에서 제안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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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1855년 패러데이의 크리스마스강연. 출처: Royal

Institution 웹사이트

실험 및 기계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과학 기술 및 기계

지식에는 별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양 차원에서나 유흥 거리를 즐기는

차원에서 강연장을 들락거리는 이들도 생겨났다. 그러면서 이들의 취향에 맞춰

전문적인 과학 기술 지식과는 별 상관이 없는, 단순히 호기심이나 흥미만을 자

아낼 뿐인 실험들이 강연에서 등장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자연히 이러한 실험

왕립 연구소의 초기 설립 취지의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럼포드가 제시했던 “두 가지

목표”는 “모든 새롭고 유용한 혁신적 지식들을 빠르게 그리고 널리 전파”하고, “과학적 발

견이 이 나라의 기술 및 제조업의 향상과 가정의 편리 증진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지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취지는 큰 틀에서는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왕립 연구소의 목표로 지속되었다. Thomas Martin, “Origins of the Royal Institution”,

pp. 61-62.; 한편 모리스 벌먼(Morris Berman)은 럼포드가 그저 촉매 역할을 했을 뿐, 실

제 초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은 화학 영농을 꿈꾸며 과학이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지주들이었다고 설명한다. 이후 이들의 이상이 빛을 바라면

서 중간 계급의 전문가 그룹이 나서기 시작했고, 이들이 과학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정당화하면서 강연 및 교재 출판 등 여러 유용한 활동들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다. 왕립 연구소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Morris Berman,

Social change and scientific organization: the Royal Institution, 1799-1844 (Cornell
University Press,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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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과학적 연구! - 기체 역학의 새로운 발견! - 혹은 - 공기

의 힘에 관한 실험 강연”(1802). 출처: Science Photo Library

강연의 모습은 당시 영국 사회를 풍자했던 풍자화가들의 그림 속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가령, 길래이(James Gillray, 1756–1815)나 로울랜슨(Thomas

Rowlandson, 1756-1827)의 풍자화는 당시 자연 철학 및 실험 철학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은 결여한 채, 그저 호기심이나 여가 활용의 차원에서 왕립 연구소나

여타 실험 강연장 등에 몰려들었던 런던 시민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그림

2-2> 참조).32)

32) <그림 2-2>는 왕립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웃음 가스(아산화질소 N₂O) 실험을 묘사하고

있는 길래이의 풍자화다. 연단 중앙에서 실험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토머스 가닛

(Thomas Garnet)이고, 연단 맨 오른쪽에서 실험을 보조하고 있는 사람은 왕립 연구소의

실험 강연 조수이자 화학 실험실 관리자였던 험프리 데이비(Humphry Davy, 1778-1829)

다. 데이비는 왕립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아산화질소에 관해 연구하면서 그것의 마취 효과

를 발견하고 그것이 의학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혀주었다. 그러나 실제 이 가스가 마

취를 위해 사용한 것은 40년 이상 시간이 지나서였고, 가스를 흡입했을 때 차분해지고 무

감각해지거나 반대로 웃음을 터트리고 도취 상태에 빠지는 효과로 인해 당시에는 상류층

귀족들의 유흥거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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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학 및 수리적 방식에 대한 비판적 태도

18세기 동안에는 뉴턴 과학의 성공에 힘입어 수학에 대한 대중적 차원의 관심

역시 증가되는 듯 했다. 예를 들어, 『레이디즈 다이어리(The Ladies’ Diary: Or

Woman’s Almanack)』는 수학 문제를 비중 있게 실으면서 성공했던 저널이었

다. 이후 이를 본 따 18세기 말에는 『젠틀맨즈 다이어리 혹은 수학의 보고』

(Gentleman's Diary: Or The Mathematical Repository)가 책력(Almanac)의 부

록으로 출판되기 시작했다.33) 18세기 동안에는 다양한 대중 수학 단체들도 설립

되었다. 스피탈필즈 수학회(Spitalfields Mathematical Society, 1717)나 스폴딩

신사 협회(Spalding Gentleman's Society, 1717), 맨체스터 수학회(Manchester

Mathematical Society, 1718), 그리고 노덤턴 수학회(Northampton Mathematical

Society, 1721) 등은 대표적인 수학 단체였고, 그 밖의 다양한 지역에서도 대중

적인 수학 단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34) 이러한 수학적인 성격의 저널이나 단

체의 등장은 그만큼 이 시기에 이르러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마추어

수학 지식인들35)의 수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33) 조 앨브리(Joe Albree)와 스캇 H. 브라운(Scott H. Brown)은 영국 지식인 사회에서 수학

적 지평을 넓혀나가는 데 『레이디즈 다이어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리

고 『레이디즈 다이어리』를 수학 저널의 시조로 보면서, 이후 이것의 성공에 힘입어 2단

계 수준의 『젠틀맨즈 다이어리 혹은 수학의 보고』(Gentleman's Diary or The
Mathematical Repository), 3단계 수준의 『레이번즈의 수학적 보고』(The Mathematical
Repository By T. Leybourn),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전문적인 저널로 『케임브리지 철학

학회 회보』(The Transactions of the Cambridge Philosophical Society)나 『케임브리지

수학 저널』(Cambridge Mathematiccal Journal) 등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Joe Albree,

Scott H. Brown, "A Valuable Monument of Mathematical Genius: The Ladies

Diary(1704-1804)", Historia Mathematica 36 (2009), pp. 10-47.

34) Thomas Martin, “Origins of the Royal Institution”, pp. 61-62.

35) 이들은 philomath를 포함해 ‘philomathem’이나 ‘lover of Truth’, ‘lover of the

mathematickes', 그리고 ‘well-willer to the Mathematickes' 등으로 불리었다. 이 용어들

은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나 17, 18세기에는 ’scholar‘와 대비되는 용어로 널리 사

용되었다. 18세기의 아마추어 수학 지식인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위

해서는 그들의 일기를 분석한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Olaf Pedersen, “The ‘Philomaths’

of 18th Century England: A Study in Amateur Science, Centaurus 8 (1963), pp.

238-62.; 월리스(Wallis)는 페더슨을 보완하여 18세기 전반의 영국의 아마추어 수학 지식

인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들의 존재가 없었다면 이후의 과학 혁명이나 뉴턴 종합 등은 불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18세기 중반의 아마추어 수

학 지식인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Peter J. Wallis, "British Philomaths-―

Mid-eighteenth Century and Earlier", Centaurus 17 (1973), pp. 3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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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속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수학

적 관심은 상당부분 제한적이었다. 우선, 『레이디즈 다이어리』나 『젠틀맨즈

다이어리 혹은 수학의 보고』등에 수학적인 글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했으나, 상

당 부분은 흥미로운 계산 문제나 퍼즐 풀이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피터

월리스(Peter J. Wallis)가 분석하는 1754년의 『젠틀맨즈 다이어리 혹은 수학의

보고』의 구성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전체 48페이지 가운데 첫 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는 크게 잡다한 정보들이 포함된 달력과 함께 일식 및 월식 계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18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는 이전 호의 수학 문제에 대한 답

안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글을 기고한 이들의 목록이 들어

있었다. 결국 수학과 관련된 새로운 글은 나머지 다섯 페이지에 들어 있는 수학

수수께끼가 다였다.36) 또한 수학 단체의 경우에도 순수하게 수학에 관심을 지니

는 이들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회원들 중에는, 지도 제작자나 기계

제작가, 그리고 토지 측량가와 같이, 수학적 지식을 일부 사용하더라도, 수학 그

자체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분야를 위

해 수학 지식을 활용하려 했던 이들이 많았다.

이같이 수학적 관심이 제한적이었던 데는 당시의 수학 교육 자체가 매우 열악

한 상태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대학 이전의 대표적인 중등 교육 기관

이었던 사립학교나 문법학교들에서조차 수학 수업 시간은 교사의 관심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당되었다. 그리고 교육되는 경우에도 대개는 초보적인 산술과 기

하학 교육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37)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립 학교인 이튼

(Eaton)에서도 수학은 1837년까지 필수 이수 과목이 아니었다. 또 다른 대표적

사립 학교인 해로우(Harrow)에서는 1837년부터 유클리드를 어느 정도 가르치기

시작했으나 수학은 주당 2시간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 기

간 지속되었는데, 1867년 즈음에도 여전히 수학은 주당 3시간 정도 가르쳐졌고,

고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더구나 당시에는 아직 수학 교사

들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 기관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다.38) 따라서

교사들 자신부터가 수학의 개념이나 공식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당시의 교사들 대부분은 수학의 원리를 제대로 가르

36) Wallis, "British Philomaths", p. 302.

37) Crilly, Arthur Cayley, pp. 23-24
38) Janet Delve, "The College of Preceptors and the Educational Times", pp.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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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보다는 공식을 암기하게 하거나, 그 공식을 책에서 주어진 방식대로 문제에

응용하도록 연습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영국의 수학 교육의 상황

은 19세기 중엽에 ‘왕립 조사 위원회’(Clarendon Commission)가 구성되어 초·중

등 수학 교육의 실태에 관해 조사할 때까지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39)

이렇듯 수학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했던 영국 사회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면, 대중적, 직업적 차원의 수학적 관심과는 별개로, 전문적인 고등 수학 분

야들은 매우 어렵고 지루한 기피 분야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는 학자들 사이에

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가령 18세기 말에 왕립 학회의 회원 자격을 둘러싼 논쟁

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왕립 학회의 다양한 회원들은 주로 『철학회보』

(Philosophical Transactions)의 논문들을 통해 소통하였다. 그런데 18세기 후반

에 수학 논문들의 수준이 매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

다. 회원 자격을 적어도 전문적인 수리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들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회장이었던

조셉 뱅크스(Joseph Banks)와 그 지지자들의 견해는 달랐다. 이들은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논의들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은 전문적이고 기

술적인 지식에만 빠져있는 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폭 넓은 지식을 소유한

‘지식인’(men of general literature)들이 과학 학회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했던 것이다.40)

결국 이런 가운데 19세기 전반기를 지나는 동안 영국에서 수학에 대한 평가는

실험 과학에 대한 평과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었다. 이는 단적으로 존 허셜

이 1844년의 천문학회 모임에서 당시 과학의 상황에 대해 평가했던 아래의 지적

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는 과학 분야, 특히 좀 더 정밀한 분야에서 성과가 아주

39) Howson, A History of Mathematics Education in England, p. 89.
40) Warwick, Masters of Theory, pp. 35-36. 한편, 이 시기에는 과학의 대중화에 대한 우려

도 높았는데, 로버트 수데이(Robert Southey)는 1829년에 『계간 리뷰』(Quarterly
Review)의 글을 통해 최신의 과학을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

야기하면서, 당시의 과학 대중화의 기치를 높였던 브로엄과 같은 이들에게 비판을 제기하

였다. 심오한 이론적 지식을 제외한 채 유용한 결과물을 통해 과학을 보급하는 것은 과학

지식의 보급 및 대중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Richard R. Yeo,

Defining Science: William Whewell, Natural Knowledge and Public Debate in Early
Victorian Brita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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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었다는 점에서 놀라웠다. … 정확한 측량과 체계적인 계산에 기반을 둔 분야

가운데서 수학은 거의 사망 직전이고 천문학도 비슷한 형편이다. 실험할 때 느끼

는 흥분과 짜릿함이 결여된 과학 분야들[수학과 천문학 분야]에는 의욕 상실의

무력감이 퍼지기 시작했다."41)

당시 허셜이 과학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고 수많은 학자들과도 교류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허셜의 생각이 그만의 고민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3. 케임브리지 대학에서의 수학 교육

2.3.1. 시험을 통한 수학 교육의 강화와 해석적 수학의 도입

이렇듯 전반적으로 영국 수학 교육의 수준이 낮고 수학에 대한 관심이나 사회

적 인식을 둘러싼 상황이 열악했던 동안에도, 오직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만은 학

부 교육 과정에서 수학이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었다. 17세기까지도 케

임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 교육은 전적으로 개별 칼리지들의 강사들 소관이었

고, 대학의 주된 기능은 학위를 수여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17세기에 대학이 칼리지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학위 구술 시험이

유일했다. 그런데 17세기 말 이후 중세식 교과가 쇠퇴하고 칼리지 교육에서 영

어 사용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라틴어 토론식 시험이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

가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42) 이에 대한 논쟁은 1710년대

말부터 대학 본관 건물을 신축하던 20여년 동안 더욱 증가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토론식 시험 이후에 시험관(moderator)이 의심이 가는 학생들을 추가로

평가하기 위해 영어로 시행하던 시험이 점차 신뢰를 얻어 갔다. 이후 본관 건물

이 신축되자 1731년부터는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을 본관 건물 안에 모두 함께

모아 시험관 주관으로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다. 시험에는 수학 문제들을 중심으

41) S. De Morgan, Memoir, p. 41. 재인용. J. F. W. Herschel, Royal Astronomical Society
4 (1844) No. 10, p. 101.

42) 그러나 수학졸업시험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한동안까지는 구술 시험이 함께 시행되었다.

실제 구술 시험(public disputation)은 1838년에서야 폐기되었다. Gascoigne, “Mathematics

and Meritocracy”, p.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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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연 철학의 일부 기초적인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그런데 시험관들이 학생들

의 실력을 평가하여 수준별로 순위를 매기면서 시험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

었다. 특히 이 시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몇몇 졸업생들에게만 펠로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갔다.43) 1747년부터는 순위를 인쇄물

을 통해 전 대학에 공표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학 시험에 대한 경쟁은

자연스럽게 높아져갔다.44)

시험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별력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1753년부터 상위 그룹을 세분화하면서 1760년대 중반부터는 전체

학생들을 실력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시험을 시행하기 시작했

다.45) 1760년경에 이르러서는 필기시험도 도입되었다. 이러한 필기 시험은 인력

과 시간을 줄이면서도 시험 석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

다는 점에서 시험관들에 의해 선호되었다. 필기 시험에서는 구술과 달리 주어진

문제에 대해 특정 이론을 이용해 풀이 과정을 자세히 서술해야 했다. 이는 학생

들 입장에서는 더욱 고된 작업일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학생들의 수학 공부 부

담도 가중되었다.46) 시험 경쟁과 함께 변별력에 대한 보다 정밀한 요구가 증가

43) 펠로가 되면 비록 수입이 적긴 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이 제공되었고, 특히 국교회

의 사제로 임명받으면 결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평생 동안 펠로의 직이 유지되었다. 그

런데 트리니티 칼리지만이 유일하게 펠로 선정을 위한 독립적인 시험을 치르고 있었고,

다른 칼리지들에서는 수학졸업시험 성적만으로 펠로를 선정하였으므로 수학졸업시험의 경

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1824년에 고전 과목 시험(Classical Tripos)이 시작되었지

만, 그 경우에도 수학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수학과 고전 이외에는 1850년에 이르러서야 자연 과학(Natural Science)

과 도덕(Moral Science) 시험이 추가되었고, 신학(Theology) 시험은 1856년부터 시행되었

다. Craik, Mr Hopkins' Men, p. 51, 57.
44) Warwick, Masters of Theory, pp. 52-55. 1825년부터는 케임브리지 대학 내에서뿐만 아

니라 『타임스』(Times)를 통해 영국 전역에 수학졸업시험 순위가 공표되었다. Warwick,

Master's Theory, pp. 201-202.
45) 8등급 가운데 non-reading men 혹은 poll men이라고 불리던 맨 아래 두 등급의 학생들

은 Non-honors degree를 받았고, Senior 혹은 Junior optime이라 불리던 중간의 네 등급

은 Second or Third class degree를 받았으며, Reading men이라 불리던 맨 위의 두 등급

의 학생들은 First class degree를 받는 wranglers가 되었다. Warwick, Masters of
Theory, p. 55.

46) 수학 시험이 구술에서 필기로 도입되었던 것이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육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Warwick, Masters of Theory, pp.

57-58; Warwick, "A Mathematical World On Paper Written Examinations in Early 19th

Century Cambridge", Studies in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Modern Physics, 29
(1998), pp. 295-319.; Gascoigne, “Mathematics and Meritocracy”, pp. 550-53,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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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처음에 하루 동안 보던 시험은 점차 늘어나 1779년에 이르면 총 4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수학 시험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점차 졸업 시험 외에도 칼

리지 내 모든 시험들이 수학졸업시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학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부 교육 과정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선점해 갔고, 가르치는 범위 역시 폭 넓게 증가되었다.47) 1757

년에 학위 시험에서 2위를 차지했던 존 젭(John Jebb, 1736-1786)이 1772년에

남긴 기록에 따르면, 우수한 그룹이 시험 준비를 위해 공부했던 분야들은 유클

리드의 『원론』(1-6권, 11, 12권)과 기초 및 고등 대수학의 지식들로부터 시작

해 역학, 유체정역학, 천문학, 그리고 광학의 내용들과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듯 영국의 다른 어느 대학에서보다도 수학 교육의 비중이 컸음에

도 불구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육의 수준은 유럽 대륙에 비해서는 상

당 부분 뒤쳐진 상태였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18세기 동안 프랑스에서는 뉴

턴 과학의 성과들을 검증하려는 노력 속에서 라이프니츠 식의 대수적, 해석적

방식의 미적분학이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후 새로운 수학적 기법의 발달을 통해

다양한 물리 과학의 분야들이 해석적인 방식으로 체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

나 이에 반해 영국의 수학 및 과학계는 19세기 전까지도 다양한 운동의 문제들

을 다루면서 주로 뉴턴의 기하학적인 유율법(fluxion) 방식만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였다.48) 비효율적인 기하학적 방식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물리 과학의 문제

47) 한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 시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영향력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이 시기 수학 시험이

펠로직이나 장학금 수여자 선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학부생들 모두가

그 시험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들 가

운데는 귀족 계급의 자녀들이 상당 부분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에게 대학은 수학 시

험 공부를 위한 곳이 아니었다. 그러한 학생들의 상당수는 수학 시험보다는 술이나 사냥,

혹은 기타 스포츠나 유흥 문화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그들에게 대학은 학문적 연구보

다는 귀족 및 엘리트 문화에 동참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 정도로 간주되고 있었다.

페터 자거 저, 박규호 역, 『옥스퍼드 & 케임브리지』(갑인공방, 2005), pp. 330-346.; 박지

향, 『영국적인, 너무나 영국적인: 문화로 읽는 영국인의 자화상』, (에크리, 2006), pp.

395-397.

48)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사이에 영국 수학 및 과학계가 대륙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었다는 데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특히 엘레인 코플먼(Elaine Koppelman)의

글은 이 시기 영국 수학이 낙후되었던 원인에 대한 기존의 견해에 대해 잘 정리해주고 있

다. Elaine Koppelman, "The Calculus of Operations and the Rise of Abstract Algebra",

Archive for History of Exact Sciences, 8 (1971) pp. 155-156. 낙후의 원인을 둘러싸고는

의견이 다양한데, 많은 학자들은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우선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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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잉글랜드에서 고등 수학 교육

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곳은 케임브리지 대학이 유일했다. 그러나 케임브리지

대학 역시 마찬가지여서 펠로나 교수진들 중에 대륙의 새로운 수학에 관심을 갖

고 연구하는 이들은 드물었다. 자연히 대륙의 새로운 수학은 학부생들의 수학

교육 과정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49)

이런 상황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면, 영국의 수학 및 과학계 내부에서 대륙의

수학에 뒤쳐졌다는 위기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륙의 수학을 공부했던 학

자들이 오일러, 달랑베르, 라그랑주, 그리고 라플라스와 같은 거장들의 연구 성

과들을 소개하면서, 대륙의 연구 수준이 매우 높은 단계에 도달했다는 놀라움과

함께, 이러한 성과들에 대해 영국 학계가 거의 무지한 상태임이 드러났기 때문

이다. 특히, 1799년 라플라스가 『천체 역학』(Mécanique Céleste)에서 새로운

해석적 방법으로 뉴턴의 역학 법칙에 기반해 태양계의 안정성을 설명하였던 것

은 프랑스 수학계의 분명한 쾌거였다. 이후 프랑스 수학계는 라플라스의 성과에

힘입어 천체 역학을 넘어 열, 빛, 전기, 그리고 자기 등의 문제 역시 해석적인

방식으로 설명해내려는 웅장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수학 및

과학계는 대륙의 수학으로부터 계속해서 소외될 경우, 수학 및 과학계의 선두에

서 완전히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50)

으로 나타난 영국 수학계의 아집을 이야기한다. 뉴턴의 기하학적인 방식의 유율법만을 고

수함으로써 라이프니치의 미적분학 기호들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여 이후 라이프니츠

의 기호로 논의되는 해석 역학 연구들에도 제대로 관심을 기울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표

적으로 다음의 글이 있다. M. V. Wilkes, "Herschel, Peacock, Babbage and the

Development of the Cambridge Curriculum", Notes and Record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44 (1990), pp. 205-219.

49)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국 내에 대륙의 수학 및 과학의 성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

구했던 이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니콜로 귀시아디니(Niccolo Guicciadini)

는 자신의 책에서 18세기 영국의 수학자들 가운데 대륙의 새로운 해석적 성과들에 관심을

가졌던 이들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뉴턴의 기하학적인 방식을 고수하

던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도, 교과서나 저널 등을 통해 대륙의 해석적 성과들을 소개하거

나, 본인이 직접 중요한 연구 성과들을 거두었던 이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18세기 영국

의 전반적인 수학 및 과학계의 상황을 살펴볼 때, 대륙의 연구 성과들을 받아들여 응용하

기보다는 기존의 뉴턴식의 방법을 고수하면서 유지 발전시키려는 경향이 훨씬 더 강했다.

Guicciadini, The Development of Newtonian Calculus
50) 에이미 애커벅-해스팅스(Amy Ackerberg-Hastings)는 19세기 초에 영국 학계가 대륙의

수학에 대해 대체로 무지했던 주된 원인을 당시의 정치적인 사건에서 찾는다. 프랑스 혁

명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 학자들 간의 교류가 끊어지고 책 수입이 막힌 것이 영국 학

계가 무지했던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Amy Ackerberg-Hastings, “John Playfai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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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데는 특히 스코틀랜드의 존 플레이페어(John

Playfair, 1748-1819)의 역할이 컸다.51) 스코틀랜드는 1707년에 잉글랜드와의 통

합으로 브리튼(Briton) 왕국으로 편입되었으나, 전통적으로 프랑스와의 긴밀한

교류 속에서 대륙의 영향이 강했던 지역이었다. 특히, 18세기에는 프랑스 계몽주

의의 영향 속에서 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가 크게 번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

방 산업 도시들의 성장 속에서 상·공업자 및 전문 직업인들을 포함한 중간 계층

의 성장 역시 두드러졌던 곳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식 대중을 위한 매거진이나

리뷰지 등도 큰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당시 사회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고등 교육의 필요 역시 증가되고 있

었다. 자연히 프랑스를 위시한 대륙의 최신 수학 및 기술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증가되었다. 이런 가운데 에딘버러 대학의 플레이페어는 당시 많은 지식인 독자

들을 확보하고 있던 『에딘버러 리뷰』(Edinburgh Review)에 정기적으로 대륙

의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는 글들을 기고하기 시작했다. 그 글들은 객관적인 사

실적 정보들에 더해 당시 영국 지식인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각인시켜 위기감

을 고조시킬 만큼 자극적이었다. 특히, 라플라스의 『천체 역학』에 대해 쓴 플

레이페어의 서평은 영국 학자들로 하여금 대륙의 수학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

는 데 촉매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그는 대놓고 라플라스의 심오한

『천체 역학』을 읽어낼 수 있는 학자는 런던과 근교의 사관학교에 두세 명, 옥

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 각각에 두세 명,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네 명 정

도 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52)

British Decline in Mathematics”,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the History of
Mathematics 23 (2008), pp. 89-90.

51) 플레이페어가 대륙의 새로운 수학을 소개하는 데 공헌했던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할 것. Guicciadini, The Development of Newtonian Calculus, pp. 99-103.
52) Guicciadini, The Development of Newtonian Calculus, pp. 99-103, Amy

Ackerberg-Hastings, “John Playfair on British decline in mathematics”, pp. 83-85. 이러

한 경고는 이후 여러 수학자들에 의해 대륙의 수학을 연구하고 소개하려는 노력들로 이어

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특히 왕립 사관학교 수학 교수들의 역할이 컸다. 왕립 사관학

교들에서는 조선, 무기 재료 및 제작, 그리고 항해 기술 및 도구 등의 실무적인 지식들이

필요했고, 따라서 최신의 역학 및 천문학의 지식은 물론, 여러 물질들의 성질이나 열, 전

기, 그리고 자기 등에 관한 실험 및 이론 지식들이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그 결과, 이 곳

교수들은 일찍부터 대륙의 수학계와 교류하며 해당 분야의 최신 지식들을 입수하고 있었

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적극적으로 나서 대륙의 수학을 소개하는 데는 왕립 사관 학교

(Royal Military College, Woolwich)의 올린더스 그레고리(Olynthus Gilbert Gregory,

1774-1841)와 찰스 허튼(Charles Hutton, 1737-1823), 그리고 왕립 군사 대학(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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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의 새로운 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잉글랜드의 전통적인 두 대학

의 수학 교육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이 쏠리기 시작했다. 스코틀랜드 지식층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었던 비국교도(Dissenter)53)들은 국교도 성향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이 스코틀랜드 대학들에 비해 매우 높은 명성을 자랑하는 데 반

해, 최신의 수학적 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에 있어서는 크게 뒤떨어진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꼬았다. 플레이페어가 1808년에 『천체 역학』에 대해 쓴 리뷰

에서 영국 수학이 낙후되었다고 주장했을 때도, 그가 진정으로 염두에 두었던

곳은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이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아리스토

텔레스주의에 물든 나머지 수학적 지식에는 무관심하여서 수학 연구가 제대로

연구·발전하지 못하는 황무지로 묘사하였다. 그에 반해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우

에는 수학적 지식에 대한 관심과 함께 뉴턴의 연구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

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수학 시험의 비중이 너무 커 학문적인 논

의와 고찰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존 교과서를 반복적으로 읽고 암기하는 데 치

중해 있음을 비판하였다.54) 플레이페어의 『천체 역학』에 대한 리뷰가 실린

1808년의 『에딘버러 리뷰』는 잉글랜드에서만 5천부가 팔렸다. 이는 당시의 판

매 부수에 비춰볼 때 상당한 숫자로서, 잉글랜드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 리뷰지

를 읽었음을 짐작케 한다.55) 따라서 이러한 비판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학자들의 신경을 거슬렸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56)

Military Academy, Sandhurst)의 제임스 아이보리(James Ivory, 1765-1842)와 윌리엄 월

러스(William Wallace, 1768-1843) 등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각각의 칼리지나 아카데미에

서 대륙의 최신 수학들을 소개하거나 관련 실험들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

고 그 외에 기초 교과서를 제작하거나 다양한 백과사전 및 저널 등에 글을 기고함으로써

대륙의 수학을 알아듣기 쉽게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Craik, Mr.
Hopkin's Men, p. 60.; Guicciardinni, The Development of Newtonian Calculus, pp.

108-123.

53) 헨리 8세가 세운 영국 국교회 이외의 다양한 개신교 종파들을 비국교회라고 지칭한다.

이후 영국에서는 18세기를 통해 비국교도들에 대한 제도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런 가

운데 19세기에 이르러 비국교도가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제도적 불평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비국교도의 차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희라, “차별

에서 평등으로”, pp. 60-64.

54) Ackerberg-Hastings, “John Playfair on British Decline in Mathematics”, pp. 85-89.

55) 당시에는 인쇄물들을 서로 돌려가며 읽고 있었으므로 5천부가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을 읽은 독자가 5천명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56) 1810년 옥스퍼드 대학의 시학(Poetry) 교수였던 에드워드 커플스턴(Edward Copleston,

1776-1849)이 『옥스퍼드 대학에 관한 에딘버러 리뷰의 비방에 관한 답변』(A reply to
the calumnies of the Edinburgh Review against Oxford. Containing an Accou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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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1812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부생들이 주축이 되어 '해석학

회'(Analytical Society)라는 스터디 모임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대륙의 새로운 수

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은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 교육의 상황을 단적으

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57) 해석학회는 훗날 『케임브리지 철학회』의 선구자 역

할을 하게 되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에드워드 브롬헤드(Edward Bromhead,

1789-1855)가 먼저 나서 당시 학부생이었던 찰스 배비지(Charles Babbage, 1791

–1871)와 허셜, 그리고 피콕 세 사람을 함께 모으면서 사적인 스터디 모임으로

출발하였다.58) 이들은 해석학회가 결성되기 이전에 이미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

생들 사이에서 수학적 재능을 인정받고 있었고, 서로에 대해 소문을 들어 호감

을 느끼고 있었다. 이후 이들은 함께 만나 케임브리지 대학에 새로운 방식의 수

학을 소개하여 영국 수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배비지

의 주도 아래 대륙의 해석적 방식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교수 우드하우스(Robert

Woodhouse, 1773-1827)가 대륙의 수학을 소개하는 데 관심을 보이기는 했으나,

새로운 수학의 소개가 학부 학생들의 스터디 모임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점

은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육의 수준을 잘 보여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59) 해석학회는 프랑스의 해석학을

Studies Pursued in that University)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어 플레이페어를 비롯한 여

러 학자들의 리뷰를 비판하였다. 이후 리뷰의 저자들이 이에 반박하고, 이를 다시 커플스

턴이 반박하면서 논쟁은 격화되었다. Ackerberg-Hastings, “John Playfair on British

Decline in Mathematics”, p. 88.

57) 케임브리지 대학의 해석학회의 설립과 이후 영국 대학의 대륙의 해석적 미적분학의 도입

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조수남, "19세기 초 영국의 해석적 방식의 도입과 이후 영

국 수학의 발전", pp. 24-29.

58) 당시 해석학회나 그 회원들에 대해 남아 있는 정보는 매우 부족한데, 배비지, 허셜, 피콕,

브롬헤드를 포함해 열다섯 명의 회원들만이 알려져 있다. 한편 초기 해석학회의 멤버들은

각각이 속한 칼리지나 학년 등이 달라서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었

다.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후 초기 모임의 활동들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Philip Enros, “Cambridge University and the Adoption of Analytics

in Early Nineteenth-Century England" H. Bos, H. Mehrtens and I. Schneider eds.,

Social History of Nineteenth Century Mathematics (Boston: Birkhauser, 1981), pp.

24-47.

59) 당시 해석학회의 새로운 시도가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당

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새로운 수학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뒤 불안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귀족 및 기득권층에 기반을 두었던 토리(Tory)정부와 영

국 국교회는 매우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정책을 폈다. 이신론적 사상이나 계몽주의 사상

등이 영국 왕가와 국교회 교회에 매우 위협적인 사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영국은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의 공격에 대비해 맞서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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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데 큰 열의를 보였다. 이들은 정기적인 사적 모임을 통해 서로의 의견

을 교류하면서 새로운 해석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갔다. 1년 뒤인 1813

년에는 사비를 들여 학회의 첫 공식 저술로 『해석학회 논문집』(Memoirs of

the Analytical Society)을 출판하였고, 1816년에는 유명한 에꼴 뽈리떼끄닉

(École Polytechnique)과 꼴레쥬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의 수학 교수직을

역임하고 수학 교재로 널리 유명했던 실베스트르 라크루아(Sylvestre François

Lacroix, 1765-1843)의 교과서 『미분 적분학 기초』(Traité Élémentaire de

Calcul Différentiel et de Calcul Intégral, 1802)를 영어로 번역하였다. 당시에는

영어로 된 해석적 미적분학 교재가 마땅히 없었으므로, 이들의 번역은 케임브리

지 대학에 대륙의 해석적 수학을 소개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육 역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나갔다. 변화의 양상은 해석학회가 창설된 이후인 1815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입학하여 공부했던 존 마틴 라이트(John Martin Frederick)의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60) 181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학생들 중에 프랑스의 해석

에서 영국의 영웅이었던 뉴턴의 유율법 미적분학의 방식을 낡은 것이라 치부하고, 적국인

프랑스의 새로운 수학적 경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 실제 해석학회 멤버들이 프랑스의 해석학을 공부하고 소개하고자 모였을 때,

대학 측은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더구나 해석학회 멤버들이 프랑스 계몽주

의 사조에 크게 매료되었던 탓에 해석학회 멤버들의 애국심이나 신앙심을 두고 대학 내에

서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해석학회 멤버였던 배비지는 허셜과 함께 프랑

스 해석학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펴내면서 그 제목으로 “The Principles of Pure D'ism in

Opposition to the Dotage of the University"라고 표기하였는데, 이 때 D'ism은 발음할

때 Deism과 동일하게 들리는 탓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Becher, "Radicals, Whigs and

Conservatives", pp. 407-415.

60) 트리니티 칼리지에 다녔던 라이트는 우수한 수학 실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실수로 3

학년 때 실시되는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수학졸업시험 자체를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우등 졸업생이나 펠로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이후 과외 교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교재 등을 집필하였다. 그가 1827년에 익명으로 출판한 자서전적 성격의 『모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의 7년』(Alma Mater, or, Seven years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는 동안 각 학년에서 어떤 과목을 배웠고,

어떤 강의를 수강했는지, 그리고 시험 과목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따

라서 이후 이 책은 그 곳에서 공부하고 싶거나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케임브

리지 대학의 교육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 역할을 했다. 그만큼 이

책은 이 시기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육의 단면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정보들을 제공

한다. John Martin Frederick Wright, Alma Mater, or, Seven Years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London, Black, Young, and Young, 1827) 2 vols.; Craik, Mr Hopkins'
Men, p.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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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학 분야들을 공부하거나 프랑스어 교재를 직접 구입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해석학회 이후 프랑스의 해석적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격

히 증가되면서 라이트가 공부하던 시기에 이르면 학생들이 직접 프랑스어로 된

교재들을 찾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라이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2학년

때부터 라크루아의 대수 교재 외에도 라플라스의 『세계의 체계』(Système du

Monde, 1796), 라그랑주의 『함수 계산 강의』(Leçons sur le Calcul des

Fonctions), 미적분 연구로 유명했던 루이 아르보가스트(Louis Arbogast,

1759-1803)의 『심화 미분 계산』(Difficult Calcul des Dérivations), 그리고 라

그랑주의 『해석 역학』(Méchanique Analytique) 등을 공부하고 있었다.61)

이후 유럽 대륙에서 해석적으로 연구되던 혼성 수학의 분야들이 대거 케임브

리지 대학에 도입되면서 수학 교육의 범위는 더욱 증가되기 시작했다.62) 이는

1810년대 후반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던 라이트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그의 저서 『모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의 7년』을 살펴보면, 케임브

리지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킹스문법학교(King's Lynn Grammar School)에서

산술, 대수, 기하, 그리고 삼각법을 배운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 1학년 때 대수학

과 평면 삼각법 등을 공부하면서 수학 실력을 늘려나갔다. 그가 다녔던 트리니

티 칼리지의 1학년생과 2학년생을 위한 일반 시험 과목들은 역학, 원뿔곡선, 천

체 삼각법, 평면 기하, 평면 삼각법, 천문학, 대수학, 로크, 도덕 철학, 그리고 누

가 복음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1, 2학년 수학 교육 과정에서

역학, 원뿔 곡선론, 삼각법, 평면 기하, 천문학, 그리고 대수학 정도를 배우고 있

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학년 말에 이르러서는 과외 교사와 함께 뉴턴의 『프

린키피아』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3학년에 들어가서는 칼리지 강사

들로부터 유율법, 유체 정역학, 수력학, 역학, 광학, 천문학, 자기, 전기, 그리고

갈바니즘(Galvanism) 등의 주제를 다루는 강의들을 들었다. 3학년 때의 시험 과

목은 일리아드, 기타 수학 문제, 뉴턴의 『프린키피아』 1권, 광학, 수력학, 그리

고 미적분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물론 칼리지 강사들의 강의 내용과 시험이

완전히 일치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대략 3학년 과정을 통해 미적분학,

정역학, 수력학, 광학, 천문학, 전기, 그리고 자기 등의 고등 수학 및 혼성 수학

61) Wright, Alma Mater, Vol..1, p. 9, 206, 207, 225, 226, Vol. .2, pp. 25-29.; Craik, Mr.
Hopkins' Men, p. 62.

62) Rouse Ball, A History of the Study of mathematics at Cambridge (Martino Publishing,

2004), pp. 19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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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야들을 공부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학년 이후에는 보

다 높은 수준의 광학이나 천체 천문학 강의를 듣고 있었다.63)

이후 이러한 변화는 수학졸업시험의 개혁으로도 이어졌다. 사실 학생들이 아

무리 새로운 수학에 관심을 보이고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실제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 교육의 정점에 있었던 수학졸업시험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개혁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런데 해석학회의 멤버였던 피콕을 통해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비록 해석학회는 해체되었으나, 그 회원이었던 피콕이 1813

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수학졸업시험을 통과(2nd Wrangler)한 뒤 트리니티 칼리

지의 펠로가 되면서,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 교육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

치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졸업시험은 전적으로 시

험관(Moderators)과 검사관(Examiners)이 관장하고 있었다.64) 이들은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이들로서 수학졸업시험 성적이 매우 우수한 이들에 한정되었는데,

1817년에는 피콕이 검사관이 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1819년에 해석학회 멤버

였던 리차드 그와킨(Richard Gwatkin, Senior Wrangler of 1814)과 함께 시험관

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학졸업시험에 대륙의 새로운 기호들을 도입하기 시작했

다. 이후 새로운 시험 경향이 몇 년간을 걸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점차 케임브

리지 대학의 수학 교육과정 자체가 대륙의 기호와 해석적 분야들을 중시하는 방

향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대륙의 새로운 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던 것은 1820년대에 들어 새로운

해석적 교과서 저술이 크게 증가되었던 것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가

령, 피콕은 1820년에 『미분 적분학 응용 예제집』(Collection of Examples of

the Application of the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을 출판함으로써 학생

들의 공부를 도왔고, 휴얼은 대륙의 해석적 방식을 채택한 역학 교과서, 『역학

기초론』(An Elementary Treatise on Mechanics, 1819)과 『동역학론』(A

Treatise on Dynamics, 1823)을 저술함으로써 이 시기 수학 교육의 방향을 변화

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프랑스의 해석적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수리 물리학적

63) Wright, Alma Mater, Vol. 2, pp. 15-58

64) 시험관이나 검사관은 학사 학위를 받고 4-6년 정도 칼리지에서 봉사한 젊은 펠로들에게

한정되었는데, 매년 각각 2명씩 선정되었다. 시험관이 시험 문제를 내면 검사관은 채점을

하면서 돕는 경우가 흔했으며, 검사관은 다음해의 시험관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시

험관이나 검사관의 임무는 4년을 넘지 않았으므로 몇 년을 주기로 시험관과 검사관이 교

체되었다. Craik, Mr. Hopkins' Men,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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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들이 도입되고 이것이 다시 수학졸업시험을 통해 학부생들의 수학 교육에

영향을 미칠 즈음 루카시안 수학 교수좌에 에어리가 임용되었다. 그는 해석학을

역학이나 광학, 기체 역학, 그리고 유체정역학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는 데 주

력하였고, 이를 자신의 책 『수학 논문집』(Mathematical Tracts, 1826)을 통해

정리하였다. 이후 그가 가르친 수학적 응용 분야들은 수학졸업시험의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였는데, 그를 통해 혼성 수학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리 물리학적

분야들이 해석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소개될 수 있었다.65)

2.3.2. 수학 과외 문화의 발전과 그 영향

수학졸업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륙의 해석적 수학 분야들

이 시험 준비를 위한 핵심 과목으로 등장하면서, 점차 대학 교수나 칼리지 강사

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했다. 수학 시험의 수준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워지면서 대학 교수의 강의나 칼리지의 정규 강의로는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에어리의 『수학 논문집』의

내용은 매우 난해하기로 유명했는데, 아주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에도 혼자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66) 또한 대학 교수들의

강의는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는 경향이 강했으므로, 아주 뛰어난 학생들

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부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67)

그렇다고 칼리지 강의가 특별히 우수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일반적인 칼리지 강

의 중에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것들도 적지 않았다. 1816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근로 장학생으로 입학했던 솔로몬 앳킨슨(Solomon Atkinson, 1797-1865)의 경험

은 당시 칼리지 강의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나는 칼리지 강의가 중요하며 또 흥미로울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그

러나 난 실망했고, 정말 비참하리만큼 실망했고, 그래서 그 강의를 들은 이들은

모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저 일관성 없는 산만한 대화 수준에 지나

지 않았는데, - 수준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연결되지 않았으며, 공허한 것이었

65) Craik, Mr Hopkins' Men, pp. 63-64.
66) Craik, Mr Hopkins' Men, p. 64. 각주 113.
67) Warwick, Masters of Theory,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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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20명 가운데 19명은 칼리지의 규정 때문에 출석했고, … 공부하는 학

생들에게는 강의 시간이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았으며,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

에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지겨운 것이었다.”68)

강의의 수준이 높으면 높은 대로, 또 낮으면 낮은 대로 학생들이 수학졸업시

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으므로, 점차 수학졸업시험에서 우수한 성적

을 거두고자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개인 과외 교사를 고용하는 이들이 늘어나

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대학의 수학 교육에서 칼리지의 수학 과

외 교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져갔다. 이런 상황에서 칼리지 강사들

이나 수학졸업시험의 시험관이나 검사관이었던 이들 역시 개인적으로 과외 교사

로 활동하기에 이르렀다.69) 결국 수학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자 하는

학생들은 우수한 과외 교사를 고용하기 위해 상당한 지출을 감내해야 했다. 당

시 형편이 좋지 않아 근로 장학생으로 입학했던 앳킨슨 역시 2학년 때 트리니티

칼리지로 옮기면서 과외 교사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본인 역시 과외 교사 일을 해야 했다.70)

수학 시험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렇게 해서 난이도가 더 높아질수록 학생

들의 수학 공부 스트레스는 그만큼 더 증가되었고, 불만도 고조되었다. 사실 케

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은 자연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이미지를 지

니고 있었는데, 이는 18세기 칼리지의 설교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주제였다. 이에 따르면 자연 철학과 더불어 수학은 인간을 “우주의 위대한 창조

주이자 지배자인 신에게로 이끌고”, 학생들로 하여금 “신이 부여한 천상계의 질

서를 경외하도록” 하는 학문이었다. 따라서 수학은 신학이나 자연 철학 분야를

68) Solomon Atkinson, "Struggles of a Poor Student Through Cambridge, by a Senior

Wrangler", London Magazine 2 (1825), p. 501, Craik, Mr Hopkins' Men, p. 12에 재인

용.

69) 펠로의 경우, 강의 부담이 거의 없었던 만큼 연구 환경은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

었으나, 지급되는 비용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교회 등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수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Craik, Mr Hopkins' Men, p. 51, 54
70) Craik, Mr Hopkins' Men, pp. 10-15. 학부생들의 교육이 칼리지 강사나 과외 교사들에

너무 의존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1870년대에 이르러 대학 강사(university lecturer)

라는 새로운 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혁의 주된 목표는 젊은 칼리지 펠로들에

게 연구 의지를 강화하여 연구 집단research school을 형성하려는 데 있었다. Craik, Mr
Hopkins' Men,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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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기초 교양 분야로 간주되었다.71) 이러한

견해는 학부생들의 주된 목표 가운데 하나가 국교회 성직자였던 케임브리지 대

학에서 무난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학부 교육 과정에서 수학 시험 준비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특히 대륙의 해석적인 수리 과학 분야들이 도입되어 난이도가 더욱 심화

되면서 수학에 대한 비판과 반감은 점점 더 커져 갔다. 이 과정에서 수학은 경

험적이고 실험적인 과학 분야와는 달리, 실제 사물과는 무관한 추상적인 기호들

로 구성된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현실의 복잡 다양한 상호작용과는 무

관하게, 논리정연하고 엄밀한 추론 및 논증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수학을 현실

세계의 문제와는 동떨어진 분야로 보이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수학

분야를 공부함으로써 얻어지는 수학적 사고 습관이 실제 생활에는 전혀 유용하

지 않으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그들에게 수학적

사고는 “인간의 정신을 사소하고 엄밀한 문제들에 대해 말꼬리 물고 늘어지면서

논쟁하도록” 만드는 것이었고, 엄밀한 증명에만 몰두하게 만들어 “도덕적인 증거

에는 무감각해지게 하고 미적인 아름다움과 같은 세밀한 감각에는 무뎌지게” 하

는 것이었다.72)

더구나 당시 사회의 중요한 직책이나 직업 분야에서 방대한 수학 지식을 필요

로 하는 곳은 거의 없었으므로, 케임브리지 대학을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했던 이들 중에는 이후 학부 시절 동안 수학 공부에 매진했던 시간들을 비판적

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많았다.73) 앳킨슨 역시 누구보다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1819년의 수학졸업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던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졸업

후 『런던 매거진』(London Magazine)에 기고했던 글에서는 수학 공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회고하였다.

“나는 나를 돋보이게 했던 [수학] 지식이 ... 내가 사람들과 교류하고 세속의 삶

을 영위해 나갈 때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난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사실과, [케임브리

71) Gascoigne, "Mathematics and Meritocracy", pp. 568-569.

72) Whewell, Thoughts on the Study of Mathematics, p. 137.
73) Craik, Mr Hopkins' Men, pp. 9-17; Alice Jenkins, "Mathematics and Mental Health in

Early Nineteenth-Century England", British Society for the History of Mathematics 25
(2010), pp. 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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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학에서] 공부했던 기간이 내 삶의 공백기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단지 쓸모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대학에서 함께 경쟁하며 공부했던 이들과 마찬가지로,

상식에 비추어볼 때 유해하고, 불합리하며, 또한 어리석은 것들을 흡수했던 것이

었다. 그러므로 난 그저 내 시간을 허비한 것만이 아니었다. 난 되도록 빨리 잊

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 수학 기호들을 붙잡고 허비했던 시간

들은 내 정신을 훈련시키지도, … 어떤 유용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준비시켜주

지도 않았다."74)

1825년 『런던 매거진』에 실린 또 다른 글 “케임브리지에 대한 후회

"(Regrets of a Cantab)의 저자 역시 케임브리지 대학 우등 졸업생 가운데 하나

였다. 이 글은 1824년에 수학 졸업시험을 1위로 통과했던 존 코울링(John

Cowling)의 글로 추정되는데, 이 글에서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의 수학 훈련

을 통해 그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그가 공부한 수학 공부의 쓸모없음에 대해 상

세하게 기술하였다.

"나는 내 자신에게 유용한 지식들을 얻었다고 설득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런! 그

런 생각은 곧바로 사라졌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수학은 내게로부터 금세

사라져갔다. … 난 수학자 천명을 댈 수도 있다. [수학을 공부했던] 이들은 그들

이 가진 지식 가운데 어느 것을 가지고도 필요하거나 유용한 것에 응용하지 못

할 것이다. 그들이 일하려면 일하는 법을 배워야하고, 유클리드나 심슨을 들어본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일해야 한다. … 경험에 비춰 보건대, 실무에 노련한 사

람이라면 수학을 배우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더 나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75)

이렇듯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 시험의 비중이나 경쟁률, 그리고 그 난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가면서, 케임브리지 대학 외부에서도 케임브리지 대학의 기

형적인 수학 비중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지니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와 상반되고 - 현재나 과거의 다른 어떤 대학들에서 이루

74) Craik, Mr Hopkins' Men, p. 12에서 재인용. Solomon Atkinson, "Struggles of a Poor

Student", pp. 501, 492.

75) J. Cowling, "Regrets of a Cantab", London Magazine 1(1825), p. 138,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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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던 방식과도 다르며 - 심지어는 대학을 설립하고 규정을 마련했던 이들의

의도와도 배치된다. 케임브리지 대학만이 홀로 수리 과학을 전체 교양 교육 과정

에서 주요 분야로 만들고 있고; … 따라서 졸업생들 대부분이 학문에 대한 흥미

를 잃은 채 졸업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고 힘든 공부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격

려하거나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다.”76)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드 모르간이 공부했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이

포괄했던 분야들은 수리 과학의 분야들을 포함하여 매우 폭 넓은 것이었고, 시

험 제도의 변화를 통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19세기 초

프랑스 해석적 수학의 도입으로 인해 수학 분야의 난이도는 매우 수준 높게 이

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학졸업시험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져 가고 있던

중에도 대학의 수학 교수나 칼리지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역할

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안 그래도 실험 철학의 인기 속에서 전문적인

수학 지식에 대한 기피감이 커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통

해 수학 공부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이나 열정을 갖기는 힘들었다. 런던에 최초

의 대학인 UCL이 설립되었던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76) Hamilton, "Review of Whewell's", p.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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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UCL의 설립과 수학 교과 과정의 특징

UCL은 런던에 세워진 최초의 세속 대학으로, 기존의 대학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들을 반영하는 것이었는데,

UCL에서 어떤 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로 가르쳤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그러한 UCL이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설립된 기관이었고, 누구를 대상

으로 하고 있었으며,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UCL 설립의 배경과 함께 그 인적, 제도적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UCL에 드 모르간이 수학 교수로 임용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한편, UCL은 기존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과는 달리 교수 강의 시스템

을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해당 분야의 강의가 어떻

게 구성되는지가 중요했다. UCL은 개학을 앞두고 홍보를 위해 1828년 6월에

『두 번째 성명서』를 출판하여 칼리지의 교육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여

기에는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다른 교수들에

비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 늦은 1828년 2월 말에 임용되었음을 감안할 때, 그

의 교과 과정은 다소 서둘러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대학을 갓 졸업한 그가 수학 교과 과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의 학부 시절 공부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 그의 수학 교과 과정은 케임브리지 대학과 유사하

게 순수 및 혼성 수학 분야 모두를 포함한 보다 광범한 수학 분야들로 구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1828년에 소개된 그의 수학 교과 과정은 예상과는 달리, 독특한 특징

을 보였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초기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이 어떤 것

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정리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에는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을 다른 교육 기관들, 즉, 런던 킹스칼리지나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군 사관 학교들에서의 수학 교과 과정과 비교해볼 것이

다. 이를 통해 당시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이 매우 독특한 것이었음을 주

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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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UCL의 설립과 제반 특징들

드 모르간은 1806년 인도의 마두라(Madura, 지금의 Madurai) 지역에서 동인

도 회사의 대령이었던 아버지와 수학자 제임스 다지슨(James Dodson, 1705–

1757)의 손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다섯 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비록 인도에서

태어나긴 했으나 그가 태어난 직후 인도에서 세포이(Sepoy) 반란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험악해지자 그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이끌고 영국으로 이주했으므로 그는

7개월 되던 때부터는 잉글랜드에서 성장하였다. 최초의 교육은 그가 생애 첫 번

째 선생으로 기억했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네 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읽기와 수 세기를 배워 나갔다. 7살 무렵부터는 학교 선생들을 통해 읽기, 쓰기,

그리고 산술을 배우기 시작해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유클리드 기하학,

그리고 대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해 나갔다. 그러던 중 열 네

살 되던 때부터 브리스톨(Bristol) 근처 레드랜드(Redland)의 파슨스(Rev. J.

Parsons)가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면서 수학적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다. 옥스

퍼드 대학 오리엘(Oriel) 칼리지의 펠로였던 파슨스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능한

학자로, 뛰어난 수학자는 아니었으나 학생들에게 수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손색이 없었던 존경스런 선생이었다. 이곳에서의 2년간의 교육을 통해 드 모르

간은 자신에게 수학적 재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선생과 주위 친구들

의 격려 속에서 수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넓혀 나갔다. 그리고 그 곳에서 우

수한 수학적 재능을 보였던 그는 1823년 16세가 되던 해 케임브리지 대학의 트

리니티(Trinity) 칼리지에 입학하였다.1)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은 해석적 경향이 도입되어 학부 수학

교육 자체가 대륙의 해석적 방식의 수학을 반영하여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되고,

그와 함께 수학 공부의 범위와 난이도가 크게 증가되고 있던 무렵이었다. 드 모

르간은 대학 입학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학을 공부하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지

식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이 시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들의 강의는 본인

들의 연구 주제와 관련되어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생들은

강의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드 모르간에게 대학 강의

는 새로운 학문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었고, 특히 피콕의 강의는 그에게 큰 감동

1) S. De Morgan, Memoir, p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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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가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수학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

다. 이 시기 그에 대한 평가는 그의 바로 옆에서 공부를 지도했던 칼리지 강사

존 히그먼(John Philips Higman, 1793-1855)이 드 모르간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

지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드 모르간이 “단지 상위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훨씬, 더 훨씬, 맨 앞에 서 있다”고 평가하였다.2) 이후

에도 드 모르간은 계속해서 최상위권을 유지하였고, 1825년에는 트리니티 장학

금을 받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때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독서에 몰두하였다. 이 시기 그는 수학을 포함하여 신학, 형이상학, 그리고 도덕

철학의 분야들에 몰두하였는데, 이 시기 그가 심취했던 철학자 조지 버클리

(George Berkeley, 1685-1753)의 글들은 이후 음수 및 음의 제곱근의 문제들을

포함하여 여러 형이상학적인 주제들에 대한 그의 견해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3)

그런데 이렇듯 수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탁월한 실력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 모르간의 종교적 신념은 그의 학문적 경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드 모르간은 1827년 수학졸업시험에서 4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후

학사 학위를 받고 여느 학생들처럼 석사 학위나 펠로 자격을 얻기 위해 계속해

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었다. 이를 위해 단지 케임브리지 대학이

기반한 공식 종파였던 국교회의 39개조 신앙 선서를 받아들이고 교리 시험을 통

과하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드 모르간은 이를 거부하였다.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지닌 어머니의 엄격한 신앙 교육 속에서 자랐지만, 성장하면서 점차 기

독교 신학의 교리와 실제 삶과의 괴리, 그리고 엄격한 교회 생활에 대한 회의

등이 맞물리면서 점차 교회 체제 자체에 대한 거부로 나아갔던 것이다. 그의 어

머니가 그를 케임브리지 대학에 보냈던 것은 그를 성직자로 키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무신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당시 기독교 교회의 위선

과 분파주의를 비판하면서 어떤 종류의 기독교 교파에도 몸담으려 하지 않았

다.4) 이런 상황에서 졸업 학기에 의학에 잠깐 관심을 가져보기도 했으나 그것

2) S. De Morgan, Memoir, p. 12.
3) 이렇듯 드 모르간이 교과 과정이나 시험 과목을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광범한 독서에 심

취하자, 아들이 장래 신학자가 되기를 바랬던 어머니는 그 성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나

만족보다는 걱정과 우려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다. S. De Morgan, Memoir, p. 15.
4) S. De Morgan, Memoir, pp. 9-11.; Rice, "Inspiration or Desperation?", 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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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았다.5) 결국 졸업과 동시에 더 이상 케임브리지 대

학에 머물 수 없게 된 그는 1827년에 수학 연구의 뜻을 접고,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런던의 링컨즈인(Lincoln's Inn) 법학원에 들어갔다.6)

드 모르간이 런던에 도착할 무렵 런던에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

었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던 것 중의 하나는 산업 혁명 이후 런던이 산업

적, 상업적으로 발전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돋보였던 것은 중간 계급의 도

약이었는데, 여기에는 폭 넓은 분야의 다양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성직자들

이나, 군인들, 변호사들, 의사들, 그리고 공무원들과 같이 정부 기관이나 전문 직

업 분야에 종사하던 이들에서부터 상공업 및 금융업에 종사하던 고소득 자본가

들, 그리고 맨 아래의 노동자 계급과 일정 부분 겹쳤던 직업인들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가 중간 계급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과학 기술을 통해 교통

및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서로의 지식과 의견을 나누면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

해 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법률가들이나 의사들처럼 자신들만의 전

문 단체를 형성해 나갔던 이들도 있었고, 주변의 제조업자나 과학기술자, 그리고

문인들과 함께 지방 과학기술 단체를 설립하고 함께 교류했던 이들도 있었다.

또한 이들 중에는 교육이나 결혼, 혹은 토지 구입 등을 통해 귀족 계급으로 올

라가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도 없지 않았으나, 일하지 않고 돈을 벌던 귀족 계급

이나 최하층의 노동자 계급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차별화하면서 자신들만

의 정체성을 형성해갔던 이들도 상당했다.7)

이런 가운데 새로운 중간 계급이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급변하는 사회 속에

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육이었다. 자신들이 새

로운 변화의 시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점증하는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개혁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먼저, 노동자를 포함하여 중산층 이하 시민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대중

교육의 확대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축소판이었던 런던에서

5) 드 모르간은 특히 인체 해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의학 교육에

서 해부가 중요한 영역을 차지해가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그의 적성이 의학과 맞지 않았

던 것은 분명했다. S. De Morgan, Memoir, p. 17.
6) S. De Morgan, Memoir, pp. 17-19.
7) Edward Royle, Modern Britain: Social History 1750-1985 (London: Edward Arnold,

1987), pp.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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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의 격차와 노사 갈등은 각종 사회 문제와 계급 갈등을 빚어내면서 더욱 더

심각해져 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하층

계급 시민들을 격리시키기보다는 적절하게 교육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끌어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증가되기 시작했다.8) 그 과정에서 위로부터의 사회 통

제의 의지가 아래로부터의 향상 의지와 만나면서 교육에서 서로 접점을 찾아 나

가기 시작했다. 정부가 교육에 개입하지 않아 공교육이 부재했던 현실 속에서

종교인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중 교육에 앞장서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들은 대중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하고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진

자가 사회에 베풀 수 있는 미덕이라 여겼다.9) 또한 노동 대중들 역시 자신의 사

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

서 복지가나 교회의 자선 활동 등을 통해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주간학교(day

school)나 주일학교(sunday school), 그리고 사설 간이학교(dame school) 등이 나

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산업가들이 주축이 되어 1823년에는 글래스고우(Glasgow)

에 뒤이어 런던에 노동자들의 기술 교육을 위한 기술 견습소(Mechanics' Institute)

가 설립되었다.10)

8) 교육 개혁의 움직임은 다양한 원인들에 기인한 것이었지만, 1820, 30년대의 공리주의는 주

요한 동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들은 정치 사회 제도의 불완전함이 무지와 미신에서 비롯

된다고 믿었고, 교육을 통해 지식의 진보는 물론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정치와 사

회의 진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여겼다. Thomas Heyck, The Transformation of
Intellectual Life in Victorian England (London: Taylor & Francis, 1982), pp. 155-156.

9) 이 시기 지식인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스마일즈

(Samuel Smiles)는 자조의 미덕을 강조했다고 여겨지나 실제로는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전

면적으로 개입할 것을 강력하게 옹호했던 인물이었다. 반면, 러벳(William Lovett)은 1830,

40년대 선거권 확대 및 출판과 집회의 자유 등을 외치며 차티즘 운동을 이끌었으나, 1848

년 이후에는 차티즘 운동과 완전히 결별하고 자조, 책임감 등을 강조하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활동을 이어갔다. Gordon Marsden, Victorian Values: Personalities and
Perspectives in Nineteenth-Century Society (London: Longman, 1990), pp. 101-114.

10) 19세기 초 노동 계급의 교육 확대를 위한 노력은 국교회와 비국교회가 각기 설립한 ‘빈

민교육진흥전국협회(National Society for Promoting the Education for the Poor)'와 ’영국

학교협회(British and Foreign Schools Society)'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830년대에는 공장 개혁가들과의 연대 속에서 ‘공장법’이 통과되었고, 이후

노동 계급을 위한 교육 기회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영석, “빅토리아 시대의 교육 문제-

시험에 관한 담론”, 『서양사론』74 (2002), pp. 90-95.; Janet Delve, "The College of

Preceptors and the Educational Times: Changes for British Mathematics Education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Historia Mathematica 30 (2003) pp. 142-144.; 1780년대부

터 나타나기 시작한 주일학교 설립 운동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교육 확대

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받으며, 1820년대 이후의 기술 학교들 역시 어느 정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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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관에 속해있지 않은 보다 많은 일반 대중들의 교육을 위해 인쇄물의

출판 역시 계속해서 증가되었다. 예를 들어, 1826년에 생겨난 ‘유용한 지식 확산

을 위한 모임’(SDUK)은 이 시기 대중 교육에 대한 열의를 단적으로 보여준

다.11) 헨리 브로엄(Henry Brougham, 1742-1810)과 같은 개혁 성향의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이 단체는,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이 적절한 교

재를 통해 스스로 독학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이를 위해 저명한 학자들을 섭

외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값싸고 얇은 단행본에 실어 찍어 나르기 시작했

다. 그리고 단돈 1페니로 구입할 수 있는 『페니 매거진』(Penny Magazine)과

같은 노동자 계층을 위한 잡지를 출판하기도 했다.12) 비록 SDUK의 출판물들이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자금 부족으로 출판이 지속

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긴 했으나, 이러한 시도들은 당시 영국 사회의 대중 교육

을 위한 사회적 열의가 어떠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렇듯 교육에 대한 열의가 증가되는 가운데, 고등 교육의 확대와 개선에 대

한 필요성 역시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당시 런던이 속한 잉글랜드에 대학

이라고는 국교도 성향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두 군데밖에 없었다. 점증

하던 런던의 인구를 생각할 때, 고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대학이

턱 없이 모자랐다. 물론 18세기까지도 영국 사회에서 엘리트들을 키워낸 주도적

인 기관이 대학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그보다는 사립학교들의 역할이 컸는데,

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1830년 이전까지도 영국인들의 가독률은 유럽 지역들에 비해 매

우 떨어지는 수준이었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기술 교육 기관들은 실

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들었다. 더구나 영국의 경우, 19세기 초반까지도 산업 발전과 무

역 확대에 따른 기반 시설의 확장 등을 위해 공적 자금이 더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교육

확대와 교육 개혁을 위한 여력은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Michael Sanderson,

Education, Economic Change and Society in England 1780-1870 (Manchester:

Macmillan, 1991), pp. 28-37.

11) 가령, 크리스토퍼 필립스(Christopher Phillips)에 따르면, SDUK의 목표는 나라의 도덕성

을 향상시키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 Christopher Phillips, "Augustus De Morgan and the Propagation of Moral

Mathematics",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36 (2005), pp. 105-133.

12) SDUK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출판하였다. Library of Useful Knowledge; British
Almanac; Library of Entertaining Knowledge; Farmer's series; Maps; Working Man's
Companion; Quarterly Journal of Education; Penny Magazine; Penny Cyclopedia;
Gallery of Portraits; Library for the Young; Biographical Dictionary. James A. Secord,

Victorian Sensation: The Extraordinary Publication, Reception, and Secret Authorship
of Vestiges of the Natural History of Cre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pp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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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립학교만 나온 뒤에 정치나 언론 등 다양한 전

문 분야의 최고위직에까지 진출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이르면 토지 가격이 급증하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대학에서 교육시키려는

상류층 가정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의 교육 수

준이 향상되면서 입학하려는 이들 역시 서서히 증가되기 시작했다.13)

여기에 대학을 통해 귀족 계급의 문화에 동참하고자 했던 부유한 중간 계급

자본가들이 가세하였다. 따라서 19세기 초에 이르면 대학은 사립학교와 함께 상

층 계급의 교양 학교 정도로 변모해가고 있었다.14) 교육비 역시 점차 증가되었

는데, 칼리지 체제로 운영되던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비싼 칼리지

비용과 함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했고, 이는 다시 교육 기회를 주로 귀

족이나 부유한 신사들에 국한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19세기

초에 이르면 기존의 대학들로는 이들의 고등 교육 수요 역시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의 정원이 꽉 차

유명한 칼리지들의 경우 입학하려면 적어도 몇 년 전부터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15)

한편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 측은 국교도 신자에 한해서만 입학 문을 열

어놓고 있었으므로, 유대교나 가톨릭교도, 그리고 비국교도들을 포함하여 국교도

가 아닌 이들에게는 사실상 고등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16) 그 결과 제

13) 19세기 초까지도 대학 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였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우 1846년까지도 트리니티 칼리지에만 입학 시험이 있었으며, 학위를 받는 데 관심이

없는 이들도 상당하여 입학생보다 졸업생의 수가 항상 더 적었다. 그러나 입학생 수는 꾸

준히 늘어, 19세기 초에 이르면 국가적 자원이었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국교회

성직자들과 신사 계급이 독점해버렸다는 비판이 증가되었다. 실제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 케임브리지 대학 졸업생의 아버지들 가운데는 지주들이 가장 많았고 성직자도 거의

1/3이나 차지하고 있었다. 박지향, 『영국적인, 너무나 영국적인』, pp. 396-400.; William

C. Lubenow, “University History and the History of Universities in th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British History 39 (2000), pp. 252-254

14) 18세기까지도 대학은 여전히 모든 계급의 집합소였으나 점차 부유한 이들의 독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지향, 『영국적인, 너무나 영국적인』, pp. 394-395.

15) London University, Statement, pp. 7-10.
16) 19세기 들어서면서 영국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척되면서 참

정권을 가진 비국교도들이 크게 성장하였다. 이런 가운데 1828년에 심사법이 폐지되고,

1829년에는 가톨릭 해방법이 통과되면서 유대인을 제외한 비국교도들에게는 공직에 진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고등 교육 부문의 경우에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

지 대학의 종교 심사가 1871년에 이르기까지도 계속해서 지속되어 비국교도들에 대한 교

육 차별이 계속되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종교 심사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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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된 고등 교육으로부터 제외된 이들은 다양한 문학 및 철학 단체들이나 아카

데미(Dissenting Academies)를 통해 지적 욕구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

한 단체들에는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나 정규 학생들 집단이 부족했으므로 대안

적인 고등 교육 기관으로 기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17) 이런 상황에서 학문

적으로 우수하면서도 종교적으로 자유로웠던 스코틀랜드나 독일의 대학, 그리고

19세기 초에 새로 설립되었던 미국 대학들은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18)

결국 18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의 철

학에 영향을 받은 개혁 성향의 인물들이 고등 교육의 문제들을 타개하고자 뜻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 시기 영국인들은 영국 사회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혹

은 종교적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감지하고 있었다.19) 또한

사회의 각 부문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전문적이고 유용한 교육들이 필

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체제로는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잘 알

고 있었다. 그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상공업이 발전하는 속에서도, 미신과 사

이비 문화가 활보하고 나태하고 권위적인 보수 정치인들과 성직자들이 사회의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통한 사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정희라, “차별에서 평등으로: 종교적 불평등 폐지를 위한 19세

기 영국의 개혁-옥스브리지의 종교 심사 폐지”, 『영국 연구』13 (2005), pp. 57-86.

17)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p. 6-7.
18) 이 시기에는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지적인 르네상스를 통해 에딘버러 대학(University of

Edinburgh)이 크게 번성하고 있었고, 1809년의 베를린 대학(University of Berlin)과 1818

년의 본 대학(University of Bonn)의 사례에서 보듯 독일 대학이 성장하고 있었으며, 1819

년에는 제퍼슨을 중심으로 미국에 버지니아 대학(University of Virginia)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p. 8-16.
19) 1820년대 후반은 기존 국교회의 독점적 지위에 도전하는 요구들이 보다 분명하게 표출되

었던 시기였다. 국교도 신자들에게만 정부의 관직을 허용하는 심사법이 1828년에 최종 폐

지되었고, 1829년 아일랜드 선거에서 가톨릭 교도였던 오코넬(Daniel O'Connell)이 당선되

면서 정치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가톨릭 교도들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 중립의 기치를 내걸었던 UCL의 설립은 심사법

폐지 및 가톨릭 해방과 함께 이 시기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국 대학의 역사를 기술하는 이들은 1870년 이전까지를 전통적인 시

기로 규정한다., 비록 일시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크게 보아서는 기존의 전통

적인 교육 체제와 방식, 그리고 교과 과정 등이 지속되었으며, 근대 산업 사회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 개혁을 성취하지 못한 시기로 평가하는 것이다. R. D. Anderson,

Universities and Elites in Britain Since 180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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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풍자화가 시모어(Robert Seymour, 1798-1836)의 “지성의

진격(The March of Intellect)” (1828). 출처: London Metropolitan

Archives

회 변화를 기대하였고, 이러한 의지와 기대들은 이 시기 증가하기 시작한 다양

한 인쇄물들을 통해 런던 사회의 지식인들에게 폭 넓게 전달되었다(<그림 3-1>

참조).20)

이런 가운데 스코틀랜드의 시인인 토머스 캠벨(Thomas Campbell, 1777-1844)

이 1820년에 유럽 문학을 연구하러 독일에 갔다가 그 곳의 종교적인 관용적 태

도에 충격을 받고 런던에 세속적인 대학을 설립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사

20) 당시 ‘march of intellect’라는 어구는 영국 문화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예고하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림 3-1>에서 UCL이라는 왕관을 머리에 쓰고 무릎의 인

쇄기로 값싼 인쇄물들을 찍어내고 있는 괴물은 거대한 스팀엔진을 몸체로, 가스등(1810년

에 런던에 처음 도입)을 눈에 달고, 파이프로는 열기구(프랑스혁명 이후 진보의 가장 강력

한 상징이었던)를 내뿜으며, 휘그 개혁가 브로엄의 머리가 달린 빗자루(빗자루의 Broom이

발음상 유사한 Brougham을 연상시키며)를 들고 의회에 쌓여있는 법안들과 보수적인 정

치인들, 돌팔이 의사들과 미신을 상징하는 악마들을 쓰레기 더미 속으로 쓸어내고 있다.

이 그림은 이 시기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엄청난 규

모의 기계 괴물을 통해 그러한 파괴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개혁의 결과에 대해 우려와 의

구심 또한 표현하고 있다. Alison Winter, Mesmerized: Powers of Mind in Victorian
Britai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98) pp.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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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런던에 대학을 짓자는 견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597년 그레샴

칼리지(Gresham College)가 설립될 때부터 줄곧 이야기되어 왔던 것이었다. 다

만 1820년대에 새로웠던 것은 그런 이야기가 받아들여졌던 사회가 과거와는 다

른, 완전히 새로운 사회였다는 사실이었다. 경제적 진보와 과학 기술의 성장, 그

리고 새로운 계급의 출현 등은 법이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

니라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도록 이끌었다.21)

19세기 초에는 이미 교육에 대한 수요가 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을 넘어 보다 폭

넓은 계층으로까지 확대된 상태였다. 그러나 기존의 고등 교육 기관들은 이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캠벨이 독일에서 돌아

와 『신 월간 매거진』(The New Monthly Magazine)에 기고한 글에서 대학 계

획을 밝히자, 1824년 여름 즈음부터 교육 개혁가와 자유주의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이 계획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미국 버지니아 대

학(University of Virginia)의 교수 임용을 위한 미국 방문단이 케임브리지, 옥스

퍼드, 그리고 에딘버러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런던에 도착해 브로엄과 벤담, 그

리고 캠벨 등을 만나면서, 새로운 대학에 대한 열망은 더욱 구체화되어 갔다. 이

후 캠벨이 브로엄과 흄 등 이후 UCL을 설립하게 될 이들과 만나게 되면서 새로

운 대학을 설립하는 문제는 보다 본격화되어 갔다.22) 상류층의 신사나 유대인,

그리고 비국교도 등 다양한 이들이 함께 모여, 런던에 종교적으로 자유로우면서

도, 전문적인 교육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새로운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

자는 데 뜻을 모으기 시작했다.23) 그리고 그 제안이 이루어진 지 1년도 채 안

된 1826년 2월 11일에 주주 출자 방식을 통해 UCL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24).

설립 후 UCL은 잉글랜드 최초의 사립 대학이자 최초의 세속 대학이라는 기치

에 걸맞게, 기존 대학들과 차별화하며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들을 보였다. 우선,

21)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p. 1-2.
22)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p. 14-26.
23) 유대인은 18세기 영국에 이주했던 비유럽인들 가운데 가장 큰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는

데, 1800년에 이르면 런던에만 대략 15,000~20,000 명 가량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들 중

1/4 가량은 상당한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Royle, Modern Britain, pp. 73-74.; 비국교
회파는 복음주의적 부흥에 힘입어 19세기를 통해 꾸준히 신도를 늘려갔는데, 19세기 중반

에 이르면 신도 수에서 국교회를 압도하고 있었다. 정희라, “차별에서 평등으로”, pp.

66-67.

24) UCL의 설립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Rice, "Inspiration or Desperation?", pp.

258-259; S. De Morgan, Memoir, pp. 25-27.



- 60 -

매우 폭 넓은 교육 분야들을 계획하였다. UCL 설립에 참여했던 이들 중에는 기

존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양 교육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유용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는 외국어나 문학과 같은 보다 ‘대중적인 기호 분야들’과 함

께 의학이나 법학과 같은 ‘전문 직업 분야’들이 대거 포함되었다.25) 특히 법학과

의학 분야는 UCL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였다.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런

던에는 이미 법학과 의학 분야의 수요가 많았으므로 법조인이나 의료인을 교육

시키기 위한 사설 교육 기관이 성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교육의 질

이 매우 낮았으므로, 런던은 의학 및 법학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 기관을 세

울 곳으로는 최적의 장소였고, 그만큼 UCL은 이 두 분야의 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26)

그러나 그렇다고 기존의 대학들에서 교육되던 교양 교육의 분야들이 간과되었

던 것은 아니었다. 초기 UCL 설립자들이 목표로 삼았던 대상들은 경제적으로

중간 계층에 있었던 이들(“middling rich”)이었다.27) 설립자들은 UCL을 통해 옥

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고등 교육을 제공하고

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 학생들 중에는 부유한 비국교도나 개혁 성향을 지

닌 자본가들의 자녀들 역시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자

신들의 자녀들에게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과 유사한 교양 교육을 제공함으

로써 귀족이나 신사 계급의 문화적 교양을 함께 공유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이들

도 상당했다. 또한 주주 출자 방식으로 설립되었던 UCL은 초기 주주들에게 혜

택을 주기 위해 학생 1명씩을 입학시켜 공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경우 일반 학생들과는 달리 1년에 대략 25-30 파운드 정도의 적은 수강료만

내면 공부할 수 있었다. 결국 UCL에는 고전과 논리학, 수학, 그리고 자연 철학

등 전통적인 잉글랜드의 대학들에서 제공하던 교양 교육의 필수적인 분야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었다.28)(<표 3-1> 참조).

25)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의 목표는 성직자나 신사들을 양성하는 것이었고(1850년대

이후 공무원 양성이라는 역할이 추가되었고), 1870년대 데본셔 조사위원회(Devonshire

Commission)의 조사 때까지도 실용적인 지식의 교육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스코틀랜드의 대학들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 시기 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쳤던

고등 교육기관으로는 UCL이 유일했다고 볼 수 있었다. Sanderson, Education, Economic
Change and Society in England 1780-1870, p. 54.

26)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p. 54-55.
27)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p.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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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교

육의 필

수적인

분야들

Ÿ 로마의 언어와 문학, 그리고 유물

Ÿ 그리스의 언어와 문학, 그리고 유물

Ÿ 프랑스 언어 및 문학

Ÿ 영국 언어 및 문학

Ÿ 기초 수학

Ÿ 고등 수학

Ÿ 자연 철학 및 천문학

Ÿ 논리학 및 심리 철학

Ÿ 도덕 및 정치 철학

Ÿ 고대와 현대의 역사

Ÿ 정치 경제학

Ÿ 화학

대중적

인 기호

분야들

Ÿ 이탈리아어

Ÿ 스페인어

Ÿ 독일 언어 및 북부 지역의 문학

Ÿ 동양 문학: 특히 인도와 페르시아, 그리고 히브리의 문학

Ÿ 지질학 및 광물학

Ÿ 식물학

Ÿ 동물학

전문 직

업 분야

들

Ÿ 헌법을 포함한 법률학

Ÿ 영국법

Ÿ 로마법

Ÿ 의학(해부학과 생리학, 병리 및 비교 해부학, 외과의학, 질병의

성질과 치료, 산파술과 여성 및 아동 질병, 의약품 및 조제술, 화

학, 식물 생리학, 법의학, 대학 병원에서의 임상강의와 실습.)

Ÿ 공학 및 기계론적 철학의 기술 등의 분야로의 응용

Ÿ 화학의 기술 분야로의 응용

<표 3-1> UCL의 교육 분야들(1827), 출처: Statement by the Council of the

University of London, pp. 10-11.

28)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의 목표는 성직자나 신사들을 양성하는 것이었고(1850년대

이후 공무원 양성이라는 역할이 추가되었고), 1870년대 데본셔 조사위원회(Devonshire

Commission)의 조사 때까지도 실용적인 지식의 교육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스코틀랜드의 대학들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 시기 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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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주들의 자녀들이 상당수 입학하기는 했으나, 학생들 모두가 부유한 중

간 계층의 자녀들이었던 것은 아니었다.29) 종교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하였기에 UCL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통학하도록 되

어 있었다.30) 그 결과 학생들의 수업료가 훨씬 더 저렴해질 수 있었고, 그만큼

다양한 계층의 자녀들까지 포괄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개

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강의를 도입하여 직업을 가진 이들도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밖에도 대학 측에서 권장하는 교육 과정과는

무관하게, 학생들이 원하면 자격 시험을 보고 인정을 받아 고등반으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31) 그 결과 더욱 다양한 이들이 UCL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다.

이렇듯 다양한 이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UCL은 처음

부터 교수 강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UCL 설립에 참여했던 이들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의 문제점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대학에서 능력 있는

대학 교수가 임용되어도 그들이 학생들 교육에 관여하지 않고 대신 개별 칼리지

강사들이나 개인 과외 교사들이 학생들을 맡으면서, 교육의 질이 일관되게 유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 비용 역시 크게 증가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

보고 있었다. 이에 반해 18세기 지적 르네상스를 구가했던 스코틀랜드의 대학들

에서는 실력 있는 교수들이 직접 학생들 교육을 책임지면서 가르치고 있었다.

이는 독일 대학의 제도와도 유사했고, 독일 대학과 스코틀랜드 대학을 모방한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시스템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초기 UCL 설립자들에게

독일 대학과 스코틀랜드 대학, 그리고 미국 대학은 지적 자극을 부여하면서 모

범적인 사례를 제시했던 곳이었다.32) 결국 UCL 설립자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대

고등 교육기관으로는 UCL이 유일했다고 볼 수 있었다. Sanderson, Education, Economic
Change and Society in England 1780-1870, p. 54.

29) 1820년대에 런던에 대학을 세우려는 계획을 가장 먼저 구체화했던 캠벨은 대학 계획을

밝힌 글에서 대학이 봉사하는 대상이 1년에 400~500 파운드에서부터 몇 천 파운드까지의

수입을 버는 수도 런던의 중간 계급임을 분명히 하였다.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p. 47-48.

30) 일부 교파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파들을 포괄하려는 의도에서 종교

교육은 철저하게 그들의 부모와 그 자신에게 일임하였다.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 55.

31)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p. 52-53.
32) J. Yates, Thoughts on the Advancement of Academical Education in England,
(London: Baldwin, Cradock, and Joy, 1827), pp. 100-105,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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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도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특징들은 안 그래도 열악한 UCL의 재정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우선 칼리지가 없었으므로 수강료 외에는 다른 수입원을 기대

하기 힘들었다. 또한 평범한 소득 수준의 중간 계급 자녀들을 그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므로 수업료를 높게 책정하기 어려웠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 계획에

맞춰 그만큼 다양한 교수 채용이 선행되어야 했으므로 상당액의 교수 급료가 지

출되는 것을 감내해야 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UCL은 교수들의 급료를 초기

일정 기간 동안에만 보장하고, 이후에는 학생들의 수강료에 비례하여 지급하기

로 결정하였다.33) 이러한 결정은 이후 UCL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었는데, 그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잠시 미루고, 4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

기로 한다.

3.2. 드 모르간의 수학 교수 임용 과정

칼리지가 문을 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교수 채용이 선행되어야 했다.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26년 겨울, 잉글랜드의 대표적인 신문 『모닝 클

로니클』(Morning Chronicle), 『타임스』(The Times), 그리고 『글러브』

(Globe) 등에 UCL 교수 채용을 위한 광고가 게재되었다.34) 당시 큰 열정을 품

고 있었던 설립자들은 실력과 명성을 갖춘 이들을 UCL 교수로 초빙하고 싶어

했다. 언뜻 생각해보면, 산업, 경제 및 지식 문화의 중심지였던 런던은 학자들에

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었을 거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잉글랜드 교육의

중심은 단연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이었으나 실제 지적 문화가 가장 활발

하게 꽃피웠던 곳은 수도 런던이었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는 많은 학자들과 문

인들이 서로 교류하며 활동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잡지나 서평지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따라서 런던에서 교수가 될 경우, 구태여 지방 도시인 케임브리

지나 옥스퍼드까지 가지 않고도 학문 연구 및 교육에 매진할 수 있었다. 오히려

33)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 51.
34) 희랍어, 영어, 화학, 정치 경제학, 그리고 의학 등 총 24명의 교수를 채용하는 광고가 게

재되었다.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 53.; Rice, "Inspiration or Desperation?",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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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문화의 중심지에서 많은 학자들 및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연구에 활기를 불

어 넣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런던 북부 외곽의 미개발 지대에 세워진 UCL의 미래는 1820년대 후반

에는 아직 상당히 불확실해 보였다. 학문적 명성이나 전통의 부재를 차치하고라

도, 그 때까지 UCL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국교도들이나 개혁 성향의 인물들이 주축이 되었으므로 국교도 신자

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던 주류 학계로부터도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UCL의 불

확실한 미래와 세속적인 성격으로 인해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명성을 지

닌 이들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초기 교수직에

는 젊은 20, 30대 학자들이 대거 채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에딘버러 리뷰』 등

을 통해 명성을 얻었던 스코틀랜드 및 아일랜드 출신 학자들이나 미국 등 신생

대학에서 근무했던 이들, UCL 설립자들과 친분이 있었던 이들, 그리고 학계가

아닌 실무에서 명성을 쌓았던 이들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마도 1828년 10월 대학이 실질적인 개학을 앞 둔 상황까지도 일부 분야의 경

우 교수 채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고, 일부 채용된 교수들 중에

서도 불확실한 현실을 걱정하며 사직하는 이들이 나타났다.35)

UCL의 수학 교수 채용 과정 역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초기 수학 교

수직에 지원했던 이들 중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존

영(John R. Young)이나 홀 같은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이나 홀은

결국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UCL 수학 교수직을 포기

하였다.36) 이는 UCL이 비국교도나 유대인 등 다양한 종파의 학생과 교사들을

수용함으로써 국교도측으로부터 원성과 비판을 초래했던 것이 일부 지원자들에

게 부담이 되었음을 의미했다.37) 이후 1827년 여름에 UCL의 교과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런던대학 위원회의 성명서』가 나왔을 때, 수학 교수는 임용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수학 교과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제외되어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초기 UCL의 수학 교수직이 완전히 인기가 없었던 것도, UCL

이 수학 교과에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드 모르간의 전

기를 집필했던 부인 소피아에 따르면, 임용 공고가 났던 1826년 10월 30일부터

35)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p. 37-47.
36) 홀은 이후 국교도측이 런던에 설립한 KCL 수학 교수직에 지원하였고, 결국 그 곳 초대

수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37) Rice, "Inspiration or Desperation?",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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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모르간이 임용되었던 1828년 2월 11일까지 당시 UCL의 수학 교수직에 지원

했던 이들은 총 32명에 이르렀다.38) 그리고 지원자 가운데 능력이나 경력 면에

서 임용 위원회의 관심을 끌었던 인물도 여럿 있었다. 또한 초기 UCL은 수학

분야의 경우, “기초 수학”(Elementary Mathematics) 분야와 “고등 수학 및 수리

물리학”(Higher Mathematics and Mathematical Physics) 분야로 나누어 두 개

의 교수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비슷한 규모의 대학칼리지나 사관

학교 등에 수학 교수가 한 사람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그만큼 UCL이 초기에

수학 분야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특히, 초기 임용 위원회는 고등 수학 및 수리 물리학의 교수직에 저명한 수학

자를 임용하고자 했으므로, 이를 위해 당시 영국의 대표적 수학자로 평판이 높

던 배비지와 허셜을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었다. 1822년에 왕립 천문학회(Royal

Astronomical Society)에 차분기관(Differnce Machine) 제작을 제안하고 영국 정

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최초의 계산 기계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던

배비지는, 당시 영국의 수학계에서 상당히 저명한 인물이라 할 수 있었다.39) 또

한 허셜 역시 천체 연구를 통해 1821년에 왕립 학회로부터 코플리 메달(Copley

Medal)을 획득하고, 1826년에는 왕립 천문학회의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학자로

서 영국 과학계에서 상당한 신망을 얻고 있던 인물이었다. 이런 인물들을 고등

수학 및 수리 물리학 교수 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초기 UCL

이 수학 분야에 큰 공을 들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40)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비지와 허셜이 교수직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초대 수학 교수직에는 드 모르간이 최종 임용되었다. 드 모르간

이 1827년 12월 22일에 UCL의 수학 교수직에 지원한 이후, UCL의 임용위원회

38) S. De Morgan, Memoir, p. 24.; 라이스는 칼리지 문서 보관실(College Manuscripts

Archive)에 있는 지원서 자료를 참고해 1827년부터 1828년까지 런던대학 수학 분야 교수

좌에 지원했던 이들 가운데 총 31명에 관한 정보를 지원한 날짜와 지원한 교수좌 등의 정

보와 함께 표로 만들어 정리해주고 있다. Rice, "Inspiration or Desperation?", pp.

260-261.

39) 배비지의 차분 기계 제작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고호관, “찰스 배비지의 계산

기관: 정신 노동의 기계화와 정신 능력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40) 필립스는 UCL의 주된 설립자였던 브로엄이 수학을 일상의 도덕적·종교적 경험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수학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도덕성을 고양시키고자, 드 모르간과 함께

SDUK를 통해 수학 교재들을 집필하는 데 주력하였다고 주장한다. Phillips, "Augustus

De Morgan and the Propagation of Moral Mathematics", pp. 1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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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두 교수좌를 "수학(Mathematics)" 교수좌 하나로 바꾼 뒤 만장일치로 그를

초대 수학 교수로 결정하여 1828년 2월 23일에 정식으로 임용하였던 것이다.41)

여기에서 배비지나 허셜과 같은 유명한 수학자를 앉히려던 자리에 21살의 경

력 없던 드 모르간을 임용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히 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라이스는 1997년의 논문에서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무런

경력도 없던 드 모르간이 UCL의 초대 수학 교수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운에 더

해 UCL이 연구 기관이 아닌 교육 기관이었던 점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

장하였다.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과는 달리, 신생 UCL에서 교수들의 주된

임무는 연구가 아니었으므로 드 모르간이 취임 전에 별다른 연구 실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리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42) 라

이스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당시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

에서는 교수 강의가 학생들의 학부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었고,

대신 대학을 갓 졸업한 졸업생들이 칼리지 강사나 개인 과외 교사 역할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43) 그러나 UCL의 경우, 옥스퍼드나 케임브

리지 대학과는 달리 교수의 강의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의식 시스템을 채

택하고 있었다. 자연히 UCL에서 수학 교수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수와는

달리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 경우, 자신

의 시간을 전적으로 학생들 교육과 지도에 할애할 수 있었던 젊은 수학자는 자

신의 연구 업무에 바쁜 저명한 수학자와 비교해 승산이 있었다.

41) 그의 임용을 둘러싼 주변의 평가는 제각각이었다. “수학 교수좌에 임용된 것에 대해 드

모르간의 케임브리지 동료들 일부는 기뻐했고, 그것이 UCL과 드 모르간에게 잘 된 일이

라고 격려하며 서신을 보내왔다. 〔하지만〕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것을 기뻐했던 것은 아

니었는데, 가령 그가 법조계에서 성공할 거라 기대했던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UCL 교

수직과 같이 아직은 불안하고 급료도 의심스러운 직책을 갖는 것이 그에게 진정으로 손해

가 된다고 생각했다." S. De. Morgan, Memoir, p. 28.
42) UCL측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피콕이나 에어리 등의 추천서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만장일치로 드 모르간을 임용하였다. S. De Morgan, Memoir, p. 24.; 한편 라이스 역시

이에 더해, 드 모르간의 임용에는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재원

이었다는 점과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들의 긍정적인 추천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고 이야기한다. Rice, "Inspiration or Desperation??", pp. 268-271.

43) 이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들 일부가 자신의 연구에 매진하면서 교육에 그다지 관심

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이 시기에 교수들에게 교육보다 연구가 더 중요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전문적인 연구 이데올로기가 발전한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며,

1860년대까지도 전문적인 수학 연구는 대학이나 칼리지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

았다. Crilly, Arthur Cayley,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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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이 고등 수학 교수로 배비지나 허셜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무렵에도

UCL은 연구보다는 학생들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더욱이 UCL은 1826년

에 출판한 『런던 대학 안내서』(London University: Prospectus)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강의에 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권위를 행사

할 수 있을 만한 저명한” 인물들을 교수로 선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44)

그럼에도 중요한 수학 분야의 교수로 21살의 젊은 드 모르간을 임용하였다. 또

한 1827년 말에 신문 광고를 하면서도 두 교수좌를 광고했던 UCL이 드 모르간

을 임용하면서는 갑자기 두 교수좌를 하나로 축소시켰다. 라이스의 주장만으로

는 초기 수학 교수 임용 과정에서 떠오르는 의문들을 완전히 해소하기가 어렵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야

UCL 측이 드 모르간을 수학 교수로 임용하면서 수학 교수좌나 수학 교과 과정

과 관련해 어떤 의도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은 4장으로 잠시 미루고, 먼저 드 모르간의 수학 교

과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3.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의 특징

UCL은 기존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과는 달리 교수 강의 시스템을 채

택하고 있었으므로,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해당 분야의 강의가 어떻게 구

성되는지가 중요했다. 따라서 UCL은 교수 임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1828년 6

월 경 개학을 앞두고 홍보를 위해 『두 번째 성명서』를 발간하여 UCL의 교과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총 교육 연한은 4년으로 구성되어 있

었는데, 그 중 1학년과 2학년에는 기본적인 교양 교육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그리고 수학이 기초부터 고등 분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

런 다음 3학년에는 자연 철학과 논리학, 그리고 화학 등이 계획되었고, 4학년에

는 법학, 정치 경제학, 도덕 및 정치 철학 등 기존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

44) London University, Statement by the Council of the University of London, explanatory
of the nature and objects of the institution (London: Longman, 1827), “Appendix:

Prospectus”,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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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는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던 최신의 전문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수학 과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1

시간 30분씩 일주일에 세 번 교육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이 때, 칼리지 측이

추천하는 교육 과정에서는 총 4년의 교육 과정에서 첫 2년 동안 배우는 과목으

로 규정되었으나,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도 원한다면 고등 수학을 수강할 수 있

도록 배려하였다. 3학년부터 교육되는 분야들 대부분이 주로 일주일에 1시간씩

1년 동안만 교육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수학 교육은 전체 교육 과정에서 상당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45)

그렇다면 이제 드 모르간이 계획했던 수학 교과 과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도록 하자. 드 모르간은 임용 후 출판된 『두 번째 성명서』에서 자신

의 수학 교과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였는데, 거기에서 수학은 크게 기초

수학과 고등 수학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리고 기초 수학과 관련해서는, ‘토목

공학과 같은 실용적인 전문 직업 분야를 꿈꾸는 이들에게 필요한’ 분야들로 구

성할 것이라 밝혔다. 그런 다음 ‘이 강의 수강을 위해 필요한 유일한 사전 지식

은 사칙 연산을 숙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기초 수학의 분야들을 살펴보면, 그의 교과 과

정이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수준 높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3-2> 참

조). 예를 들어 기하학의 경우, 유클리드의 첫 6권을 모두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평면 기하에서부터 다면체 기하학을 논하는 입체 기하까지를 포괄하고 있었고,

대수의 경우에는, 대수 기호를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수열 및 로그에 관한 논의

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삼각법의 경우에는 평면 삼각법을 가르친 뒤 곧

바로 구면 삼각법에 관한 논의까지 가르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46) 이는

산술, 대수, 기하, 그리고 삼각법에 관한 기본 지식을 이미 대학 입학 전에 문법

학교 등에서 배우고 오는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입학한 뒤 첫 2년 동안 배

우는 순수 수학 분야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었다.47)

2학년부터는 고등 수학 강의를 계획하였는데, 여기서 드 모르간은 고등 수학

분야의 “범위가 매우 폭 넓어서, 주로 자연 철학 공부를 위해 필요한 분야들에

한정"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였다.48) 그런 뒤 그가 가르칠 분야들을 <표 3-3>와

45) London University, Second Statement, pp. 20-22, 42.
46) London University, Second Statement, pp. 42-44.
47) Wright, Alma Mater, Vol. 2, pp. 15-58

48) London University, Second Statement,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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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학 교수 요목

평면 기하

유클리드의 첫 6권; 그와 관련된 대수적 논의들; 유클리드와

대수학자들이 각기 받아들이는 비율의 정의 사이의 관계; 기하

학의 역사

입체 기하

직선과 평면, 그리고 그것들의 교차에 관한 정리; 입체 기하의

원리들; 구면삼각법과 관련한 구의 성질들; 원뿔, 원기둥, 그리

고 다면체의 기하학; 대수와 삼각법의 응용

도형 기하 직선과 평면의 기본 성질들, 곡률과 평면의 구성

대수

대수 기호의 설명: 문제 풀이에서 대수 기호가 가지는 효과에

대한 설명; 기본적인 대수 및 산술 연산의 증명; 간단한 방정

식 풀이; 비율; 불가분량의 개념; 2차 방정식의 풀이; 치환법칙

과 교환법칙; 이항 정리; 수렴 수열과 근의 풀이의 응용; 불확

정 계수와 응용 정리; 산술 및 기하 순열; 수렴 수열의 급수를

추측하는 방법; 수의 성질에 관한 철학적 논의; 십진법과 그

외의 기호 체계에 관한 설명; 소수; 산술 법칙의 증명; 로그 이

론과 풀이; 표 작성을 위한 수렴 수열의 논의; 대수학의 역사

평면 및

구면 삼각

법

구면 삼각법과 평면 삼각법의 기본 성질과 풀이; 평면 도형과

구면 도형의 면적 측정; 높이와 길이의 측정; 각도 측정 도구

설명; 이 분야의 역사

<표 3-2> 1828년의 기초 수학 교수 요목, 출처: Second Statement, pp.

42-44.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의 고등 수학 교과 과정을 살펴볼 때, 그가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다양하고 심화된 분야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역학이나 광학과 같은 대표적인 혼성 수학49)의 분야

들이 제외되어 있었을 뿐, 고등 수학에 해당되는 상당한 영역의 분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기하학의 경우 원뿔 곡선론을 비롯하여 대수 기하

49)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우, 수리 과학의 분야들을 순수 수학과 혼성 수학, 그리고 천문학의

세 분야로 나누었는데, 이 가운데 혼성 수학은 일반적으로 역학, 광학, 유체정역학, 천문

학, 그리고 뉴턴의 『프린키피아』의 내용 등을 포함하는 분야였다. Crilly, Arthur Cayley,
pp. 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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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수학 교수 요목

원뿔

곡선론

기하학적으로 증명되는 주요 성질들; 아주 간단한 대수 및 삼각법

의 응용들

초월

대수

연분수(Continual Fractions); 방정식론; 방정식 풀이의 근사 해법;

삼각법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의 응용; 부정 해석학; 기타 여러 논의

들

투영법

일반적인 투영법; 직선 원근법; 구체 투영법; 입체 및 구형 투영법

과 메르카토르 투영법; 해시계 제조술의 원리와 그것의 기하학적

응용, 특별히 원뿔 곡선에 대한 응용

삼각

해석

각 해석(Analysis of Angular Sections); 사인과 코사인 지수 법칙

의 발전; 삼각형의 선분 길이의 변화와 각 사이의 관계; 측지선 구

하는 방법에 사용되는 주요 법칙

대수

기하

대수적 양의 기하학적 작도; 위치 기하학의 원리; 곡선 분류; 1차

곡선으로 간주되는 직선과 2차 곡선으로 간주되는 원뿔 곡선; 3, 4

차 방정식의 해 작도; 3차원 해석의 일반 원리; 직선; 1차 표면으로

간주되는 평면; 2차 표면으로 간주되는 구, 원뿔, 그리고 원기둥에

관한 논의

미분법

극한 이론의 원리; 다변수 함수 미분; 편미분에 관한 설명; 테일러

와 맥클로린 정리와 그것을 최소 및 최대 정리, 곡선과 면적 이론,

그리고 특히 접선과 법선 등에 응용한 것; 함수의 급수 전개; 접촉

이론(Theory of Contact); 차분 계산의 원리; 보간법; 미분법의 개

발과 발전의 역사; 미분법을 쉽고 엄밀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특히 라그랑쥬의 방법

적분법

가장 간단하고 매우 유용한 함수들을 적분하는 방법; 근사법과 그

것을 구장법, 구적법, 그리고 체적 결정에 응용한 것; 미분 방정식

이론과 자연 철학에서 가장 유용한 미분 방정식의 풀이; 차분 적분;

변분학과 관련 문제 풀이

확률

이론

사건 발생의 경우를 추정하는 방법; 쉬운 문제 풀이; 연금이나 보

험, 그리고 상속과 같은 문제들에 응용한 것

<표 3-3> 1828년의 고등 수학 교수 요목, 출처: Second Statement,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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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주제들을 다루었고, 미분과 적분의 경우에도 매우 다양한 정리들과 문

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응용 수학50) 분야들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가령, 지

도 제작 및 해시계 제작과 관련된 투영법을 포함했던 것이나 자연 철학과 관련

된 미분방정식에 관해 가르치고자 했던 것, 그리고 연금이나 보험과 같은 매우

실용적인 문제들을 통해 확률 이론을 소개하고자 했던 것 등은 응용 수학에 대

한 그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초기 드 모르간은 혼성 수학의 분야들을

제외한, 순수 수학과 응용 수학의 분야들을 최대한 자신의 교과 과정으로 포함

시켜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계획하고 있었다.51)

사실 그가 다른 교수들에 비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 늦은 1828년 2월 말에

임용되었음을 감안할 때, 그가 『두 번째 성명서』에서 자신의 수학 교과 과정

에 대해 설명할 때 그것은 다소 서둘러 구성되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대학을 갓 졸업한 그가 수학 교과 과정을 구성하는 과정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케임브리지 대학 학부 시절의 공부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

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경우, 그의 수학 교과 과정은 케임브리지

대학과 유사하게 순수 및 혼성 수학 분야 모두를 포함한 보다 광범한 수학 분야

들로 구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1828년에 소개된 그의 수학 교과 과

정은 예상과는 달리, 혼성 수학 분야들이 대거 제외되고 주로 순수 수학 분야들

만으로 구성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렇다면 드 모르간은 실제로도『두 번째 성명

서』에서 밝힌 대로 학생들을 가르쳤을까? 그리고 순수 수학의 분야들을 가르치

면서도 수리 물리 과학의 내용들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순수 수학적으로만 접근

했을까?

UCL에서는 모든 분야마다 각각 강좌별 학기말 시험을 시행하여 해당 강좌의

내용을 잘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하였으므로 드 모르간이 1831년 여름에 그가 강

의하는 반 학생들에게 출제했던 학기말 시험 문제들은 그의 실제 수학 교육 내

용 및 방식에 대해 의미 있는 대답을 해줄 수 있다.52) 이즈음에 이르러 드 모르

50) 이 시기 응용 수학(Applied Mathematics)라는 용어는 혼성 수학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혼성 수학의 분야들과 구분 지으면서 수학이 응용되었던

분야들을 지칭할 것이다.

51) London University, Second Statement, pp. 44-45.
52) 1831년 요람에 표현된 이 시험의 명칭은 ‘midsummer examination’이다. 그러나 UCL에서

는 모든 분야마다 각각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그리고 학기말에 성적표를 교부하는 정규

시험을 시행하였다. London University, The London University Calendar of 1831, p. 2.
그렇다면 각 반이 대략 반 년 정도로 진행되었고, 1학년 초급반부터 시작해 2학년 심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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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각 학년에 심화반을 따로 만들었는데, 초급반이 모든 학생들이 수강하도록

구성된 것이었다면, 심화반은 초급반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 우수하거나 원하

는 학생들에 한해 보다 심화된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었다53).

먼저 1학년 초급반의 수학 시험 문제들을 살펴보면(<표 3-4> 참조), 방정식

풀이 문제나 식의 계산과 같은 대수 문제들과 평면 도형의 작도 및 증명과 같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54) 여기서 기하

학 문제의 경우, 6번과 7번은 사각형과 삼각형에 관한 문제로 유클리드 『원

론』 1권과 2권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8번과 9번은 각각 비율(ratio)과 제곱비에

관한 문제로 『원론』 5권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출제했을 무렵, 학생들은 1828년의 계획에 따라 유클리드의 『원론』 제

1권부터 6권까지의 내용을 학습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대수의 경우를 살

펴보면, 1828년에 수열의 급수나 진법, 이항정리, 그리고 로그까지 계획했던 것

에 비해 문제의 난이도나 범위가 비교적 제한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가 계획했던 순수 수학의 분야들을 대체로 포괄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1학년 심화반 수학 시험 문제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 시험에서는 전

체적으로 평면 및 구면 삼각법의 내용과 도형 기하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

다(<표 3-5> 참조).55) 1, 2, 3, 8, 그리고 9번은 평면 및 구면 삼각법에 관한 내

용이었으며, 4번과 5번은 도형기하에 관한 문제, 그리고 6번과 7번은 1828년의 2

학년 과정의 초월 대수 부분에 해당했다. 다만 1828년에 계획했고, 1831년의 요

람에 다시 적시했던 입체 기하에 관한 문제는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면 및 구면 삼각법 문제들이 추상적인 기하학적 문제들로 환원되어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주제를 가르쳤던 방식 역시 1학년 초급반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순수 수학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까지 그가 가르쳤던 모든 반을 대상으로 일시에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요람의 수학

강의 소개란에 수학 교수 요목을 대신해 정식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 midsummer

examination은 각 반의 강의를 모두 진행한 뒤에 시행되었던 학기 말 최종 평가 시험임을

알 수 있다.

53) London University, The London University Calendar (1831), pp. 50-52.
54) London University, The London University Calendar of 1831, pp. 53-54.
55) London University, The London University of 1831,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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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초급반

1. 다음 식     

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2.        
     
     

일때,


를 구하고 약분하시오.

3.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a) 

  

 
 




 


 

(b)

  


  


  


(c)





 


(d)



  

  


  
   

4. 1800파운드 중 600파운드는 1년 내에 지불해야 하고, 나머지는 2년 내

에 지불해야 하며, 단리 이자가 [연] 4퍼센트일 때, 1800 파운드의 현가는 얼

마인가?

5. (a)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4이고, 곱이 64일 때 세 수를 구

하시오.

(b)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a이고 곱이 b일 때 세 수를 구

하시오.

6. 왼쪽 그림에 주어진 다각형과 넓이가 같아지도록 주어진 오른쪽에 주어

진 선분 위에 [그 선분을 밑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리시오(그림이 빠져

있음).

7. 이등변 삼각형 ABC의 꼭짓점에서 밑변까지 직선 AD를 그을 때, BD와

DC를 두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과

AD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차와 같음을 보이시오.

8. 삼각형의 한 변과 평행하게 그은 직선이 다른 두 변을 서로 비례하는

부분들로 나눔을 보이시오.

9. 제곱비라는 용어를 정의내리고, 서로 닮은 삼각형들과 다각형들의 경우,

각각의 대응하는 변들이 서로 제곱비의 관계에 놓임을 보이시오.

<표 3-4> 1830년의 1학년 초급반 여름 수학 시험 문제, 출처: The London

University Calendar (1831), p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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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심화반 (여름 시험. 1830.)

1. 어떤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각각 27.04와 74.67이고, 그 사잇각이 117°

20′일 때, 나머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2. 구면 삼각형 ABC에서, ∠C = 90°, ∠A = 23°27′42″, 그리고 AB=

10°39′40″ 일 때, 남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3.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구면삼각형 ABC의 남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

를 구하시오.

C= 36°45′28″

a= 84°14′29″

b= 44°13′45″

4. AB가 CD가 놓여있는 평면에 수직일 때, AB에서 CD에 직각이 되도록

선을 그으면 모두 CD의 같은 점에서 만나는가?

5. 두 평면이 세 번째 평면에 45°의 각을 이루면서 기울어져 있고, 두 평면

이 세 번째 평면과 만나 이루는 교선들이 서로 45°의 각을 이룬다. 이 때 두

평면은 서로 어떤 각도를 이루는지 구하시오.

6. 다음을 보이시오.56)

   


 



&c., 단    
    

   

&c.

7. 와
 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8. 직각 구면 삼각형의 해를 구하는 식을 증명하고, 그것을 사분 삼각형에

어떻게 응용하는지 설명하시오.

9. 보삼각형(supplemental triangle)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그것의 성질을

증명하시오.

<표 3-5> 1830년의 1학년 심화반 여름 수학 시험 문제, 출처: The London

University Calendar (1831), pp. 54-55.

이제 2학년 초급반 시험 문제를 살펴보자(<표 3-6> 참조). 먼저, 시험의 처음

세 문제로 1학년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던 입체 기하의 문제가 등장함을 알

56) 드 모르간은   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가 되고,
     이 된다. De Morgan, The Elements of Algebra Preliminary to
the Differential Calculus (London: Taylor and Walton, 1837), p. 47.



- 75 -

2학년 초급반 (여름 시험. 1830.)

1. 피라미드와 원뿔의 부피는 각각 동일한 밑면과 높이를 지니는 프리즘과

원기둥의 부피의 1/3임을 보이시오.

2. 주어진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 다음을 결정하시오.

(a) 교점

(b) 두 직선이 만나 이루는 각

(c) 교점을 통과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

3. ɑ, β, γ와 α′, β′, γ′가 3차원 좌표 공간에 있는 두 직선이 각각 좌표

축들과 이루는 각의 크기이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δ일 때 다음

을 보이시오.

cos  cos cos′ cos cos′  coscos ′
  cos  cos  cos

4. 방정식의 양근과 음근의 최대 및 최소값의 극한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

하고, 그 결과를 다음의 방정식에 응용해 보시오.

        

5. 곡선의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되는 곡선들과 그렇지 않은 곡선들을 서로

구분하시오.

6. 미분 계수를 정의하고 다음의 방정식에서 

를 구하여라.

 
 

 


      

7. 어떤 경우에 테일러와 맥클로린의 정리가 적용되지 않는지를 보이면서 그

정리를 유도해 보시오.

8.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를 구하시오.

   

  tan 

  


그리고 가 일 때 을 의 멱으로 전개하시오.

<표 3-6> 1830년의 2학년 초급반 여름 수학 시험 문제, 출처: The London

University Calendar (1831), pp. 55-56.

수 있는데, 아마도 2학년의 첫 번째 강의 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4번에서

초월 대수가, 5번에서 대수 기하 문제가, 그리고 마지막 세 문제에서는 미·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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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논의되었다. 1828년의 계획과 비교해보면 원뿔 곡선에 관한 문제가 빠져

있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1828년의 계획과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입체 기하나 미적분 관련 문제에서도 잘 드러나듯, 교수 방식 역시 관련 수리

물리학적 논의는 모두 제외한 채 오로지 순수 수학적인 계산으로만 진행되고 있

었다.57)

마지막 2학년 심화반의 시험 문제 역시 앞의 세 반의 문제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1828년의 교수 요목과 비교할 때 투영법이나 확률이론, 그리고 삼

각 해석 등에 관한 문제들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분

야들은 1831년 요람의 교수 요목에도 제외되어 있는데, 이를 감안할 때 1830년

경에는 실제 교육과정에서도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58) 그렇

다면 드 모르간이 실제 가르친 수학 교육의 범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응용 분야

들이 제외되고 완전히 순수 수학 분야들에만 한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이 시험에서는 미·적분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심

화반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에 관한 문제들이 오로지 순수 수학적 계

산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7> 참조). 응용의 차원

을 고려하여 혼성 수학의 주제들을 통해 미적분학의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수학 계산 문제들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살펴본 모든 시험 문제들을 감안할 때, 그의 수학 강의실에서는 응용

수학 및 혼성 수학적 논의들이 배제된 채, 오로지 순수 수학적 계산의 측면으로

만 일관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순수 수학적인 교과 과정은 단지 초기의 특징으로만 끝나지 않

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이는 UCL의 요람 출판이 공

식적으로 다시 부활되기 시작했던 1853년의 요람에 포함되어 있는 수학 교수 요

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3-8> 참조). 이에 따르면, 1학년 초급반의

경우, 유클리드 『원론』을 1권에서 6권까지 다루는 대신 삼각법은 평면 삼각법

까지만 다루면서, 대신 산술 및 대수 분야의 기초 내용들을 차근차근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2학년부터는 구면 삼각법에서부터 원뿔 곡선론,

57) London University, The London University Calendar of 1831, pp. 55-56.
58) London University, The London University Calendar of 1831, pp. 56-57.

59) 드 모르간은 자신의 책에서 log를 의 산술 로그(arithmetical logarithm), 그리고

 를 의 ‘일반 로그(more general logarithm)’라고 설명한다. De Morgan, The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London: Baldwin and Cradock, 1836),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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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심화반 (여름 시험. 1830.)

1. 다음을 적분하시오.




,  , sin cos  ,     , 그리고

 59)

2. 다음의 방정식을 적분하시오

(a) 

 

 
 


 

 .

(b) 


    .

(c) 



 


   cos

(d) 
 



 


 

(e)   

(f) 

  


  

(g)     

(h)    

(k)         .

3. (c)와 (d)를 적분하는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시오.

4. 두 개의 원 모양의 절단면이 하나의 타원체의 모든 점을 통과함을 보이

시오.

5. 방정식 (h)가 일반적인 전개가능곡면임을 증명하시오. 방정식 (h)가 참이

되도록 하는 평면의 점들의 곡률의 특징은 무엇인가?

6. 한 평면의 모든 점에서 서로 직각을 이루는 최대 및 최소 곡률의 법선

절단들(normal sections)이 존재함을 증명하시오; 그리고 이러한 법선 절단

의 곡률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다른 절단의 반지름은, 그것이 법선이든

아니든 간에,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이시오.

<표 3-7> 1830년의 2학년 심화반 여름 수학 시험 문제, 출처: The London

University Calendar (1831), pp. 56-57.

고등 대수, 그리고 미적분의 분야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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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초급반

1. 산술과 비례 이론

2. 유클리드 제 1권에서 4권.

3. 유클리드 6권

4. 라드너의 『유클리드』의 입체 기하 1권

5. 대수, 1차 방정식론

1학년 심화반

1. 유클리드 5, 6권

2. 라드너의 『유클리드』의 입체 기하 1권

3. 산술의 원리와 연산 복습

4. 대수(로그의 성질과 사용을 포함하여)

5. 평면 삼각법(측정을 포함하여)

2학년 초급반

1. 구면 삼각법

2. 원뿔 곡선론

3. 대수의 기하학의 응용

4. 고등 대수

5. 미적분학

2학년 심화반

초급반 내용을 확장한 내용.

기술 분야 및 그 밖의 필요를 위해 해석학자가 되려는 이들

이 배워야하는 분야들.

<표 3-8> 1853년 『요람』의 수학 교과 과정, 출처: The London University

Calendar (1853), pp. 7-8, 23-24.

에도 혼성 수학의 분야나 주제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즉, 1850년대까지도 그의

수학 교과 과정은 순수 수학 분야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60)

그런 탓에 드 모르간의 수학 강좌는 훗날 순수 수학 강좌로 기억되었다. 우선

그의 교수좌의 공식 명칭이 수학 교수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은 스

승을 ‘순수 수학’ 교수로 기억하였다. 예를 들어, 제자였던 테일러(Sedley Taylor,

1834-1920)는 “드 모르간이 UCL의 순수 수학 교수로서 정규적으로 네 개의 강

좌를 진행”하였으며, “그의 강의들은 순수 수학의 전 영역들을 체계적인 방식으

로 포괄하고 있었다”고 회고하였다.61) 드 모르간이 수학 교수직을 사퇴한 이후,

60) Rice, “Mathematics in the Metropolis”, p. 380. 재인용.

61) S. De Morgan, Memoir, pp.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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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에서 그의 수학 교수좌의 성격 역시 순수 수학 교수좌로 규정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1865년경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이 해에 UCL에서는 자

연 철학 교수였던 리차드 포터(Richard Potter)가 사임하면서 자연 철학 교수좌

가 '수리 물리학'(Mathematical Physics) 교수좌와 '실험 물리학'(Experimental

Physics) 교수좌로 나뉘었다. 이 때 수리 물리학 교수좌에는 토머스 헐스트

(Thomas A. Hirst)가 임용되었는데, 곧이어 1867년에 드 모르간(Augustus De

Morgan)이 수학 교수직을 사임하자 헐스트가 그 교수직까지 이어받으면서 그의

교수좌는 '순수 및 응용 수학'(Pure and Applied Mathematics) 교수좌로 이름이

변경되었다.62) 수리 물리학 교수좌와 드 모르간의 수학 교수좌가 합쳐지면서 순

수 및 응용 수학 교수좌로 명명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혼성 수학이나 응용 수학

이라는 용어가 실질적으로 수리 물리학의 분야들을 의미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드 모르간의 수학이 순수 수학으로 규정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이는 그만

큼 드 모르간의 수학 교육이 순수 수학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후 업무량이 과다했던 헐스트가 응용 수학 분야를 거의 가르치지 않

으면서 그의 교수좌는 또 다시 ‘수학’ 교수좌로 바뀌었다. 그리고 대신 이전의

수리 물리학 교수좌에 할당되었던 분야들을 가르치는 자리로 “응용 수학 및 역

학Applied Mathematics and Mechanics” 교수좌가 신설되면서 그 자리에 무어

(T. B. Moore)가 임용되었다.63) 즉, 수리 물리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응용

수학 분야들을 가르치는 응용 수학 및 역학 교수좌가 수학 교수좌와 따로 구분

되어 존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때 수학 교수좌가 순수 수학 교수좌의 성격

을 지니고 있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드 모르간의 순수 수학 교육은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인 것

이었을까? 그의 교과 과정은 2장에서 살펴본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우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당시 수학 교과 과정의 일반적인 형태였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우가 특수한 경우였을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은

전통적인 대학과는 구분되는, 런던의 신생 대학칼리지들만의 독특한 특징이었을

까? 아래에서 당시 대학칼리지 이상 수준의 수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던 여러

62) Bellot, "Chart 4. Growth of University of London University College From 1826 to

1926, Faculty of Science" in University College London 1826-1926.
63)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p. 311,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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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수학 교육의 모습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실마리를 찾아볼

것이다.

3.4. 1820, 30년대 영국 고등 교육 기관들에서의 수학 교과

과정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이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비슷한 수준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수학을 어떻게 가르쳤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잉글랜드의 전통적인 두 대학 가운

데 하나였던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를 살펴보자. 18, 19세기 동안 옥스퍼드 대학

은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가령, 18세기의 에드먼드

핼리(Edmond Halley, 1656-1742) 이후에는 교수진들 가운데 일류급 수학자들이

드물었다.64) 더구나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수학 교육 및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던

존 포벨(John Fauvel)에 의하면, 교수들은 수학 연구나 교육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으며, 지적 관심 역시 매우 다양하여 수학에만 몰두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당시에도 이미 옥스퍼드의 수학 교육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시 옥스퍼드 대학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졸업시험 같은,

수학 공부를 위한 제도적 유인이 별로 없었던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65)

64) I. W. 버스브릿지(I. W. Busbridge)는 핼리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점차 수학이 발전

해나간 데 반해,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일류급 수학자들이 드물어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

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육 제도의 문제를 든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 제

도의 개혁이 필요했는데, 1820년대에 이르러서야 옥스퍼드 대학에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

작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I. W. Busbridge, “Oxford Mathematics and

Mathematicians” in a Mathematical Institute pamphlet (1974), 포벨 역시 케임브리지 대

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에 관한 오래된 이미지, 즉 케임브리지 출신들의 수학 능력이

우수한 데 반해 옥스퍼드 출신들의 수학 실력은 그리 우수하지 못하며 대신 옥스퍼드 출

신들은 인문학적 분야에서 우수성을 보인다는 견해를 인정한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케임

브리지 대학의 수학졸업시험과 경쟁적 수학 학습 분위기를 꼽는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

우, 19세기 중반까지도 고전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수학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치

러야 했지만,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수학 분야에서 경쟁적 분위기나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John Fauvel, “800 Years of Mathematical Traditions", “Georgian

Oxford" in Oxford Figures: 800 Years of the Mathematical Sciences eds. by J. Fauvel,

R. Flood and R. Wils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1~28, 151~168.

65) Anonymous, "On University of Education-Oxford", Quarterly Journal of Education 2
(1831),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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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벨은 당시 옥스퍼드 대학 출신 졸업생들의 서신 및 일기 등을 조사해 그들이

학생 시절 읽었던 독서 자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1760년경까지

도 학생들은 수학 서적을 거의 읽지 않았다. 그리고 포벨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이는 같은 시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특히 수학

분야가 중시되면서 이후 훌륭한 수학자 및 과학자들이 다수 배출되었던 것과 분

명하게 비교되는 것이었는데, 18, 19세기를 연구했던 수학사학자들이나 과학사학

자들의 관심이 주로 케임브리지 대학에 집중되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

였다.66)

물론 1820년대 무렵부터는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지

만, 그 영향은 미미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시험이 수학 교육 및 과학 교

육의 향상에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19세기

들어서면서 수학 시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67) 그리고 1820년대 후

반부터는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케임브리지 대학처럼 수학 필기 시험이 도입되었

다. 하지만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 시험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매우 적었고, 수

학 시험의 결과가 케임브리지 대학만큼이나 중요한 의미와 지위를 지니지도 않

았다. 또한 수학 교육의 수준이나 범위 역시 케임브리지 대학에 비해 확실히 낮

은 수준의 것이었다. 이는 1850년의 왕립 대학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Universities)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지속되었

다.68)

그렇다면 이런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루어졌던 수학 교육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 수학이나 물리 과학의 분야들은 필수

교과가 아니었다. 체계적인 교과 시스템이 부족했고, 그저 각각의 칼리지들에서

66) 역사가들 가운데 18, 19세기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수학 및 과학 연구에 대해 관심을 기

울였던 학자는 드물었다. 그 결과 이 시기 옥스퍼드 대학과 관련된 수학사 연구는 포벨의

연구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Fauvel, “800 Years of Mathematical Traditions”, pp. 1~28;

“Georgian Oxford”, 151~168.

67) 1827년 배이든 파월(Baden Powell)은 옥스퍼드 대학의 기하학 교수에 취임하면서 초대

강연을 통해 옥스퍼드 대학의 과학 교육의 결점들을 지적하면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주

장하였다. 이후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수학 시

험이 도입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De Morgan, “State of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s in the University of Oxford", Quarterly Journal of Education 4

(1832), pp. 191-208.

68) G. Howson, A History of Mathematics Education in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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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선택해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수준이었

다. 학생들의 수학 및 물리 과학에 관한 지식은 아주 저조한 편이었고, 상당수

학생들은 학문 연구와는 상관없이 대학을 통과 의례 정도로 간주하여 나태한 생

활을 이어가고 있었다.69)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 UCL의 『두 번째 성명서』와

같이 구체적인 교과 과정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인쇄물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출판된 요람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다행히도 1831년에 출

판된 『교육 계간지』(Quarterly Journal of Education)에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및 과학 교육에 대해 다룬 글이 들어 있어 이를 통해 이 시기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육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820년대 수학 시험의 도입과 함께 옥

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과 과정에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학생들 중

에 이 시험에 관심을 기울여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

했던 것이다. 따라서 위 글에서는 옥스퍼드 대학의 일반적인 교육 체제 및 학위

제도 등에 더해 수학 시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일반

적으로 공부하는 분야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시험에서는 주요 주제들을

선정해 한 주제 당 대략 아홉 문제 정도를 출제했는데, 그 주제들을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았다.70)

- 해석 기하학, 삼각법의 원리들

- 미·적분법, 그것의 응용

- 뉴턴의 『프린키피아』의 첫 세 섹션의 내용, 천체 역학을 포함하는 역학

지식

69) Quarterly Journal of Education 7 (1834), p. 50-53.; Quarterly Journal of Education 4

(1832), p. 191. 18세기 이후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일류급 수학자들

도 배출되지 않게 된 것에 대해 버스브릿지(Busbridge)는 그 원인으로 교육 제도의 문제

를 든다. 그러면서 1820년대 무렵부터는 옥스퍼드에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강조

한다. 이 시기에 필기 시험이 도입되고 이후 1835년 무렵부터 과학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옥스퍼드의 개혁은 1850년의 왕립

대학 조사 위원회(the Royal Commission on the Universities)의 활동으로 가속화되었는

데, 이후 점진적으로 과학 및 수학 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20세기 들어 옥스퍼드와

전 세계의 수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 미친 하디(G. H. Hardy)나 화이트헤드(J.H.C.

Whitehead) 등의 등장을 보게 된다고 설명한다. I. W. Busbridge, “Oxford Mathematics

and Mathematicians” in a Mathematical Institute pamphlet (1974),

http://www.maths.ox.ac.uk/about/history에서 내려 받음.

70) Anonymous, "On University of Education-Oxford", p. 9.;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s at Oxford", Quarterly Journal of Education 4 (1832), p. 201



- 83 -

- 유체정역학, 광학, 평면 천체학.

이에 따르면, 이 시기 옥스퍼드의 수학 교육에서는 기초 수학보다는 미적분

등을 포함하는 고등 수학 분야들이나 역학과 유체정역학, 광학, 그리고 천문학

등을 포함하는 혼성 수학의 분야들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대

수나 유클리드 기하학 등의 순수 수학 분야들의 비중은 매우 적었으며, 해석 기

하학이나 삼각법 정도를 배운 뒤에는 곧바로 미적분학을 공부한 뒤 역학이나 유

체 정역학, 그리고 광학 등의 혼성 수학의 분야들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는 UCL

에서 드 모르간이 기초 및 고등 순수 수학 분야들을 광범위하게 가르치면서 혼

성 수학의 분야들을 철저하게 배제했던 것과 분명히 비교되는 모습이었다.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육이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케임브리지 대학과 유

사하게 혼성 수학 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드 모르간

이 주로 순수 수학만을 가르쳤던 것은 전통적인 대학과 런던의 신생 대학과의

차이에서 기인했던 것이었을까? 이를 위해 비슷한 시기에 런던에 새롭게 설립되

었던 런던 킹스칼리지(KCL)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KCL은 비국교도측

에 의해 1826년 경 런던에 UCL이 설립되자, 이에 자극받은 국교도측이 1829년

경에 설립한 대학칼리지였다. KCL이 UCL이 설립된 후 곧바로 설립되었기에

KCL의 수학 교수직에 지원했던 이들은 상당 부분 UCL의 수학 교수직에 지원

했던 이들과도 겹쳤다. 가령, KCL의 초대 수학 교수였던 홀은 드 모르간보다 6

개월 가량 앞선 1827년 여름에 UCL 수학 교수직에도 지원했던 수학자였다. 케

임브리지 대학 매그덜린(Magdalene) 칼리지 출신으로 1824년 다섯 번째 우등졸

업생으로 졸업했던 그는 당시 UCL의 불확실한 미래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강력한

수학 교수 후보였다. 실제 UCL의 교수 임용위원회에서는 홀의 지원서를 검토한

뒤 곧바로 면접에 임할 것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홀은 지원한 뒤 얼마 안 되어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였다.71) 그리고 몇 년 뒤 KCL의 수학 교수직 공고가 나자

곧바로 그 곳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드 모르간과 홀이 각각 UCL와 KCL의 수학 교수가 된 뒤 운영한 수

학 교과 과정은 서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단적으로 말해 홀의 수학 교육 범

위는 혼성 수학 분야들을 포함하여 상당히 폭 넓은 수학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

71) 홀이 지원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Rice, "Inspiration or

Desperation?", p. 261,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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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KCL의 수학 교육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고등반의 수학 교육 과정을 자

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홀이 고등반에서 가르쳤던 수학 교과 과정에 대한

자세한 공식 기록은 1833년의 KCL 요람에서 처음 나타난다.72) 이에 따르면, 홀

의 수학 교과 과정은 총 3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미 첫 해에 유클리드의

원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술 및 대수, 삼각법, 로그, 원뿔 곡선론, 그리고 역학의

정리 등 순수 수학 분야들에서부터 혼성 수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학

분야들을 매우 빠르게 가르치면서 진도를 나가고 있었다. 이는 드 모르간이 1학

년 교육 과정에서 순수 수학 분야들을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게 가르친 것과 비

교되는 것이었다. 홀은 2학년부터는 원뿔 곡선론과 같은 고등 순수 수학 분야는

물론, 역학이나 뉴턴의 『프린키피아』와 같은 혼성 수학 분야들의 교육을 본격

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3학년부터는 3차원 입체 기하학이나 구면삼각법, 그

리고 미분 방정식과 같은 고등 순수 수학 분야들을 소개하는 한편, 수력학이나

광학, 그리고 천문학 등의 혼성 수학의 분야들까지 폭 넓게 가르치고 있었다. 드

모르간의 교육 내용과 비교할 때 혼성 수학의 비중이 컸던 것은 확실했다.73)

이러한 교육 내용은 1848년의 『요람』에 소개되어 있는 수학 교수 요목의 내

용과도 매우 유사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위해 1833년과 1848년의

『요람』의 내용을 함께 비교해보도록 하자. 우선, 1학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1833년에 비해 1848년에는 화법기하학이 추가되고 미적분학의 내용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 눈에 띈다. 1833년에 비해 혼성 수학의 분야들이 2학년으로 넘어가

면서 대신 1학년 시기 동안에는 순수 수학의 분야들을 기초에서부터 고등 수학

의 분야까지 매우 빠르게 훑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2학년의 경우에는, 1833년

에 1학년에서 가르쳤던 역학의 주요 정리들과 원뿔 곡선론이 1848년에는 2학년

교육과정으로 올라가고, 1833년에 3학년에서 가르쳤던 구면삼각법이 1848년에는

한 학년 아래로 내려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학년은 혼성 수학의 분야들

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필요한 고등 순수 수학의 분야들을 가르치고, 기

72) KCL의 교육 과정은 일반적인 기초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기초반(Junior department)과

과학 분야를 포함한 본격적인 전문 지식 분야들을 제공하는 고등반(Senior department),

그리고 의학 교육을 제공하는 의과반(Medical department)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 중

수학 교육은 기초반과 고등반에서 제공되고 있었는데, 기초반에서는 일반적인 산술 교육

정도를 가르치고 있었고, 고등반에서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수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

73) King's College, London, Calendar of King's College, London, for 1833-34 (London:
John W. Parke, 1834).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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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의 수학 교육 과정 1848년의 수학교육 과정

1

학

년

1. 유클리드의 『원론』

2. 산술과 대수의 제 1 원리들

3. 평면 삼각법

4. 로그의 사용과 계산 방법

5. 원뿔 곡선론

6. 역학의 주요 정리들

1

학

년

1. 유클리드 1, 2, 3, 4, 6, 11권

2. 산술과 대수

3. 평면 삼각법

4. 로그표의 사용

5. 도형 기하학

5. 미적분학 기초

2

학

년

1. 대수학의 심화 분야들

2. 방정식론

3. 대수의 기하로의 응용

4. 역학의 이론적인 분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미적분학의 부분들

5. 뉴턴의 『프린키피아』의 첫

세 섹션

2

학

년

1. 방식식론, 기초 역학

2. 대수의 기하로의 응용

3. 구면 삼각법

4. 미적분학

5. 뉴턴,『프린키피아』의 첫 세

섹션

6. 원뿔 곡선론

3

학

년

1. 구면 삼각법과 입체 기하학

2. 미분법의 심화 부분들,

곡면에의 응용과 미분 방정식

3. 유체정역학, 광학, 천문학의

해석적 부분들

4. 물리 천문학과 지구론

3

학

년

1. 3차원 공간 기하학

2. 구면 삼각법

3. 해석 역학

4. 유체 정역학, 광학, 천문학

5. 뉴턴, 『프린키피아』의 9,

11섹션

6. 미분 방정식

<표 3-9> KCL의 홀의 수학 교과 과정, 출처: Calendar of King's College,

1833-34, 1848-49.

초 혼성 수학의 분야들을 살짝 소개하면서 3학년을 준비하는 시기로 구성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3학년 교과 과정을 살펴볼 때 1848년의 교육과정은 1833년

과는 달리 해석 역학이 도입된 것이 눈에 띄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이 학년에서

는 새로운 해석적 방식의 수학을 도입하면서 혼성 수학의 분야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다(<표 3-9> 참조).74)

74) King's College, London, Calendar of King's College, London, for 1848-9,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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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의 교과 과정은 드 모르간의 것과 비교할 때 명확히 차이를 드러냈다.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이 공식적으로 2년 과정이었다는 차이는 있었지만, 전

체적으로 보아 시간이 흐르면서 강의 주제가 조금씩 줄어들고 응용 수학의 분야

들이 제외되면서 가르치는 수학 분야의 영역이 순수 수학만으로 국한되어 구성

되고 있었다. 반면, 홀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고등 순수 수학의 분야들이

좀 더 빨리 소개되기 시작하여 2학년부터 혼성 수학의 분야들이 소개되면서, 3

학년에 들어가서는 혼성 수학의 분야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었다. 가르치

는 기간이 길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홀의 수학 교육의 영역은 드 모르간에 비

해 보다 폭 넓게 구성되고 있었다. 이렇듯 혼성 수학 분야들을 중심으로 광범한

수학 분야들을 가르쳤던 것은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진학했던 학생들의 시

험 성적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다. 1840년에서 1844년 사이에만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졸업시험 우등 졸업생들(Wranglers) 가운데 25명이 KCL 출신이었고, 1843

년에서 1852년 사이에는 51명이 KCL 출신이었다. 그리고 1853년에는 그 해의

수학 시험 우등 졸업생들 가운데 13명이 KCL에서 교육받았던 이들이었다.75) 홀

은 1869년까지 KCL의 유일한 수학 교수로 30년 넘게 재직하였는데, 그의 재직

기간 동안 시기와 상관없이 기초 수학 분야들로부터 시작해 혼성 수학의 분야들

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한 수학 분야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한편, 고등 교육 기관의 일반적인 수학 교육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서 살펴본 대학이나 칼리지 외에도 사관학교들의 경우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당시 수학계에서 사관학교들의 명성은 대단했다. 여기에는 높은 급료 수준을 통

해 우수한 수학 교수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과 실험 기자재를 확충함으로써

수학의 응용 연구가 가능했던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관학교들 가

운데서도 특히 울위치(Woolwich)의 왕립 사관 학교(Royal Military Academy)와

샌드허스트(Sandhurst)의 왕립 군사 대학(Royal Military College)이 돋보였다.

이 기관들의 수학 교수였던 허튼과 그레고리, 월러스, 그리고 아이보리 등은 논

문이나 교과서, 혹은 저널 글 기고 등을 통해 영국 수학계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76) 특히, 이 곳 교수들은 대륙의 새로운 수학적 경향에도

John W. Parker, 1848), pp. 51-52.; Rice, "Mathematics in the Metropolis", p. 380, 391.;

Crilly, Arthur Cayley, p. 22.
75) Rice, "Mathematics in the Metropolis", p. 390.

76) Guicciardini, The Development of Newtonian Calculus, pp. 108-123. 가령 허튼의 산술

교과서 『교사 지침서』(The Schoolmaster's Guide, or a Complete System of Prac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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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19세기 초 영국 수학계에 아직 대륙의 수학이 소개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들의 교과서나 에세이 등은 대륙의 해석적 방식의 수

학 연구들을 영국 사회에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당시 영국의 사

관 학교에 우수한 수학자들이 포진해 있었던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이곳에

서는 일찍부터 수학 분야가 필수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사관학교의 수학 교육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울위치 왕립 사

관 학교 수학 교수였던 허튼의 수학 교과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허튼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 사이에 사관학교들의 수학 교과 과정에 가

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당시에는 칼리지 이상 수준

의 학생들을 위한 표준적인 수학 교재가 부재했으므로, 학생이나 교수들은 수학

의 각 분야들을 다룰 때마다 각기 다른 서적들을 참조하여 공부하고 가르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출판했던 『수학 강좌 』(A Course of

Mathematics, 1800)는 수학의 각 분야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했던 수학 교과서라

고 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출판 후 50년간 계속해서 새로운 판으로 출판되면서

대표적인 수학 교재로 인기를 끌었는데, 영국의 교육 과정이 미국 교육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19세기 전반기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관학교였던 미 육

군사관학교(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West Point)에서도 허튼의 수학

교재가 표준적인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었다.77)

<표 3-10>에서 드러나듯 허튼의 『수학 강좌』는 사관학교들의 수학 교과 과

정이 매우 폭 넓은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표 3-10> 참조).78)

Arithmetic)는 1764년에 출판된 뒤 18세기 후반 내내 잉글랜드 학교들에서 표준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1795년에 두 권으로 출판된 『수학 및 철학 사전』(Mathematical and
Philosophical Dictionary)은 당시의 수학자 및 수학사에 관한 종합적인 저서로 수학에 대

한 중요한 지침서의 하나로 기능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773년부터 1818년까지 총 45년

동안 『레이디즈 다이어리』(Lady's Diary)의 편집인으로 있으면서 수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었다.

77) Guicciardini, The Development of Newtonian Calculus, p. 110, 당시 미국 대학들의 일

반적인 수학 교육 수준은 미 육군사관학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 곳 출신들 상

당수가 이후 미 전역의 대학 및 칼리지에서 수학 교육을 담당하였음을 감안할 때, 미 육

군사관학교가 미국 수학 교육에 미친 영향을 간과하기는 힘들다. V. Frederick Rickey

and Amy Shell-Gellasch, "Mathematics Educaiton at West Point: The First Hundred

Years" in

http://mathdl.maa.org/mathDL/46/?pa=content&sa=viewDocument&nodeId=1796 (2011.7.22

접속)

78) Hutton, A Course of Mathematics (London: F.C. & J. Rivington, 1811), 3 v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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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강좌』의 목차

1

권

산술: 로그; 대수; 기하학(비율과 비례 문제; 평면과 입체 기하의 문제:

대수의 기하학으로의 응용)

2

권

평면 삼각법; 거리와 높이; 평면이나 면적의 측정; 입체 측정; 토지 측

정; 기능공의 작업; 목재 측정; 원뿔 곡선론, 타원, 쌍곡선, 포물선; 운

동과 힘 등에 관한 법칙; 힘의 ; 물체의 충돌; 중력과 투사체 등에 관

한 법칙; 실용 포술; 경사면과 추 등에 관한 논의; 역학적 힘; 중력의

중심; 목재나 철로 된 빔이나 바의 강도 및 힘; 충돌과 진동, 그리고

회전의 중심; 유체정역학; 수력학; 기체 역학; 탄산수; 일반적인 펌프;

공기 펌프; 눈금 새기는 종과 컨덴서; 기압계; 온도계; 온도계와 기압계

를 이용한 고도 측정; 유체 저항력; 중력 등의 실용적인 측정 연습; 총

탄과 포탄의 무게 및 면적; 역학, 정역학, 유체정역학, 음향학, 운동, 중

력, 투사체, 그리고 자연 철학의 다른 분야들에 관한 실용적인 연습 문

제들; 유율법의 법칙; 유율법; 변수를 통한 역의 방법; 최대 및 최소에

관해; 탄젠트 법; 곡선 궤도 수정; 곡선의 구적법; 입체의 표면과 곡률;

로그; 곡선의 굴절; 곡률 반경; 인벌루트 나선(involutes)과 축폐선

(evolutes); 중력의 중심; 유율법의 실용적인 문제들; 힘에 관한 실용적

인 연습 문제들; 유체 속에서의 물체의 운동; 로그표; 로그와 사인, 그

리고 탄젠트 등

3

권

원뿔 곡선론; 타원, 쌍곡선, 포물선; 원뿔 곡선의 방정식; 등주

(isoperimetry)의 원리, 평면과 입체의 경우; 해석적 삼각법; 구체 삼각

법; 구면삼각형에 관한 해법; 측지학의 연산; 삼각 측량 문제; 다면체의

원리; 평면의 분할; 대수 방정식; 곡선의 특징과 성질; 방정식의 작도;

유율법과 변수들에 관해; 기계의 운동과 그 최대 효과; 지구와 유체의

압력; 포격술의 원리와 실제; 혼합 문제들

<표 3-10> 허튼의 『수학 강좌』의 목차

일반적인 순수 수학 분야의 내용 외에도 다양한 운동과 힘에 관한 이론을 논하

면서 정역학, 동역학, 수력학, 유체역학, 그리고 기체학의 다양한 분야들을 설명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허튼은 서론에서 자신이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우선

적으로 고려했던 것이 ‘유용성’의 문제였다고 술회하였다.79) 실제 그의 책에서는

79) Hutton, A Course of Mathematics, vol. 1, p.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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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수학 지식을 논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해당 이론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실제 문제 풀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관

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따라서 진공 펌프, 온도계, 그리고 빔이나 포 같은

다양한 실험 기기 및 기구 등과 관련된 실험적이고 실용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논의하였다.80) 허튼의 수학 교재의 내용과 수준이 실제 영국이나 미국

의 사관 학교들에서 교육된 수학 내용과 완전히 일치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

아 있을 것이다. 실제 일부 수학사가들은 사관학교에서의 수학 교육의 내용이

런던의 두 대학칼리지들에 비해 매우 수준 낮은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81) 그러

나 그가 책에서 다루었던 수학 분야의 범위를 감안할 때, 그것은 다른 어떤 수

학 교재의 것과 비교해도 매우 폭 넓은 것이었다.

허튼의 책은 1810년대부터는 사관학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칼리지나 대학

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수학 강좌: 개인 교습용이나 일반 학교 교

재용』(A Course of Mathematics for the Use of Academies, as well as Private

Tuition)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출판되기 시작했다. 1820년대부터는 이 책에

전문 연구 역량을 갖췄던 미국의 첫 세대 수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뉴욕 컬

럼비아 칼리지(Columbia College)의 수학 및 자연 철학 교수 로버트 어드레인

(Robert Adrain, 1775-1843)이 화법기하학(descriptive geometry)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허튼의 교재와 별 차이가 없었다. 허튼

의 책이 일반적인 대학 칼리지나 대학에서 수학 교과서로 사용되었고, 특히 인

기를 누려 여러 차례에 걸쳐 새로운 판본으로 출판되었음을 감안할 때, 허튼이

수학의 범주로 생각했던 분야들이 그 당시의 관점에서 매우 독특했던 것이었다

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만큼 당시의 관점에서 보아 수학이라는 분야는 매우 폭

넓은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80) Hutton, A Course of Mathematics, vol. 2, 3.
81) 헨리 부캐넌-던롭(Henry Donald Buchanan-Dunlop)은 1895년에 편집한 책(Records of

the Royal Military Academy 1741-1892)에서 왕립 사관 학교들의 수학 교육 과정이 수학

교수들의 수학 지식과는 별개로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고, 그 수준 역시 런던의 두

칼리지(UCL와 KCL)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허

튼이 유율법에 대한 논의를 상당 부분 포함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대륙의 해석학이나 고등

대수학의 분야들은 자신의 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에 기인했을 것이다. 런던의 고등

수학 교육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던 라이스 역시 던롭의 책에 등장하는 1837년의 수학

교육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수준이 당시의 기준에서 볼 때 낮은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Rice, "Mathematics in Victorian London", pp. 39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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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19세기 초에 다양한 고등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졌던 수학 교육의 범위

는 매우 폭 넓은 것이었다. 수학과 물리 과학의 경계는 매우 흐릿했고, 수학 교

수들은 순수 수학 분야들로부터 시작해 혼성 수학 분야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

양한 분야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UCL에서 드 모르간이

순수 수학 분야들만을 가르쳤던 것은 분명 특이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UCL에서

왜 드 모르간은 순수 수학 분야들만을 가르쳤던 것일까? 다음에 이어지는 4장에

서 이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수학과 그 인접 분야였던 자연철학 분야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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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인접 분야 간 경계 문제와 순수 수학 교과

과정의 발전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UCL에서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은 당시의 다른

대학 및 칼리지와는 달리 순수 수학 분야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다. 이는 케

임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 KCL, 그리고 여러 군 사관 학교들의 수학 교

과 과정에서 순수 수학에 더해 혼성 수학의 분야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과는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UCL은 ‘유용한 지식 확산을

위한 모임’(SDUK)의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표방하

며 설립된 기관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드 모르간이 그의 수학 교과 과정

에서 수리 물리 과학 분야들로 구성된 혼성 수학의 분야들이나 실용성을 지니는

응용 수학의 분야들을 모두 제외한 채, 오로지 순수 수학 분야들로만 구성하였

던 것은 매우 특이해 보인다. 언뜻 생각해볼 때, 혼성 수학이나 응용 수학의 분

야들은 실용적, 기술적 지식들을 활용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으나, 순수

수학 분야들을 통해 곧바로 실용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당시 드 모르간이 UCL에서 당시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순수

수학 분야들로만 수학 교과 과정을 운영하였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그와

같은 곳에서 교육받았던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 수학자들이 모두 다른 기관에서

는 그와 다른 방식으로 수학 교과 과정을 구성하고 지도하였음을 감안할 때, 케

임브리지 대학에서 그가 받은 교육 방식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었다. 그

렇다면 그 까닭을 순전히 드 모르간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능력, 혹은 UCL 측의

의도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처음으로 자신

의 수학 교과 과정을 구성하였던 시기, 즉 UCL의 초대 수학 교수가 되어 강의

를 계획하고 시작했던 시기로 다시 되돌아가 당시의 상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UCL에서의 순수 수학 교과

의 형성 과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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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드 모르간의 수학적 관심과 역량

드 모르간의 강의가 순수 수학 분야들에 국한되어 있었던 원인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먼저 드 모르간이 어느 정도의 수학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어떤 관심사

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처음부터 그의 관심이 홀이나 모

즐리와는 달리 순수 수학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젊은 드 모르간

의 수학 실력이 아직 혼성 수학이나 응용 수학 분야들을 가르칠 정도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드 모르간이 UCL

의 초대 수학 교수가 되었던 시점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더구나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런던으로 온 것은 수학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의도에서라기보다는 런던에서 새로 법학을 공부해 안

정된 직업을 구하기 위함이 더 컸다. 결국 드 모르간이 UCL의 초대 수학 교수

로 임용되기 전의 경력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졸업시험에서 4위의 성적을 거

두었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 모르간은 30여명의 경쟁자를 따

돌리고 UCL의 초대 수학 교수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당시 드 모르간

은 UCL의 초대 수학 교수직을 맡을 만한 수학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일까?

우선 드 모르간이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런던으로 온 뒤 법학원

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UCL의 수학 교수직에 지원했던 것에서도 드러나듯,

그의 관심이 수학 분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드 모르간의

부인 소피아가 드 모르간 사후에 쓴 전기에서 밝혔듯이, 드 모르간은 “법조계에

입문하기로 결정하고 법 공부를 시작하고 있었으나,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법조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었다.”1) 그에게 UCL은 자신이

“싫어하던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과학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줄 수 있는 기관”이었다.2)

드 모르간이 UCL의 수학 교수직에 지원한 뒤 곧바로 수학 교수에 임용되었다

는 사실은 대학 측이 드 모르간의 수학적 능력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었

음을 의미한다. 이 때, UCL이 별다른 경력도 없었던 드 모르간의 수학적 능력에

대해 큰 신뢰를 보냈던 데에는 우선 그의 대학 시절 은사들의 추천서가 한 몫

했다. 드 모르간은 UCL의 수학 교수직에 지원하면서 피콕이나 에어리, 그리고

1) S. De Morgan, Memoir, p. 18
2) S. De Morgan, Memoir,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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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얼과 같은 당대 저명한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들로부터 칭찬이 가득 담긴 추

천서를 받을 수 있었다.3) 특히 드 모르간이 UCL의 초대 수학 교수에 지원할 때

제출한 휴얼의 추천서에는 드 모르간이 “케임브리지에 있는 동안 매우 탁월한

수학적 능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해석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범상치 않은 지

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며, [휴얼 본인 역시 그것이] 매우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적혀 있었다.4) 당시 혼성 수학의 분야들이 해석적 방식으

로 재구성되어 해석학의 제 분야들로 통칭될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는 그가

최신의 혼성 수학의 분야들에 능통했음을 언급한 것이었다.

드 모르간이 해석적 분야들에서 뛰어난 실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UCL의

임용위원회에 분명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는 동안 대

륙의 해석적 방식의 혼성 수학 분야들은 보다 새롭고 발전된 최신 수학적 경향

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시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영국 수학계가 발전

하기 위해서는 해석적 방식을 배우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

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드 모르간처럼 젊은 학도가 해석적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대해 훌륭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었

다. 드 모르간이 4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수학졸업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

고, 주변인들이 그것을 모두 실패라고 평가했듯, 그의 수학 실력은 상당한 수준

에 이르러 있었다.5) 또한 그는 UCL의 수학 교수직에 지원하기 이전에 이미

SDUK와 혼성 수학의 한 분야인 정역학에 관해 교재를 집필하기로 약속한 상태

였다.6) 드 모르간은 법학원에 다니기 위해 런던에 온 직후, 항해력(Nautical

Almanac) 사무실에서 장차 그의 장인이자 당시 비국교도 성향의 개혁 지식인들

과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윌리엄 프렌드(William Frend, 1757-1841)를 만나

게 되었고, 그를 통해 SDUK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7)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

모르간의 수학적 능력을 파악하게 된 SDUK 측은 대학을 갓 졸업한 드 모르간

3) Rice, "Inspiration or Desperation?", pp. 268-271.

4) Rice, "Inspiration or Desperation?", p. 269. 재인용. (William Whewell to Leonard

Horner, 31 January 1828, UCC,)

5) S. De Morgan, Memoirs, pp .17-18
6) Rice, "Inspiration or Desperation?", pp. 270-271.

7) S. De Morgan, Memoir, p. 19.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드 모르간은 천문학에 관

심이 많았고, 따라서 일출 시간이나 조석 등을 기록하는 책력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한편 프렌드는 이후 UCL의 주요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가 드 모르간의

임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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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혼성 수학의 대표적인 분야였던 정역학에 관해 교재를 출판하기로 약속하였

다. 비록 개인적으로 교류가 있었다고는 하나, 당시 SDUK가 해당 분야의 뛰어

난 연구자들에게 해당 분야의 교재 출판을 의뢰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그와

출판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수학 실력이 상당했으며 주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UCL의 수학 교수직에 지원했을 무렵, 그는 혼성

수학의 분야들을 가르칠 수 있을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최신의 혼성 수학 분야들에 관해 충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그가 순수 수학 분야들로만 자신의 수학 교과 과정을 구성하였다면, 그의 관

심이 그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주로 순수 수학 분야들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질문해볼 수 있다. 그런데 드 모르간의 저술 계획이나 부인의 회고

록 등을 살펴보면, 드 모르간이 UCL 수학 교수로 임용될 즈음, 그가 순수 수학

분야보다는 혼성 수학 분야들을 포함한 수리 물리 과학의 분야들에 더 많은 관

심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적으로 드 모르간이 UCL의 수학 교수

가 되고 난 뒤의 감회를 표현한 다음의 구절을 살펴볼 때, 그의 관심은 분명히

순수 수학 분야보다는 수리 물리 과학의 분야들로 기울어져 있었다.

"당신[William Frend]은 내가 자진해서 법조계로 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 분야들 중에 법조계가 제가 선택

하기에 가장 수월한 분야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 분야에서 제

가 먹고 살수만 있다면 그 분야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라플라스의]

『천체 역학』(Mécanique Céleste) 공부를 보류한 채,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진

다고 생각하면서, 정부 계약서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걸 꿈꾸지 않고 잠들 수 있

어 매우 기쁩니다."8)

드 모르간의 관심은 그가 UCL의 수학 교수직을 사직했던 5년여 간의 활동에

서도 잘 드러났다. 1831년 UCL의 수학 교수직을 사임한 직후, 그는 곧바로 천문

학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면서 당대의 유명한 과학계 인사들과 폭 넓게 교류하며

학회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드 모르간의 부인 소피아는

1831년에서 1836년 사이의 드 모르간을 회고하면서 천문학회 간사 활동 및 천문

학회 과학자들과의 서신 교류나 만남 등을 소개하는 데 상당 부문의 지면을 할

8) S. De Morgan, Memoir,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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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하였다.9) 또한 그는 같은 시기 『대영 책력 및 지침서』(British Almanac and

Companion)나 『페니 백과사전』(Penny Cyclopaedia) 등에 천문학을 포함하여

수리 물리 과학의 항목들을 대거 집필하고 있었다. UCL의 수학 교수직을 사직

하여 학생들에게 순수 수학 분야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가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 가운데 하나가 천문학을 포함한 수리 물리

과학 분야였던 것이다.

드 모르간이 혼성 수학이라 할 수 있는 수리 물리 과학 분야에 폭 넓은 관심

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그가 1831년에 UCL의 수학 교수직을 사직하고 SDUK

측이 출판하기 시작한 교육 저널 『교육 계간지』(Quarterly Journal of

Education)의 첫 권 첫 호에 프랑스의 에꼴 뽈리떼끄닉에 관한 글 “파리 에꼴

뽈리떼끄닉에 관한 기술"(Account of the Polytechnic School of Paris)을 집필했

던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 당시 에꼴 뽈리떼끄닉은 수리 물리 과학 분야에서 세

계 최고의 교육 기관이었다. 그가 다른 기관에 앞서 이 곳을 선택하여 그 역사

와 학제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소개하였다는 점은 그가 수리 물리 과학 분야

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글에서 그는 그 곳

교육 과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는데, 에꼴 뽈리떼끄닉의 교육 과정에는 아래

<표 12>의 내용과 같이, 순수 수학 분야 외에도 혼성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수리 물리 과학의 분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10) 교육 과정에는 일반 기

하학보다도 해석 기하학 및 그 응용에 할애된 시간이 훨씬 더 많았고, 수리 물

리 과학의 응용에 주된 도구가 되는 수리 해석학 강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순수 수학보다는 혼성 수학의 분야들이 보다 더 강

조되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표 4-1> 참조). 입학 과정에서부터 우수한

인재들이 선발되어 높은 수준의 수학 및 과학 기술 분야들이 효율적으로 교육되

고 있는 측면들을 통해 드 모르간은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다.

이 글에서 그는 분명 순수 수학의 연구보다는 수학의 응용 차원을 보다 더 의

미 있게 바라보았다. 그는 “전문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이론을 응용할 수 있도

록 격려하고, 소수의 연구가 다수의 안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한 분

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다른 분야의 지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스

9) S. De Morgan, Memoir, pp. 41-69.
10) De Morgan, “Polytechnic School of Paris", Quarterly Journal of Education 1 (1831),

pp. 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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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꼴 뽈리떼끄닉의 교육 과정

1

학

년

수리 해석학(1년 동안 52시간)

기하학 (15)

정역학 (34)

동역학 (18)

화법 기하학과 그 응용 (108)

해석학의 기하학으로의 응용 (24)

물리학 (51)

화학 (54)

역사 및 문학, 그리고 기타 (34)

2

학

년

수리 해석학 (65시간)

기하학 (15)

역학 (75)

측지학 (28)

기계 (22)

정치 산술 (6)

물리학 (42)

화학 (54)

건축술 (51)

역사 및 문학, 그리고 기타 (34)

<표 4-1> 에꼴 뽈리떼끄닉의 교육 과정, 출처: Quarterly Journal of

Education 1 (1831), p. 71.

템이 [영국에서도〕채택”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또한 “고등 교육이 확

장되어 과학을 실제 문제들에 응용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그러한 교육

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런 측면에서 에꼴 뽈리떼끄닉은 그에

게 영국 고등 교육 기관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델이었다. 바로 그

런 기관이 “영국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곳이었다.11)

4.2. UCL의 모호한 의도와 태도

이처럼 드 모르간이 혼성 수학 및 응용 수학의 분야들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관심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수학 분야들만을 가르쳤다면, 드 모르

간을 수학 교수로 임용한 주체인 UCL의 의도와 계획이 그의 수학 교과 과정의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초기 수학 교수 임용 과정으로 되돌아가보아야 한다. 1826년 말 UCL 위

원회에서는 수학 관련 교수좌로 ‘기초 수학’ 교수좌와 ‘고등 수학 및 수리 물리

학’ 교수좌 두 개를 계획하고 공고하였다. 이 가운데 UCL 측은 특히 고등 수학

11) De Morgan, “Polytechnic School of Paris", pp.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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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리 물리학 교수좌에 훌륭하고 명망 있는 인물을 유치하고 싶어 했다. 따라

서 앞에서 살펴보았듯, 공식적인 교수 임용 공고와는 별도로 UCL 교수 임용 위

원회는 ‘고등 수학 및 수리 물리학’ 교수좌에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명망 있던

배비지를 초빙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벌였다.12)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플

러미언(Plumian) 교수좌에 있던 우드하우스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 후임으로

루카시안 교수좌에 있던 에어리가 거론되던 상황이었다. 루카시안 교수좌는

1826년에 배비지가 에어리와 함께 지원했던 자리였는데, 다시 공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실제 1828년 3월에 배비지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루

카시안 수학교수로 정식 임용되었는데, 이를 감안할 때, 1827년에 UCL로부터 교

수 임용 제의를 받았어도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1827년 4월 28일 라드너가 두 개의 수학 교수좌 모두에 지원하

였다.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 출신이었던 그는 자연 철학과 실험 철학, 그리

고 수학 분야 모두에 정통했던 인물이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태어나 어렸

을 때부터 과학 분야에 소질을 보였던 그는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한

뒤 1817년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까지 형이상학, 수학, 그리고 도덕 철학 등의

분야에서 십여 개의 상을 수상하였던 수재였다. 1817년에 칼리지를 졸업한 뒤에

는 『에딘버러 리뷰』(Edinburgh Review)나 『메트로폴리탄 백과사전』

(Metropolitan Cyclopaedias) 등에 여러 편의 수학 관련 글들을 게재하였는데,

이후 그의 수학적 관심은 1823년의 『대수 기하』(Algebraic Geometry)와 1825

년의 『미분 적분학』(The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의 발간으로 이어

졌다. 한편, 그의 관심이 수학 분야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어서, 가령 더블린

왕립 학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선보였던 과학 강연은 그의 또 다른 재능을 보

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특히, 증기 기관에 대한 강의는 라드너에게 더블린

왕립 학회가 수여하는 금메달을 안겨줬는데, 1828년에 이를 다듬어 출판한 『증

기 기관 강의』(Lectures on the Steam Engine)는 영국에서 증기 기관에 대한

대표적인 교과서로 자리를 잡을 만큼 큰 인기를 모았다. 결국 라드너가 UCL의

수학 교수좌에 지원할 즈음에 그는 이런 일련의 저술 및 강연 활동을 통해 이미

상당한 정도의 명성을 얻고 있던 상태였다.13) 당시 UCL의 학문적 위치가 안정

12) Rice, “Inspiration or Despiration?”, p 266.

13) J. N. Hays, "Lardner, Dionysius",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http://www.oxforddnb.com/view/article/16068 (2011년 2월 접

속).; James McMullen Rigg, “Lardner, Dionysius”,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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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UCL 교수임용위원회의 눈에 라드너가 탐나는 인물

이었음은 분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UCL 위원회는 뜻밖에도, 라드너의 의지와는 달리, 그에게 ‘자

연 철학 및 천문학’ 교수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당시 자연 철학 분야가 수학

분야에 비해 학문적 위계의 측면에서 더 높은 지위에 있었고, 라드너가 자연 철

학 분야의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제안을 선뜻 받

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주관이나 선

호도보다는 경제적인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학 분야의 경우, 대학

의 학부 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인 필수 교과목의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기초 수

학 분야에서부터 고등 수학 분야까지 난이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폭 넓은 학생들을 포괄할 수 있었다. 반면, 자연 철학 분야는 앞의 두 분야보다

학문적인 위계에서는 더 고등의 학문 분야였으나, 기초 학문 지식이나 기본적인

수학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다. 자연히 기초 수

학과 자연 철학 강의의 수강생을 비교한다면 전자가 후자에 비해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실제 2007년에 출판된 『런던대학 위원회의 성명서』를 봐

도 잘 드러난다. 대학 측은 대학 개설에 앞서 강의실 문제를 논하면서 270명 가

량이 수강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의실 두 개를 기초 수학을 포함하여 라틴어, 법

학, 그리스어, 도덕 철학 및 정치 철학, 그리고 로마법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배

정하였다. 그리고 17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다섯 개는 고등 수학을

포함하여 역사, 논리 및 심리 철학, 정치 경제학, 법의학, 식물학, 동물학, 그리고

근대 언어를 강의할 교수에게 할당하였다.14) 이에 반해 자연 철학 강의를 위한

강의실은 따로 배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UCL 역시 자연 철학 강의의 수강생이

수학 강의에 비해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라드너는 자연 철학 및 천문학 교수직 제의에 대해 회의적

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 제안을 수용하기 전에 먼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어 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가 나중에 다른 문제로

UCL 측에 전달했던 문서에 잘 드러나 있다.

“나는 새로운 대학[UCL]이 내가 내 장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교수직을 받아들

1885-1900, vol. 32, pp. 145-147. 라드너의 출판물 목록을 위해서는 p. 147을 참조할 것.

14) London University, The London University Calendar of 1831, p. 19.



- 99 -

일 만큼 설득력 있는 유인을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브로엄에게 전

달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교수로 지명된 이들 가운데서 내 이름은 빠져야 한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UCL이 나를 교수로 임용하기 원한다면] 내가 그 교수

직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의 조건과 함께, 확실한 것이 무엇이며, 가능한 보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칼리지가 나에게 알려주기를 요청했다.”15)

라드너가 자연 철학 교수직 제안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당시 라드너를 자

연 철학 교수로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었던 브로엄은 그에게 급료 수준 및

학생 수에 관해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그를 붙잡고자 공을 들였다.16)

“친애하는 선생님께. 1827년 5월 24일.

... 당신[라드너]이 가르칠 수업의 가치는 1200파운드를 넘어설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사정으로 인해 300파운드 이상의 높은 급료를 보장해드리기는 힘듭니다. 하

지만 매 강의마다 5, 6파운드를 낼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3개월이나 6개월 코

스로 강의 여섯 개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3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기대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17)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실험 철학과 함께 고등 수리 물리학 분야를 라드너의 강의

분야로 제시하였다.

"500명 정도는 [당신의] 실험 철학과 고등 수리 물리 강좌를 수강할 것 같은데,

유명한 실험 강연가와 힘을 합치면 효과를 발휘하여 당신에게 수익의 2/3를 보장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는 2000파운드, 그리고 그에게는 1200

파운드 정도가 떨어질 것입니다"18)

이 편지를 통해 라드너가 자연 철학 및 천문학 교수 요목이 고등 수리 물리 분

15) John Conolly et al., Statements Respecting the University of London, Prepared, at
the Desire of the Council, by Nine of the Professors (London, 1830), p. 20

16)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 39, 175.
17) “From Henry Brougham to Lardner, May 24th, 1827”, John Conolly et al., Statements

Respecting the University of London, p. 23.
18) "From Henry Brougham to Lardner, May 24th, 1827", John Conolly et al., Statements

Respecting the University of London,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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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 실험 철학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

시 혼성 수학과 수리 물리 분야의 경계가 매우 모호했고, 실제 혼성 수학 분야

가 사실상 수리 물리 분야를 상당 부분 포괄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라드너가 자

연 철학 및 천문학 교수좌를 통해 자신이 처음 계획했던 수리 물리학 분야들을

모두 자신의 강의 분야로 확보할 수 있었음을 의미했다. 결국 라드너는 브로엄

이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며 1827년 6월 22일의 위원회 결정을 수락하

였고, 곧이어 ‘자연 철학 및 천문학’ 교수로 정식 임용되었다.19)

라드너가 임용을 수락한 이후 며칠 뒤인 1827년 6월 30일에 UCL 위원회

(Committee)의 브로엄은 허셜에게 편지를 보내 고등 수학 교수직을 제안하였다.

이 때 교수좌의 명칭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 고등 수학 교수좌가

‘고등 수학 및 수리 물리학’ 이었던 것에 반해 허셜에게 편지를 보낼 즈음에는

그냥 ‘고등 수학’으로 변경되어 있었다.20) 그리고 고등 수학 분야의 강의 업무

역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런던대학 위원회는 당신이 나의 설득을 통해 고등 수학 교수좌 제안을 고려해

보기를 바랍니다. … 그러나 우리들 역시 첫 2-3년 동안에는 이 강의에서 가르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별로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학은 1828년 10월에 개강

하는데, 1830년 이전에는 [학생들이] 그러한 고등 분야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만약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일이 더 많아진다면 그 때는 당신

을 계속해서 붙잡아두지 않겠습니다.”21)

이는 사실상 실질적인 고등 수학 및 수리 물리학 분야는 모두 라드너에게 넘긴

채, 고등 수학 교수좌로는 허셜을 통해 UCL의 명성을 높이고자 했음을 의미했

다. 그러나 허셜의 경우, 이즈음 천문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으므로 케임브리지

대학의 루카시안 수학 교수직 제의도 거절하고 왕립 학회의 간사직도 사직한 상

황이었다. 마지막까지 허셜이 교수직 제안을 거절하고, 이후 1827년 말까지도 지

원자 가운데 적절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자 UCL 측은 개학을 앞둔 1827년 12월

20일경 신문 광고를 통해 기초 수학과 고등 수학 교수직 광고를 한 번 더 하기

19) Rice, “Inspiration or desperation?”, p. 263.

20) London University, Statement, p. 10.
21) Henry Brougham to John Herschel, 30 June 1827, Rice, “Inspiration or desperation?”,

p. 26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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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하였다.22)

드 모르간은 광고 직후에 기초 수학과 고등 수학 교수직 모두에 지원했던 인

물이었다. 그리고 그가 지원한 직후 UCL은 기초 수학과 고등 수학 교수좌를 하

나로 합쳐 ‘수학’ 교수좌로 명칭을 바꾸고 한 사람이 이 두 분야를 모두 가르치

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1827년 12월 20일에 기초 수학과 고등 수학 교수

직 두 개를 광고하였던 대학 측이 1827년 12월 22일에 드 모르간의 지원서를 받

고 난 후 광고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1827년 1월 12일에 수학

교수좌 두 개를 하나로 합쳐 ‘수학’ 교수 한 사람만 뽑기로 결정을 바꾸었던 것

이다. 그렇다면 UCL이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UCL은 라드너를

자연 철학 교수로 임용하면서 ‘고등 수학 및 수리 물리학’ 교수좌의 명칭을 ‘고

등 수학’으로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두 교수좌를 합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827년의 광고에서 ‘고등 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때, UCL 측이 그

것으로 어떤 분야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때 UCL의 의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UCL이 고등 수학으로 고등 순수 수학을 의미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보아

야 한다. UCL이 라드너에게 이미 수리 물리학을 넘긴 상태였으므로 수학 교수

직을 하나로 합치면서 사실상 기초 수학과 고등 순수 수학을 포괄하는 순수 수

학만을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닌지 질문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라드너가 자연 철학 교수로 임용된 뒤 UCL이 ‘고등 수학’ 교수좌를 허셜에게 제

시하였다는 점이 불편하게 다가온다. 만약 이 교수좌가 혼성 수학의 분야들을

포괄하지 않고 고등 순수 수학 분야들만을 포함하는 것이었다면, 과연 당대 유

명한 천문학자 허셜에게 이 교수좌를 제시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UCL이 진정 고등 수학으로 고등 순수 수학만을 염두에 두었다면,

UCL은 라드너를 임용하면서 우선 자연 철학 교수좌의 공식 명칭부터 변경했어

야 했다. 즉, 라드너가 실험 철학과 수리 물리학 분야를 강의하게 되었으니 그에

맞게 그의 교수좌를 ‘자연 철학 및 실험 철학’이나 ‘자연 철학 및 수리 물리학’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했다. 브로엄이 라드너에게 보낸 편지를 고려할 때,

자연 철학이라는 명칭은 굉장히 모호하고 폭 넓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였다. 그

러나 UCL은 당시 천문학이 일반적으로 자연 철학의 한 분야로 통용되던 상황에

서도 ‘자연 철학 및 천문학’이라는 공식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만약 UCL

22) Rice, "Inspiration or Desperation?",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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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이 라드너의 강의 영역을 넓히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했다면, 이후

수학 교수를 임용하는 과정에서라도 교수좌의 공식 명칭에 순수 수학이라는 용

어를 포함시키거나 두 교수좌를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었다. 적어도 1827년 말

에 수학 교수직 광고를 하면서는 그러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UCL은 라

드너를 6월에 임용한 뒤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도 명칭을 조정하지 않았으며 교

수좌를 하나로 합치지도 않았다. 비록 수리 물리학이라는 용어를 빼기는 했으나,

고등 수학이라는 명칭은 당시 수학이 포괄했던 분야가 매우 폭 넓었음을 감안할

때 매우 모호한 선택이었다.

두 번째로, UCL이 드 모르간을 선택할 때, 그가 순수 수학과 혼성 수학의 두

분야 모두를 가르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즉,

기초 수학은 기초 순수 수학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 여기서 고등 수학이 고등

순수 수학과 혼성 수학의 분야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드 모르간의 짐작과도 일치하는데, 드 모르간은 이후 이 시기를 회상하

면서 자신이 수학 교수로 임명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원 시 보냈던 SDUK와의

저술 계획서가 유용했을 거라고 설명하였다. 그가 SDUK와 접촉하면서 계획했

던 책은 『정역학의 원리』(The Element of Statics)였는데, 비록 출판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작성되었던 이 책의 체계적인 집필

계획서를 보고 UCL측이 그의 연구 및 교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다.23) 만약 드 모르간의 짐작이 맞다면, UCL측은 드 모르간이 케임

브리지 대학식의 혼성 수학의 분야들까지도 함께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을 것이

라 확신하고 기초 수학과 고등 수학의 두 교수좌를 하나로 합쳐 그 자리에 그를

임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 UCL의 의도가 그런 것이었다면, 그가 순수 수학을 중심

으로 교과 과정을 구성하였던 것이 그의 개인적인 수학적 능력이나 관심, 혹은

UCL의 의도와도 관련이 없는 것이 된다는 점이다. 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UCL 위원회가 드 모르간을 선택하면서 ‘당분간은’ 한 교수가 기초 및 고

등 수학을 함께 가르칠 것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이다.24) 이는 UCL의 브로엄이

허셜에게 고등 수학 교수직을 제안하면서 ‘당분간은’ 고등 수학에 관심을 갖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며, 따라서 교수 업무 역시 거의 없을 거라고 지적했던 부

23) Rice, "Inspiration or Desperation?", pp. 270-271.

24) London University, UCL Council Minutes, I,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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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연결된다. 즉, UCL이 대학을 갓 졸업한 21세의 드 모르간을 임용했던 것은

개학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중요한 수학 분야의 교수 임용이 마무리되지

않자 기초 수학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임시방편 식으로 젊고 유능한 수학자를 선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에는 기초 수학을 넘어서는 고등

순수 수학 분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UCL은 드 모르간을

임용하면서 ‘수학’이라는 매우 폭 넓고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만약 UCL이

드 모르간에게 기초 수학만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기초 수

학 교수좌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수 임용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UCL은 수학이라는 명칭을 선택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점들을 고려할 때, 초기

UCL의 태도와 결정에는 상당히 모호하고 불분명한 측면들이 많았다.

사실 이러한 불분명한 태도는 수학과 자연 철학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

다. 초기 UCL은 의학 분야를 ‘해부학 및 생리학’(Anatomy and Physiology), ‘병

리 및 비교 해부학’(Morbid and Comparative Anatomy), 그리고 ‘외과

학’(Surgery)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당시 독일 작센(Saxony) 할레 대학

(University of Halle)의 해부학 및 생리학 교수였던 요한 메켈(John Frederick

Meckel, 1781-1833)과 미국 메릴랜드 대학(University of Maryland)의 해부학 및

외과 교수였던 그랜빌 패티슨(Granville Sharp Pattison, 1791-1851), 그리고 왕

립 외과의 칼리지(Royal College of Surgeons) 교수였던 찰스 벨(Charles Bell,

1774-1842)을 의학 교수로 임용한 뒤, 이 세 사람이 세 분야를 나누어 가르치도

록 계획하였다.25) 세 분야 자체가 상당 부분 겹치는 분야였던 상황에서 각각의

교수들이 어떤 분야들을 가르칠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주지 않았던 것은 초

기 UCL이 교수들 사이에서는 민감할 수 있는 분야 간 경계 문제에 대해 민감하

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의학 교수들의 잇따른 교수직 사임

과 교수들간의 불협화음, 그리고 잦은 의학 분과 변경 등은 UCL의 모호하고 분

명하지 못한 태도가 이후 교수들과 교과 과정에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

이었는지를 보여준다.26)

초기 UCL의 모호한 태도는 당시 분야 간의 경계 자체가 분명하지 못했던 데

25) London University, Statement, p. 20.
26) London University, Second Statement, p. 6.; John Conolly et al., Statements

Respecting the University of London, p. 19-21;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p.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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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했다. UCL 설립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종교적 중립과 함께 교육 개혁을

꾀하였으나 초기 UCL 위원회에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많지 않았다. 당시

UCL이 기존의 교육 체제나 사회적 관념을 거부하는 도전적인 시도에서 비롯된

만큼, 초기 설립자 그룹에는 개혁 성향의 정치가나 충분한 재원을 소유하고 있

었던 유대인 및 비국교도 자본가들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

에서 안 그래도 모호했던 학문 분야의 경계 문제에 대해 대학 측이 교수 임용과

교과 분야 분배에 명확한 태도를 보이기는 힘들었다. 1826년에 『런던대학 안내

서』를 발간했을 때, 대학 측은 교수 과목을 간단히 “언어, 수학(Mathematics),

물리학(Physics), 심리 및 도덕 철학, 영국 법, 역사, 정치 경제학, 의학 교육 분

야”로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수학과 수리 물리학의 분야들은 ‘수리 과학

(Mathematical Sciences)’으로, 자연사나 실험 분야 등 감각을 통해 관찰 가능한

분야들은 ‘물리 과학(Physical Sciences)’으로 분류하였다. 사실 대학 측에서도

분야들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도 인정하듯, 그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였다.27) 결국 구체적인 교수 요목

을 정하고 인접 분야와의 경계를 나누는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오로지 해당 분야

의 전문가인 교수들에게 남겨진 문제였다.

그렇다면 초기 UCL의 불분명한 태도와 함께 드 모르간의 혼성 수학에 대한

관심과 지식,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SDUK

와의 정역학 교재 출판 계획이었다고 회고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드 모르

간이 수학 교과 과정을 순수 수학 중심으로 구성하였던 것은 ‘교수 임용 이후

그가 맞닥뜨렸던 상황’을 통해 접근해 보아야 한다. 교수 강의 시스템을 채택하

고 있었던 UCL에서는 교수의 임무로 다른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 중요했다. 그렇다면 교수의 입장에서는

해당 분야의 경계가 어디이고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UCL에서 교수들의 급료는 강의 수강생

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였다. 예산이 넉넉지 않았던 상황에서

교수들의 급료가 수강생들의 수강료에 비례해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에서 특정 분야의 교수가 어디까지 강의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인접 분야의 동

료 교수들에게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사실 대개의 경우에 학자들은 분야 간 경계를 뚜렷이 구분하는 문제에 별다른

27) London University, “Appendix: Prospectus”, Statement,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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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개별 분야들을

연구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과 같이 칼리지 체

제를 유지하고 있던 곳에서는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

지 않고 대신 칼리지 강사나 과외 교사들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특정

분야의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분야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소개하고

가르칠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특정 분야를 누가 강의할 것인가

를 두고 분야 간의 경계 문제에 대해 논쟁하는 경우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 학자가 순수 수학 분야를 연구하면서, 동시에 혼성 수학의 분야나 자연 철학

의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여 연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당시에

는 수학과 자연 철학 분야의 연구를 게재하거나 발표할 수 있는 저널들이나 학

회들조차도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았다. 분야 간 경계 문제는 연구에 별 방

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 분야 간 경계 문제가 어떤 곳에서는 매우 첨예하게 나타

날 수 있었는데, UCL과 같은 신흥 대학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 교수의 임무로

연구보다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했고, 급료 역시 학생들 교육과 직

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수학 분야의 교과 과정이 독

특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 외에도 그 인접 분

야였던 자연 철학 분야의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자연 철

학 분야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그 속에서 드 모르간이 처했던 상황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4.3. 인접 분야 간 상호 관계와 교과 과정의 형성

4.3.1. 라드너의 자연 철학 교과 과정 vs.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임용된 라드너는 이후 매우 의욕적으로 자연 철학 교

과 과정을 마련해 나갔다. 그러면서 그 속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졸업시험에

서 중요하게 다뤄지던 수리 물리 과학의 분야들, 즉 혼성 수학의 분야들을 모두



- 106 -

포함시켰다. 그의 자연 철학 교육 과정은 전체 2년 과정으로 1학년(Junior

class), 1학년 심화반(Junior Higher class), 2학년(Senior class), 그리고 2학년 심

화반(Senior Higher class)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는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맨

첫 문장에서 그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미리 수학 교수의 “순수 수학” 수업을

듣고 산술, 기하, 그리고 대수 등의 수학 지식을 습득한 학생들이나 미리 그 정

도의 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허락된다고 밝혔다.28) 또한 이후

에 제시하는 교과 과정의 내용 중에는 고등 수학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만

제한되었던 분야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이해 정도에 따

라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연구들도 소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었다.29) 그는

“수학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자연 철학]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강의들보다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어야”한다고 설명하였다.30) 그만

큼 그의 자연 철학 강좌는 수리 과학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었고, 수준 높게

구성되어 있었다.

라드너의 자연 철학 강의가 수리적인 경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음은 『두 번

째 성명서』에 실려 있는 구체적인 강의 교수 요목을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자연 철학 강의 교수 요목을 12장에 걸쳐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

였는데, 먼저 아래의 <표 4-2>처럼 강의 제목들로만 정리해 봐도 혼성 수학의

분야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31) 라드너의 자연 철학

강의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위의 주제들 가운

데 가령 1학년 자연 철학 수업의 첫 강좌였던 “정역학, 혹은 고체 물질의 평형

에 관한 원리” 부분을 살펴보자. 라드너가 『두 번째 성명서』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해 정리한 내용들은 <표 4-3>과 같았다. 여기에서 그는 일반적인 힘에 관

한 문제들을 먼저 기하학과 대수의 문제로 환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뒤, 그

힘의 평형의 문제들을 기하학적인 점과 선을 이용해 평면 위에서의 문제들로 바

꾸어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논의하겠다고 소개하였다. 그런 다음 모멘트와 중력,

그리고 기계적 힘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하학적인 축

과 궤적, 그리고 중심과 같은 기하학적인 개념들을 적용하여 수학적으로 논의하

28) London University, Second Statement, p. 46.
29) London University, Second Statement, pp. 52-61.; London University, The London
University Calendar of 1831, p. 59.

30) London University, The London University Calendar of 1831, p. 58.
31) London University, Second Statement, pp. 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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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자연 철

학 강의

역 학 의

원리

Part Ⅰ. 정역학, 또는 고체 물질의 평형에 관한 원리

Part Ⅱ. 동역학, 또는 고체 물질의 운동에 관한 이론

Part Ⅲ. 유체정역학, 또는 액체 물질의 평형에 관한 이

론: 수력학, 또는 액체 물질의 운동에 관한 이론

Part Ⅳ. 기체 역학, 또는 탄성 유동체의 역학 이론

2학년

자연 철

학 강의

광학 -천

문학 -측

지학-열-

전기 -자

기

Part Ⅰ. 빛

Part Ⅱ. 천문학

Part Ⅲ. 측지학

Part Ⅳ. 열

Part Ⅴ. 전기와 자기

<표 4-2> 라드너의 자연 철학 강의 교수 요목, 출처: Second Statement, pp.

46-63.

고자 계획하였다. 특히 * 표시가 있는 주제들은 난이도가 높아 고등 수학을 수

강하는 학생들만으로 제한하였다. 이렇듯 라드너의 수업은 첫 강좌부터가 수학

적 지식이 부족하면 제대로 따라가기 힘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32)

라드너는 1828년 10월 28일 자연 철학 초대 강연을 하면서 자연 철학의 분야

들을 수학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였다. 그는 자연 철학을 크게,

“기계적 철학(mechanical philosophy)”과 “화학적 철학” 두 분야로 나누었다. 이

경우, 전자는 물체의 배열이나 배치 등의 위치 변화와 관련된 측면을 다루는 분

야로 규정하였다면, 후자는 물체의 성질 변화를 다루는 분야로 정의하였다.33) 그

런 다음 “기계적 철학이 순수 수학과 화학 사이에 위치”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

였다. 그리고 자연 철학을 그냥 수학이 아니라 “순수 수학”과 대치시켜 비교하면

서 자연 철학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연 철학에서 제 1원리로

간주되는 사실들은 순수 수학에 비해 보다 복잡해서 명확하게 관찰하기 힘든 경

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수학적 공리와 물리적 공리

간의 세밀한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수학자들을 예외로 하면, 그 차이는 거의

32) London University, Second Statement, pp. 52-53.
33) Lardner, A Discourse on the Advantages of Natural Philosophy and Astronomy, As

Part of a Gener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Being an Introductory Lecture
Delivered in The University of London, On the 28th October, 1828 (London: John

Taylor, 1829),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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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역학, 혹은 고체 물질의 평형에 관한 원리

힘
its stational measure-응용 점, 강도와 방향-힘을 기하학적

연구로 환원하는 방법-힘을 대수적 연구로 환원하는 방법

같은 점에 작용하

는 힘의 평형

같은 방향일 때-다른 방향일 때-같은 평면에서-다른 평면

에서-점이 주어진 평면에 있을 때, 상태의 변화-점이 주어

진 선 위에 있을 때 상태의 변화

평행한 방향으로

고체 물질에 작용

하는 힘의 평형

두 힘이 같은 방향일 때-두 힘이 서로 다른 방향일　때-여

러 가지 힘-*평행인 힘의 중심-점이 고정되어 있을 때 상

태의 변화-축이 고정되어 있을 때의 변화

같은 평면에 있는

고체 물질에 작용

하는 힘의 평형

평행인 힘이 작용하는 두 개의 시스템으로 환원하기-두 힘

을 동일한 점으로 환원시키기-점이 고정되어 있을 때의 변

화

*임의의 방향으로

고체 물질에 작용

하는 힘의 평형

평형의 일반적인 상태-합성 운동의 일반적인 조건-한 점이

고정되어 있을 때의 상태의 변화-축이 고정되어 있을 때의

변화-물체가 한 평면 위에 놓여 있을 때의 변화

* 쌍couples 이론
유도될 수 있는 평형의 모든 상태들-힘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힘과 하나의 쌍에 모두 동등하다는 점

* 회전 순간의 이

론

투사체 이론과 유사한 측면-모멘트의 결합과 분해-주

principal 모멘트-주 모멘트의 축-이러한 축의 궤적-동일한

주 모멘트를 가지는 점들의 궤적-최소 주 모멘트를 가지는

점의 궤적

중력의 중심

평행한 힘이 작용할 때의 중력-부피와 질량, 그리고 밀도-

중력의 중심-* 평균거리의 중심에 유비해보기-이러한 점을

구하는 실험적 방법-*굴딘Guldin의 정리, 또는 면적과 만곡

정도를 구하는, 중심을 이용한 방법-* 이러한 중심의 수학

적 성질들

가상 속도의 법칙 실험적 설명-*실연

평형 상태에 있는

기계적 힘

간단한 기계들-지레, 그 다양한 변형과 결합들-균형 이론-

바퀴와 축-일반적인 바퀴의 작용-도르래-경사면-쐐기-스

크루

* 다양한 시스템

속에서의 평형

유연한 사슬과 끈-밧줄로 된 다각형-이음매가 있는 다각형

-아치-돔-지붕-* 탄성체

* 표시가 된 주제는 고등 수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만 허가될 것.

<표 4-3> 라드너의 정역학 강의 교수 요목, 출처: Second Statement, 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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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34)

그런 다음 자연 철학의 세부 분야들에 혼성 수학과 실험 철학의 분야들을 대

거 포함시키면서 자연 철학의 분야들을 매우 폭 넓게 정의해 나갔다. 먼저, 화학

적 철학은 구체적으로 화학을 의미했는데, 당시에는 이미 화학이 자연 철학과는

구분되는 하나의 독자적인 실험 과학의 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라드너는 화학을 자연 철학의 일부로 분류하였다.35) 그런 다음 화학적 철학

과 구분되는 기계적 철학의 경우에는, 다루는 물체의 성질이나 형태에 따라 세

부 분야들로 나누었다. 역학은 구심력, 가속력, 중력, 탄성체의 강도, 충돌이나

속도, 그리고 마찰 등 지구 표면 위에서의 고체 물체의 운동에 관해 탐구하는

분야로 정의하였다. 유동체(fluids)의 성질에 다루는 분야들은 액체 속에서의 작

용을 논하는지 아니면 기체 속에서의 작용을 논하는지에 따라서 유체 정역학이

나 수력학, 그리고 기체 역학의 분야로 나누었다. 한편, 천체계의 다양한 현상들

을 탐구하면서 그 현상을 일으키는 운동에 관해 논하는 분야는 평면 천문학

(plane astronomy)으로, 태양과 기타 행성들의 궤도 문제나, 혜성의 생성이나 진

로 등 하늘 위의 광범한 상호 작용 등을 다루는 분야는 물리 천문학(physical

astronomy)으로, 그리고 지구의 다양한 지역들의 형태나 면적 등을 탐구하는 분

야는 측지학의 분야로 규정하면서 모두 기계론적 철학의 분야에 포함시켰다. 그

런 다음 빛, 열, 전기, 그리고 자기 등 통상적으로 실험 철학이라고 분류되는 분

야들도 관측하기 어려운 미묘한 작인들을 다루는 분야로 분류하여 자연 철학의

분야에 포함시켰다. 그런 뒤 전기와 자기 분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

면서 이 분야가 혼성 수학의 분야임을 분명히 하였다(<표 4-4> 참조).

“비록 자연 과학의 이 분야들[전기와 자기]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으나, 이제까지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져 왔다. 근대 철학자들의 비범한 재능과 성실함은 방대한

양의 실험적 결과들을 축적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장 미묘한 작인의 하나였던 것

을 수학의 영토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전기는 이제 혼성 수학의 한 분야로 간

주되어야 하고, 그 해석적 연구의 미적 가치와 세련된 논의로 인해 물리 천문학

과 같은 지위에 놓여 져야 한다.”

34) Lardner, A Discourse on the Advantages of Natural Philosophy and Astronomy, pp.
9-10.

35) Lardner, A Discourse on the Advantages of Natural Philosophy and Astronomy, pp.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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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너의 자연 철학

기계적 철학(물체의

위치 변화)

역학

유체정역학

수력학

기체 역학

평면 천문학

물리 천문학

측지학

빛

열

전기

자기

화학적 철학

(물체의 성질 변화)
화학

<표 4-4> 라드너의 자연 철학의 범위,

출처: Second Statement, pp. 52-53.

이는 라드너가 혼성 수학과 실험 철학의 분야들을 자연 철학의 분야들로 간주하

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라드너가 이렇듯 광범하게 자연 철학 교과 과정을 구성했던 것이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 특이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스코틀랜드나 유럽 대륙에

있는 대학의 자연 철학 교수들이 생각했던 범위나 왕립 연구소의 자연 철학 강

의의 범위, 그리고 당시 대중적으로 출판되었던 자연 철학 교재들의 범위를 살

펴볼 때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1819년에 플레이페어가 에딘버러 대학의 자연

철학 교수직을 그만두면서 쓴 『자연 철학의 개요』(Outlines of Natural

Philosophy, being heads of lectures delivered in the university of Edinburgh,

1819)는 스코틀랜드 대학에서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데, 이 경우 라드너의 교육

과정과 비교해보면, 자기학과 측지학, 그리고 화학 철학 정도가 제외된 것을 빼

고는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36)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겸 물리학자였던 장

36) John Playfair, Outlines of Natural Philosophy, being heads of lectures delivered in
the university of Edinburgh, (A. Neill & Co., 1819) 2 vol.



- 111 -

-바티스트 비오(Jean-Baptiste Biot, 1774–1862)와 베를린의 한 칼리지 교수였

던 피셔(E. S. Fischer)가 공조해서 썼던 『자연 철학의 원리』(Elements of

Natural Philosophy, 1827)는 대륙의 경향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측지학과 천문학 분야가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라드너의 것과 상당히

유사하였다.37) 허셜이 1831년에 출판한 『자연 철학 연구에 관한 논의』(A

Preliminary Discourse on the Study of Natural Philosophy)의 경우, 책의 성공

이나 허셜의 명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시기 자연 철학에 관한 영국 과학계의 일

반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자연

철학의 범주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수리 자연 철학의 분야들인 정역학과 동역학,

기체역학, 그리고 수력학 등의 분야들 외에도, 결정학이나 소리에 관한 논의, 광

물학, 화학, 그리고 동물학과 식물학 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한 분야들이 포함

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38) 한편, 대중 교육의 측면을 보여주는 SDUK의

『자연 철학』(Natural Philosophy, 1827) 역시, 비록 실용적인 기술 분야들이

일부 포함되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라드너의 자연 철학의 범위와 매우

유사하였다(<표 4-5> 참조).39)

이처럼 19세기 초에 자연 철학의 범주는 매우 넓었고, 그 속에서 자연 철학과

혼성 수학, 그리고 고등 수학의 범주들은 서로 상당 부분 겹치고 있었다. 따라서

가령 역학이나 유체 정역학과 같은 분야들은 혼성 수학의 분야에 포함되어 한편

으로는 수학 분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 철학 분야로 간주되었다. 이런 상

황에서 수학자의 입장에서는 자연 철학의 분야로 규정될 수 있는 분야들을 혼성

수학으로 정의하여 수학의 외연을 확장시켜 나갔고, 자연 철학자는 혼성 수학을

수리 물리 과학의 영역으로 보아 자연 철학의 분야들 속에 분류하였다. 허셜은

자연 철학의 범주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물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

데, 이는 이 시기 ‘고등 수학, ‘혼성 수학’, ‘실험 철학’, ‘수리 물리 과학’, 그리고

‘물리학’ 등의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가운데 수학과 자연 철학의 분야들이

37) 처음엔 피셔 단독으로 출판하였다가 비오가 ‘주석 및 첨가 사항’(Notes and Additions)을

덧붙이면서 프랑스어로 번역되었고, 이후 다시 영어로 번역되어 미국의 대학들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E. S. Fischer and Biot Elements of Natural Philosophy (Boston: Hilliard,

Gray, Little, Wilkins,. 1827)

38) J. Herschel, A Preliminary Discourse on the Study of Natural Philosophy (London:
Longman, 1831)

39) Baldwin & Cradock, Natural Philosophy (Library of Useful Knowledge,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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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철학 서적 해당 서적에서 다루는 분야

플레이페어,

『자연 철학의 개요』(1819)

동역학, 역학, 유체정역학, 수력학, 기체역학,

기체정역학, 천문학

피셔, 비오, 『자연 철학의

원리』(1827)

역학, 동역학, 열, 유체정역학, 수력학, 기체역

학, 기체정역학, 전기, 자기, 광학

허셜, 『자연 철학 연구에 관

한 논의』(1831)

정역학, 동역학, 기체역학, 수력학, 결정학, 소

리, 빛과 시력, 천문학과 천체 역학, 지질학,

광물학, 화학, 열, 전기, 자기, 동물학, 식물학

SDUK, 『자연 철학』(1827)
역학(기계학 포함), 유체정역학, 수력학, 기체

역학, 열, 광학, 전기, 자기

<표 4-5> 19세기 초 자연 철학 교재에 드러난 자연 철학의 제 분야들

서로 상당부분 겹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수학과 자연 철학의 영역이 중복되는 가운데 라드너가 혼성 수학의 분

야들을 포함하여 자연 철학의 교과 과정을 매우 폭 넓게 구성하자 드 모르간의

수학 교육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드너가 1827년 자연

철학 교수로 임용될 당시, 그는 UCL 초대 교수들 중에서도 대중적 인지도나

학문적 명성 등에서 매우 뛰어났던 인물이었다. 이에 반해 드 모르간은 1828년

에 수학 교수로 임용될 당시 아무런 경력도 없는, 그저 케임브리지 대학을 막

졸업한 21세의 젊은 학자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드 모르간은 라드너가 임용되

고 난 뒤 반년도 더 지나서 뒤늦게 수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따라서 UCL의 설

립 취지 및 운영 방식, 그리고 개설 과목 및 교수 등에 대해 처음으로 설명한

첫 번째 인쇄물 『런던대학 위원회의 성명서』에는 라드너의 이름만 등장할 뿐

드 모르간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40) 이는 라드너가 자신의 자연 철학 교과 과

정을 이미 설계하였거나 설계하고 있었을 때, 드 모르간이 막 수학 교수로 임용

되었음을 의미했다. 당시 자연 철학과 수학의 경계가 서로 상당 부분 겹쳤던 상

황에서 UCL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수업료에 비례하여 교수들의 급료를 결정

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인접 분야의 저명한 학자가 혼성 수학의 분

야들을 자신의 교과 과정의 일부로 규정하고 정당화하고 있었을 때, 젊은 학자

가 혼성 수학의 분야들을 자신의 교과 과정으로 끌어들여서 인접 분야와 서로

40) London University, Statement,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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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라드너는 임용 이후 급료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UCL 측과 논쟁을 벌

이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었다. 라드너가 자연 철학 교수로 정식 임용되

기 이전 브로엄은 라드너가 자신의 급료에 대해 문의하자 최소 300파운드는 보

장이 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최대 2000파운드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41) 그러나 1826년에 출판된

『런던 대학: 안내서』에는 교수들의 급료가 학생들 수업료에 비례해 결정될 것

이고, 자연 철학 교수를 포함한 일부 교수들의 급료는 1년에 200파운드 정도로,

그것도 3년까지만 보장이 될 것이며, 학생들의 수업료는 강의 당 4파운드가 될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이에 라드너가 브로엄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문의하였고, 이에 브로엄은 “급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당신이

잘못 이해한 것이고, [그 글의 취지는 급료의] 최대치를 한계 지으려는 것이 아

니라, 가르치는 학생들의 수가 충분히 많아 상당한 액수[의 보수]가 보장될 것

같으면, [대학에서 보장해주던] 급료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라드너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업료[에 비례해 얻

게 될 금액]가 급료를 빠르게 따라 잡을 것이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급료가

보장될 것”인데, "300파운드 대신 200파운드라고 이야기한 것은 실수”일 뿐이라

고 대답하였다.42)

브로엄의 말을 믿고 임용을 받아들인 뒤 얼마 안 있어 UCL의 총괄 조정 업무

를 위해 스코틀랜드의 지질학자이자 교육 개혁가였던 레너드 호너(Leonard

Horner, 1785-1864)가 학장(Warden)으로 선출되었다.43) 이후 라드너는 브로엄과

의 서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며 호너가 UCL 위원회와 자신 사이에서 중재 역

할을 잘 해 주어 급료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

러나 막상 개학하자, 첫 학기에 300파운드의 급료를 보장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서는 실제로는 급료를 지급해주지 않았으며, 수업료 역시 4파운드 10실링에 머

물렀다.44) 이후 계속해서 급료에 대해 문의했을 때 1829년 6월 20일 라드너가

41) John Conolly et al., Statements Respecting the University of London, p. 23.
42) John Conolly et al., Statements Respecting the University of London, pp. 23-24.
43) "Report of the Proceeding of a Special General Meeting of Proprietors on Wednesday

the 30th day of May 1827,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 proposition for the

Appointment of a Salaried Officer to have the constant Superintendence of the Affairs

of the University under the Council" in Statement by London University,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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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대답은 첫 2년간만 300파운드의 급료를 지급하고 그 동안 학생들 수업료로

인해 부가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일체 없을 것이라는 통보였다. 게다가 300파

운드라는 금액조차도 라드너가 브로엄과의 서신을 통해 약속받았던 조건들을 법

적으로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서명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

푼이라도 받으려면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서명을 하고 난

뒤에도 급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

은 더욱 더 악화되었다. 1830년 1월 초에 대학 측으로부터 받았던 통보에는 대

학 기금 부족으로 라드너의 급료가 학생들 수업료의 2/3 정도로 줄어들 것이며,

보장되는 급여는 일체 없을 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45)

자신의 정규 강의에 충분한 수강생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

고 있었던 라드너는 일정 수준의 급료를 확보하기 위해 UCL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1830년 3월 29일, 교수들과 위원회 사이를 중재하고 있

던 호너로부터 받은 편지에는 위원회의 다음 회의 전까지 이전에 알려준 “조건

으로 자연 철학 교수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알

려주면 좋겠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교수직을 계속 맡을 것인지를 알아야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번 학기를 끝으로 교수 계약이 끝난다는 점을 고

려해, 다음번 회의에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교수직을 그만두는 문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

었던 라드너에게 호너의 편지는 매우 황당하고 불쾌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

후 라드너는 불쾌한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한 뒤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으로 교수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호너를 통해 돌아온 대답은 라드너의 자연 철학 교수직 제

명에 관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830년 4월 27일에 드 모르간을 포함한 교수 9명은 문서를 통해 위원회 측에 라

드너의 제명 문제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UCL의 미래를 감안할 때 라

드너는 반드시 필요한 교수이며 칼리지 위원회와 교수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

해서라도 라드너의 제명 문제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후 라드너의

제명 문제가 더 이상 논의되지 않으면서 라드너와 관련된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다음 학기 대학 측은 거의 모든 교수들에게 일정액의 급료를 보장

44) John Conolly et al., Statements Respecting the University of London, p. 25.
45) John Conolly et al., Statements Respecting the University of London,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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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면서도 라드너만은 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버렸다.46)

사실 라드너에 대한 UCL 측의 지원이 다른 교수들에 비해 적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당시 UCL은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실험 기구 및 도구 구입을

위한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자료관(Museum)을 꾸미는 데 상당한 관심을 보이

고 있었다. 그리고 그 때 자연 철학 분야의 기구 및 모형들을 마련하는 데 지출

된 비용은 해부학이나 자연사, 그리고 화학 분야의 기구 구입에 사용된 비용을

훨씬 웃도는 것이었다.47) 이는 그만큼 당시 UCL 측이 라드너와 그의 자연 철학

분야에 걸었던 기대가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UCL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초기 UCL에서 자연 철학의 여건은 상당히

열악했다. 우선 자연 철학 정규 강의는 고학년에 배치되어 있었고, 상당한 수준

의 수학 지식을 요구했으므로 처음부터 많은 수의 수강생들을 확보하기는 힘들

었다. 더욱이 UCL에는 수리 과학 공부를 위한 아무런 유인책도 존재하지 않았

다. 이는 학생들의 성향과도 연결되는 문제였다. UCL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케임

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종교 면에서나 학업의 목표 면에

서 서로 각기 다른 부류에 속해 있었다. UCL에 입학했던 이들은 크게 두 부류

로 나뉠 수 있었다. 우선 기존의 대학 교육으로부터 배제되었으나 대학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비국교도나 가톨릭교도,

그리고 유대인 등 영국 국교회 이외의 종교를 가진 이들의 자녀들이었는데,48)

이는 이들이 아무리 수리 과학을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여 국교회 성직자가 되거나 교수나 펠로 같은 학자로서의 경력을 쌓는 데

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했다.49)

한편, 기존의 대학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실용적인 전문 지식을 얻고자 강의를

수강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도 UCL의 독특한 특징이었다. 특히, 법학 및 의학 분

야는 기존의 잉글랜드의 두 대학에서 정식 교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으므

로 법률가나 의사로 활동하려 했던 이들은 런던의 사설 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46) John Conolly et al., Statements Respecting the University of London, pp. 25-30.
47) London University, Second Statement, p. 28.
48)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p. 47-59.
49) 이러한 종교적 제한은 1856년에 이르러 두 대학이 졸업 학위 과정에서 종교 시험을 없애

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1871년의 "시험 법령(Test Act)"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칼리지들에서는 펠로 선출을 위해 종교 시험을 요구하였다. Craik, Mr. Hopkins‘ Men,
pp. 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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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UCL이 설립될 무렵 런던에는 법학 및 의학 교육의 수요

가 상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런던에 대학이 생기자 이미 법률가나 의사로 활동

하고 있는 이들 중에도 추가적인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야간 강의를 수강

하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설립 당시 UCL이 특히 법학과 의학 분야에 주력

했던 것도 바로 이들을 고려해서였는데, 이들에게 수리 과학은 그리 흥미로운

분야가 아니었다. 또한 UCL은 야간 강의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직업을

가진 이들 중에도 자신에게 관심 있는 실용 전문 분야를 수강하기 위해 강의실

을 찾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수학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직업 분야

가 많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어려운 수학 분야를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필요는 거

의 없었다. 더구나 이들이 수학을 배워서 직업을 바꿔 전문적인 수학 연구자 및

자연 철학 연구자가 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다.50) 초기 UCL에는 고등 수

학 및 수리 과학 공부를 위한 유인책이 거의 없었다.

자연 철학 정규 강의에 학생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을 때, 실망했던 것은 단

지 라드너 뿐만은 아니었다. 당시 UCL의 미래는 상당히 불확실했고, 그 성공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칼리지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기

대했던 자연 철학 및 천문학 분야에서 예상했던 만큼의 학생들을 끌어와 주지

못했던 상황에서, 칼리지측이 라드너에게 상당한 수준의 급료를 고정적으로 지

급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상당히 힘들었다. UCL의 역사를 집필한 벨롯은 라드너

가 UCL의 설립 초기에 가장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인물이었다고 평가하였

다. “라드너, 그의 기구들, 그의 강의들, 그리고 그의 급료 등은 칼리지의 초기

역사에서 어떤 주제들보다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초기 위원회 의사록에서

그에 관한 논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정상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51) 라드너는

자연 철학의 분야들을 최대한 넓게 책정하면서 실험 철학을 포함하여 혼성 수학

과 겹치는 수리 과학의 분야들을 상당수 자신의 교과 과정으로 모두 포함시키며

자신의 분야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UCL 환경에서 라드너의

급료가 적정하게 유지되기는 힘들었다. 결국 1831년 11월에 라드너는 그간의 긴

논쟁을 끝내고 UCL의 자연 철학 교수직을 사임하였다.52)

50) 초기 브로엄이 SDUK를 통해 수리 과학 저술들을 출판하면서 수학 공부를 도덕적인 측

면과 결부시키려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Christopher Phillips, "Augustus De

Morgan and the Propagation of Moral Mathematics", pp. 105-133.

51)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 131
52) 라드너가 1831년 11월 30일 UCL 위원회에 보낸 편지, College Correspondence, no.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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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라드너의 사임으로 인해 드 모르간이 혼성 수학의 분야들을 가지

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

나 이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라드너가 1831년에 교수직을 사임한 뒤

1832년 1월에 그의 후임으로 온 인물은 윌리엄 리치(William Ritchie,

1790-1837)였다.53)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테인의 왕립 아카데미(Royal Academy

of Tain)의 교목으로 있던 그는 봉급을 모아 파리로 건너간 뒤, 조제프 게이 뤼

삭(Joseph Louis Gay-Lussac, 1778-1850)이나 비오 등의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

운 실험 철학의 분야들을 배워 나갔던 학자였다. 이후 실험 연구에 관한 우수한

논문으로 왕립 연구소의 초대 자연 철학 교수(1831-1837)가 되었던 그는 거기에

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 논문을 투고하며 실험 철학에 관한 지식을 넓혀

나갔던 인물이었다54). 그런데『국립 인명 사전』(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의 그에 대한 항목에서도 잘 드러나듯, 그는 자연 과학의 실험들을

고안하고 수행하는 데 매우 솜씨가 뛰어난 인물이었으나, 수리 자연 철학의 이

론적 연구 및 교육에는 그다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55) 따라서 리치

이후 UCL의 자연 철학 강의가 실험적인 성격으로 치우쳤을 때, 수리 자연 철학

이나 혼성 수학의 분야들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한 번 나누어진 교육 과정을 되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교육

과정이 나뉘어져 있던 상황에서 라드너가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들은 그

의 후임 교수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교체 과정에서 교과 과정을 후임 교수에게 불리하게 조정한다면, 그 교

수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라드너의 사임 이후 ‘공학

및 기계적 철학의 기술적 응용(Engineering and the Application of Mechanical

UCL Special Collections.

53) S. Forbes, "Obituary - Rev. W. Ritchie", The Gentleman's Magazine, vol. 163, p. 210.
54) 리치가 1837년 UCL의 자연 철학 교수로 임용되어 왕립 연구소의 자연 철학 교수직을 사

임하면서 그 후임으로 존 틴달(John Tyndall, 1820-1893)이 임용되었다. 이후 틴달은 전문

적인 물리 연구뿐만 아니라 대중 과학 강연을 통해 왕립 연구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

다.

55) George Stronach, "Ritchie, William(1790-1837)",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1885-1900, 48, p. 326.; Fox, ""From Lardner to Massey: A History of Physics, Space

Science and Astronomy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1826-1975",

http://www.phys.ucl.ac.uk/department/history/BFox1.html (2011.2.23 접속)". 포터(A. W.

Porter)는 리치가 실험 철학을 연구하고 실험 기구를 고안하는 데 뛰어났던 인물이었다고

회고하였다.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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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to the Arts)’ 분야의 교수 임용과 관련된 논란을 통해서도 잘 드러

났다. 처음에 UCL의 설립자들은 자연 철학 교수와는 별도로 공학 및 기계적 철

학의 기술적 응용 분야를 가르치는 교수를 모집하였고, 실제 민간 엔지니어였던

존 밀링턴(John Millington, 1779-1868)을 교수로 임용하였다.56) 하지만 충분한

급료가 보장되지 않자, 밀링턴은 UCL이 문을 열기도 전에 일치감치 교수직을

사퇴하였다.57) 이후 UCL이 문을 연 뒤에도 여전히 이 분야의 교수는 채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28년의 두 번째 성명서에서 개설되는 강의

에 대해 대략적으로 소개하면서 UCL 측은 공학 및 기계적 철학의 기술적 응용

분야에 관한 비정규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언하였다.58) 이를 통해 상당

기간 동안 이 분야의 강좌 개설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라드너는 야간 대중 강연을 통해 실험적 지식은

물론, 최신의 기술 혁신 및 기계 분야의 내용까지도 모두 가르치고 있었다. 따라

서 라드너가 자연 철학 교수로 있는 동안에는 공학 및 기계적 철학의 기술적 응

용 분야의 교수를 굳이 따로 뽑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라드너가 사임하고 리치가 임용되자, 그 다음해인 1833년에 UCL 측은

다시 이 분야의 교수 임용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라드너가 사임한 상황에서 이

분야의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

한 결정은 곧바로 리치의 저항에 부딪쳤다. 그에게 UCL의 계획은 자신의 영역

을 침범하려는 시도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급여 문제로 라드너가 사퇴

까지 한 상황에서 그의 급료 수준을 더욱 열악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려는 협박으

로 여겨졌다.59) 결국 이 문제는 리치가 토목 공학(Civil Engineering) 분야에 대

한 특별 강의를 개설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1837년에 리치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그의 후임으로 실베스터가 자연

철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전형적인 케임브리지 대학식의 수리 자연 철학자였던

실베스터는 임용 이후 이전 교수들과는 달리 주로 수리 자연 철학 분야에 주력

하였다. 이에 UCL측은 1838년 무렵부터 다시금 토목 공학 교수좌 설립을 논의

하기 시작했고, 결국 1841년에 토목공학 교수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60) 이는

56) London University, Statement, p. 11, 21
57) London University, Statement, pp. 37-8.
58) London University, Second Statement, p. 11
59) Fox, "From Lardner to Massey".

60) Fox, "From Lardner to Mas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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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의 교과 과정이 한 번 확정되고 나면 해당 분야의 교수의 양해가 이루

어지지 않은 한 변경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결국 자연 철학 교수가

수리 물리학 분야를 넘겨주지 않는 이상, 드 모르간의 수학 교과 과정은 계속해

서 순수 수학 분야만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드 모르간이 자신의 수학 교과 과정을 자신

의 관심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당히 좁게 상정하였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

워 보인다. 사실 교과 과정의 축소는 곧바로 수강 학생 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는 실질 소득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기술자들이나

수학자들로부터 상당한 수요가 있었고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졸업 시험

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혼성 수학의 분야들을 빼앗겼을 때, 드

모르간이 라드너에게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로 인해 라드너와 얼굴을 붉히거나 불편한 입장에 서지 않았다. 이는 단적

으로 급료 문제와 관련하여 라드너가 UCL에 항의의 서한을 보낼 때 라드너와

의기투합했던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

사실 라드너가 폭넓은 교과 과정을 선점하고도 수강생들이 적어 급료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드 모르간의 수학 강의실에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몰

려들고 있었다. 첫 학기에만 드 모르간의 수학 강의를 100여명의 학생들이 수강

하였고, 다음 해에는 그 숫자가 더욱 증가되었다. 그 결과 그의 급료는 안정적으

로 유지될 수 있었으며, 오히려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드

모르간은 버거워하고 있었다.61) 교수가 되기 전 그는 분명 순수 수학보다는 수

리 물리학과 같은 혼성 수학의 분야들에 더 큰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라드너는 한 발 앞서 가능한 수리 물리 과학의 전 분야들을 자신의 교과 과정

안에서 선점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수업료 문제와 급료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논쟁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과 안정된 급료를 확보하고

있었던 드 모르간에게 가능했던 선택은 연장자였던 라드너의 강의 분야들과 최

대한 겹치지 않게 교과 과정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61) S. De Morgan, Memoir, p. 30. 부인 소피아는 1830년 3월 경 드 모르간의 고충이 심해

져 학장과 서신을 교류하였고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S. De Morgan,

Memoir,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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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홀의 수학 교과과정 vs. 모즐리의 자연 철학 교과 과정

교과 과정 구성을 둘러싼 수학과 자연 철학 교수간의 미묘한 관계는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보지 않으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다. 둘 사이에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갈등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이 각자 자신들의 교과 과정

을 구성했던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 과정을 둘러

싼 갈등은 가령 KCL의 수학 교수와 자연 철학 교수 사이에서는 아주 첨예하게

드러났으며, 결과 역시 완전히 달랐다. 따라서 KCL의 사례를 살펴보고 비교해보

는 것은 UCL의 경우를 이해하고 당시 학문 분야 간 경계 문제를 고민해보는 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KCL은 UCL과 함께 런던에 고등 교육을 제공하고자 했던 시도의 첫 산물 중

하나였다. 당시 그 곳의 교육 과정이나 교수 및 강사진의 수준을 살펴볼 때 상

당한 수준의 고등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 곳은 국교도

측이 주도하여 설립한 기관이었고, 학생들 중에 졸업 후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진학하려 했던 이들이 많았으므로 교육 과정이 서로 연계되어 있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런던에 머물면서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 진학을 원하는 이들

은 UCL보다는 KCL을 선택하였다.62) 또한 이 곳 교수나 강사진들은 모두 같은

국교도 계열이었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 졸업시험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재원들이었으므로 교수진들의 실력이 뛰어났다. 이 곳의 학습 분위기

역시 매우 학구적이어서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매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매우 엄격한 규율이 준수되고 있었다.63) 실제 이후 이 곳을

졸업한 학생들 중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재입학해 학위 과정을 거치는 경우

가 많았으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졸업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KCL 졸업생들이 많았다.64) 이는 이 곳에서의 수학 교육

62) 가령 이튼의 경우, 1837년까지도 수학이 필수 과목이 아니었고, 사실 수학 교육 자체가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다. 해로우의 경우, 1837년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기초 수준의 유클리

드 기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나 수학에 할당된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에 불과하여 이

곳에서 이루어진 수학 교육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

황은 19세기 중반을 넘어가서도 그다지 크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가령 1867년 경에 이들

사립학교의 수학 시간은 주당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전에 비하면 수학의 처지

는 상당히 열악한 것이었다. Crilly, Arthur Cayley, pp. 23-24.
63) Crilly, Arthur Cayley, pp. 17-24.
64) 물론 UCL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 중에도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시 입학해 수학 졸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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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을 어느 정도 짐작케 하는데, 당시 KCL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웬만한 칼

리지들 못지않은 수준으로 수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65)

이러한 KCL 수학 교육의 중심에 수학자 홀이 있었다. 이미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그의 수학 교과 과정에는 순수 수학 분야를 포함하여,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쳤던 것과 매우 유사한, 혼성 수학의 분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

었다.66) 실제 KCL 요람에도 수학 강의는 “순수 및 혼성 수학”(pure and mixed

mathematics)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다. 또한 이는 홀이 KCL 요람에서 자신의 강

의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수학 분야가 “대학에서 교수되고

있는 수학의 모든 범위”를 포괄한다고 언급한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67)

그러나 홀의 수학 교과 과정이 혼성 수학 분야를 포함하여 매우 폭 넓게 구성

되면서, 그의 교과 과정은 자연히 KCL의 자연 철학 교과 과정과 상당 부분 겹

칠 수밖에 없었다. KCL의 초대 자연 철학 교수로 임용된 인물은 1826년에 케임

브리지 대학의 수학 졸업시험을 7위로 통과했던 헨리 모즐리(Henry Moseley,

1801~1872)였다. 그는 17세가 되던 1818년에 포츠머스(Portsmouth)의 해군 학교

에서 공부하면서 달 표면 구멍의 깊이를 측정하는 문제에 관해 첫 논문을 썼는

데, 이것이 그 해에 왕립 학회의 『철학 회보』(Philosophical Magazine)에 출판

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1821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존스칼리지

(John's College)에 입학했던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 시절을 통해 자연 철학에 대

한 풍부한 지식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68) 1826년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험을 보았던 이들이 있었으며, 에드워드 루스나 토드헌터와 같은 이들은 매우 우수한 성

적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UCL 출신들은 시험에서 그리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65) 특히 킹스칼리지의 고등반(Senior department) 과정은 의학이나 법학과 같은 전문 직업

을 준비하거나 옥스퍼드 및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자로서의 길을 걷는 데 활용되었다는 점

에서 매우 수준 높은 강의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크릴리(Tony Crilly)는

KCL의 고등반의 경우,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의 여느 칼리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Crilly, Arthur Cayley, pp. 17-19
66) 시간이 흐르면서 홀의 교사 및 학자로서의 열정은 점차 식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KCL에

서 1년 공부한 뒤 1855년에 케임브리지의 크라이스트 칼리지(Christ's College)에 입학한

베전트(Walter Besant)는 KCL의 수학 교수 홀에 대해 평가하면서 그가 매우 늙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 및 교육에 관심이 거의 없었고, 다른 교사들에게서도 아무런 지적 자극을 받

지 못했다고 술회하였다. Craik, Mr Hopkins' Men, p. 20.
67) King’s College, Calendar of King's College, London for 1835-1836 (London: John W.

Parker, 1836)

68) B. B. Woodward, "Moseley, Henry",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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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UCL이 설립되었을 때, 그는 곧바로 드 모르간보다 앞서 UCL의 수학 교수직

에 지원하였다. 그리고 처음 UCL이 수학 부문을 기초 수학과 고등 수학 및 수

리 물리학 분야로 나눠 두 명의 수학 교수를 임용하려고 했을 때, 대부분이 두

교수좌 모두에 지원했던 것에 반해, 모즐리는 ‘고등 수학 및 수리 물리학’ 교수

좌에만 지원했던 몇 안 되는 수학자 가운데 하나였다.69) 당시 UCL의 수학 교수

직에 지원했다가 인터뷰 제안도 받지 못했던 상당수의 인물들과 비교할 때, 모

즐리는 확실히 UCL 임용위원회의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었다.70) 비록 인터뷰를

받으라는 위원회의 편지가 늦게 도착한 탓에 인터뷰에 응하지 못해 탈락되었으

나, 그는 곧이어 KCL이 ‘자연 철학 및 실험 철학, 그리고 천문학’(Natural and

Experimental Philosophy and Astronomy) 분야의 교수를 뽑을 때 곧바로 지원

하였고, 뒤이어 1831년 1월 30일에 임용될 수 있었다.71)

교수로 임용된 젊은 모즐리는 강의 준비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

신의 분야에 대한 큰 포부를 이어갔다. 초기 KCL은 자연 철학 및 실험 철학 강

의에 필요한 기자재 마련을 위해 200파운드의 예산을 배정하였는데, 모즐리는

이에 기반해 1831년 여름부터 기자재 구입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72)

강의 준비에 대한 의욕이 커지는 만큼 강의에 대한 포부도 그만큼 더 커졌는데,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분야의 범위를 당시의 자연 철학자들과 유사하게 매우 폭

넓게 상정하였다. “혼성 수학의 분야들을 포함하여, [케임브리지 대학의] 칼리지

에서 교육되고 있는 자연 철학 및 실험 철학의 전 분야”로 규정하였던 것이

다.73)

그런데 모즐리가 자연 철학 교과 과정의 범위를 폭 넓게 구성하고자 할수록,

그래서 홀의 수학 교과 과정과 겹치는 분야가 많아질수록, 모즐리의 고민은 깊

어질 수밖에 없었다. 모즐리는 홀이 임용된 지 반년도 더 지나서 자연 철학 교

수직에 임용되었다. 이는 드 모르간과 라드너의 경우와 비슷하게, 모즐리가 자연

철학 교수로 임용되기 이전에 이미 홀이 자신의 수학 교과 과정을 구상하고 있

69) Rice, "Inspiration or Desperation?", p. 261,

70) Rice, "Inspiration or Desperation?", pp. 263-4.

71) "King's College Parliament Sheet. Friday. the 1st October. 1830", "Parliament Sheet.

Thursday the 20th Jan. 1831.", Council of King's College, London Parliament
(KA/CM2)

72) "Parliament Sheet Tusesday. 30th August. 1831.", "Parliament Sheet Friday. 9th Dec.

1831.", Council of King's College, London Parliament
73) 모즐리가 1831년 12월 8일 KCL 위원회에 보낸 자필 편지, KA/I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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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의미했다. 더구나 폭 넓은 수학 교과 과정을 구성하였던 홀은 초기부터

KCL 측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다. 수학 분야는 KCL이 다른 분야보다도 특

별히 신경을 썼던 분야였다. 수학은 KCL이 특별히 ‘고전’과 ‘영문학 및 근대 역

사’ 분야를 포함하여 3대 정규 교육 과정으로 구성하였던 분야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KCL에 입학하는 정규 학생이라면 반드시 위 3대 정규 과목을 수강하도

록 되어 있었고, 이 과목들의 강의가 KCL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었다. 이런 점

을 감안할 때 KCL이 이들 분야의 교수들을 임용할 때 매우 신중했을 것은 충분

히 짐작할 수 있다.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수강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도 KCL은 다른 교수들을 제쳐두고 수학 교수를 매우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였

다.74) 이는 그만큼 KCL 측이 홀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

다.

이런 가운데 홀에게는 3대 정규 과정의 교수들과 함께 3년간 200파운드의 급

료를 보장해 주는 특혜가 주어졌다.75) 이는 당시 KCL의 다른 분야 교수들의 경

우에 비춰볼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당시 KCL 교수들의 급료는 UCL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수업료에 비례해 지급되었다. 그런데 KCL 설립 초기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따라서 해당 강의를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3년간 200파운드

라는 급료를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 세 분야들이 칼리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야들이었다는 것과 동시에 200파운드를 보장해주어도

절대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자연 철

학 및 실험 철학, 그리고 천문학’ 교수를 포함하여 다른 분야의 교수들에게는 월

급을 한 푼도 보장해주지 않았던 것과 확연하게 비교되는 것이었다.76)

74) 1830년 4월 1일의 KCL 위원회 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홀을 포함해 여러 젊은 학자

들이 KCL의 다양한 교수직에 지원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830년 7월에 열린

KCL 위원회에서는 홀만을 수학 교수로 임용하고, 나머지 분야의 교수직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취하였다. "Parliament Sheet, Saterday the 10th July 1830", Council of King's
College, London Parliament

75) "Parliament Sheet. Thursday, 1st April. 1830.", Council of King's College, London
Parliament

76) 화학, 자연사 및 동물학, 영문법 및 법리, 해부학 및 생리학, 의학의 이론 및 실제, 외과

학, 그리고 상업 이론 및 실제 등의 분야에는 일체 급료가 보장되지 않았고, 전액 학생들

의 수업료로 결정되었다. "Parliament Sheet. Thursday, 1st April. 1830." Council of
King's College, London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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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금 토

수학 매일 오전 10:15에 강의
오전 10: 15.

무료 강연

…

자연 철학 및 실험

철학

오후

2:00

오후 12:30

무료 강연

…

<표 4-6> KCL의 강의 시간표, 출처: Calendar of King's College, London,

for 1833-34.

결국 수학을 포함한 3대 분야의 교수 이외에 다른 분야의 교수들에게는 급료

가 일정하게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이들 교수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매우 컸다.

일정한 급료가 보장되지 않는 교수들의 경우, 월급은 그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

는 학생들의 수업료에서 칼리지 측으로 넘어가는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액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강이 저조한 경우에는 교수의 월급 역시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 철학 및 실험 철학, 그리고 천문학

강의는 강의 일수부터가 수학 강의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홀의 수학 강의

가 매일 이루어졌던 데 반해, 모즐리의 강의는 토요일의 무료 강연을 제외하면,

화요일 하루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표 4-6 참조).77) 이는 UCL의 경우, 자연 철

학 강의 일수가 수학 강의 일수와 유사했던 것과도 비교되는 것이었다.

KCL의 학제 역시 모즐리에게는 불리했다. KCL의 교육 과정은 기초 강의들로

이루어진 ‘기초반’(Junior department)과 3년 과정의 정규 코스로 이루어지는 ‘고

등반’(Senior department)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기초반의 경우, 종교 교육과 함께, 고전, 수학, 영문학 및 작문, 그리고

근대 언어 정도만이 교육되고 있었으므로 수학 교수의 강의만이 존재할 뿐, 자

연 철학 교수가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78) 또한 고등반의 경우에도, 모든 학생들

이 저학년 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학 수업을 포함한 3대 정규 과목을 수강하

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자연 철학을 포함한 다양한 심

77) “First term-Academical year, 1833-34.”, Calendar of King's College, London, for
1833-34.

78) "Parliament Sheet Friday 14th Febrary, 1834,", Council of King's College, London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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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고등반

기초반 합계
정규학생 비정규학생

1831-32 64 149 162 764

1832-33 109 196 319 932

1833-34 104 171 404 920

1834-35 133 107 404 920

1835-36 120 105 419 824

1836-37 118 54 380 725

<표 4-7> 1831년에서 1837년 사이의 KCL 학생 수, 출처: Hearnshaw,

The Centenary History of King's Collge London, p. 104.

화 과목들 중 일부 과목들을 선택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굳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다면, 자연 철학 분야들을 수강할 필요가 없

었다.79) 설령, 자연 철학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도, 적어도 1년이 지나야 수강할

수 있었다. 자연히 모즐리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었

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철학 과목을 선택 수강할 수 있을 비정규학생들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되었다. KCL의 역사를 집필한 헌쇼(F. Hearnshaw)에 따르

면 기초반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해서 증가되어 처음에 생각했던 기준을 훨씬

넘어섰던 것에 반해, 고등반은 거의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1831년에서 1836년

사이의 학생 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고등반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수는 64명에서 시작하여 109, 104, 133, 120, 그리고 118명으로 비교적

꾸준히 늘어났다. 하지만 다양한 과목들 가운데 선택적으로 수강해서 배우는 비

정규 학생들의 수는 1831-32년 학기에 300명이던 데서 1836-37년 학기에는 54명

으로 감소되고 있었다(<표 4-7> 참고).80) 이런 상황에서 자연 철학 강의를 수강

하는 학생들을 대거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79) Hearnshaw, The Centenary History of King's College, London, pp. 79-80.
80) 이러한 비정규 학생들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 헌쇼는 새로운 학교에 대한 신선함이 사라

진 것, 유명한 강사들이 사직하거나 사망하여 강사가 교체된 것, 그리고 점점 더 학구적인

성격이 강한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Hearnshaw, The
Centenary History of King's Collge London,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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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든 것이 모즐리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수학 교수였던 홀은 수학 교

과 과정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확정하고 있었으므로, 모즐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홀은 역학, 뉴턴의 『프린키피아』의 일

부분, 수력학, 광학, 그리고 천문학에 이르는 분야들을 모두 혼성 수학으로 규정

하여 수학 교과 과정 안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모즐리 역시 혼성

수학의 분야들을 자연 철학의 분야로 규정하여 자신의 교과 과정 안에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자칫 교과 과정에 관한 마찰로 이어질 수 있었다. 특히, 당시

홀은 수학 이외에 역사 강의도 맡고 있었다. 초기 KCL은 고등반의 저학년 기초

교육 과정을 위해 고전과 수학, 그리고 영문학 및 역사의 세 분야를 계획하였다.

그런데 1830년 7월 10일에 홀을 수학 교수로 뽑고, 1831년 4월 15일에 고전학

교수 조셉 앤스티스(Joseph Anstice, 1808-36)를 임용한 뒤에는 경제적인 사정으

로 “영문학 및 역사” 교수 임용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대신 앤스티스가 일주일에

한 번 영문학을, 그리고 홀이 일주일에 한 번 역사를 가르치도록 했다. 앤스티스

와 홀이 계속해서 영문학 및 역사 분야의 강의 책임을 덜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835년 앤스티스가 사임할 때까지도 홀과 앤스티스는 그 분야들을 나

누어서 가르치고 있었다.81)

이렇듯 홀의 강의 시간과 강의 분야가 모즐리에 비해 월등히 많아 홀과 모즐

리의 강의 여건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자, 모즐리는 1831년 12월 8일 자필 서면

을 통해 칼리지 측에 이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자신이 가르치도

록 약속 받은 분야들은 자연 철학과 혼성 수학, 그리고 실험 철학의 전 분야임

을 강조하면서 KCL 위원회 측이 나서 교수 분야들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82) 1831년 12월 9일에 열린 KCL 위원회 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모즐리가

강의 분야와 관련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KCL 위원회가 진지하게 논의한 흔적

을 찾을 수 있다.83) 그런데 1831년 12월 9일의 회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글들

은 칼리지 위원회가 결국 홀의 손을 들어주었음을 보여준다. 홀이 순수 수학을

포함하여 혼성 수학의 분야들을 강의하는 것에 대해 KCL 위원회 측에서는 반대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84)

81) Hearnshaw, The Centenary History of King's College, London, p. 86, 89.
82) "모즐리가 1831년 12월 8일 KCL위원회에 보낸 자필 편지", KA/IC/M

83) "Parliament Sheet, Friday. 9th Dec. 1831.", Council of King's College, London
Parliament

84) "Parliament Sheet Friday. 9th Dec. 1831.", Council of King's College,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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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있은 이후에 기록된 KCL 위원회의 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홀과 모즐

리에 관한 기록들이 크게 대비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홀과 관련해

서는 수학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많아 교실이나 강사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주

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KCL 측은 강의실 문제 및 보조 강사 등의

문제에 있어 최대한 홀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85) 반면 홀이 감당 못할

정도로 늘어나는 수강생들 때문에 피곤해하고 있을 무렵, 모즐리는 강의가 없어

어떻게 하면 강의를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후 모즐리는 KCL 위

원회 측에 자연 철학 강의를 늘려줄 것을 요청하여 약간의 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86) 그러나 일주일에 1시간 늘리는 것으로는 일정 수준의 급료를 유지하

기 힘들었다.

결국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모즐리는 KCL의 교수직을 유지하는

한편, 다른 교육 기관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먼

저 자신이 공부했던 해군 학교에 문의하여 교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모즐리는

이 모든 과정을 KCL 측에는 알리지 않은 채 비밀스럽게 진행하였다. 1833년 2

월 8일의 KCL 위원회 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모즐리의 재임용 문제를 두고 해

군 학교 사건이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즐리가 KCL 자연 철학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서 강의하는 것에 대해 KCL 위원회 측에서는 허락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87) 이 사건 이후 모즐리와 KCL 사

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모즐리가 계속해서 다른 기관에서 강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면서 KCL 위원회와 모즐리와의 관계는 더욱 불편해지기 시

작했다. 이후 KCL의『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모즐리가 다른 기관에 지원할 때

KCL 위원회 측에서는 그 어떤 추천장도 써주려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88)

이렇듯 모즐리가 다른 교육 기관을 물색하고 KCL 측에 그와 관련하여 문의한

Parliament
85) "Parliament Sheet Friday, 16th November, 1832.", "Parliament Sheet Friday, 1st.

August, 1834.", "Parliament Sheet Friday 11th January 1833", Council of King's
College, London Parliament.

86) "Parliament Sheet Friday. 8th. Febrary, 1833.", Council of King's College, London
Parliament.

87) “Parliament Sheet Friday. 8th. Febrary, 1833.", Council of King's College, London
Parliament.

88) "Parliament Sheet Friday. 8th. Febrary, 1833.", Council of King's College, London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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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강의 분야 가운데서 실험 철학 분야마저도

빼앗기게 되었다. 1834년 6월 20일의 KCL 위원회 회의에서 “실험 철학” 교수를

추가로 임용하여 자연 철학 분야와 실험 철학 분야를 완전히 분리하는 결정을

내려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모즐리의 “자연 철학 및 실험 철학, 그리고 천문학”

교수좌는 “자연 철학 및 천문학” 교수좌로 명칭이 바뀌었고, 곧바로 악기 제작가

로 시작해 전기 실험 연구의 권위자로 유명해졌던 찰스 휘트스톤(Charles

Wheatstone, 1802-1875)이 실험 철학 교수로 정식 임용되었다.89)

이러한 결정은 모즐리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었고, 그만큼 KCL에서 그

의 입지나 자연 철학의 영역이 축소됨을 의미했다. 자연 철학에서 혼성 수학 분

야를 홀에게 빼앗긴 데 이어 실험 철학 분야마저도 휘트스톤에게 넘어간 상황이

었으므로, 급료가 줄어들었음은 물론이고, 자연 철학의 영역 자체가 매우 좁게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실망한 모즐리는 KCL 위원회가 자신에게 KCL의 교

수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에서 강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의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위

원회 측에 알리지도 않은 채 맨체스터의 기술 견습소(Mechanics' Institutes)에

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1835년 11월 13일의 『회의 기록』을 보면, 결국

KCL 측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90) 이러한 행동이 KCL 위원회

의 분노를 샀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91) 결국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즐리의 자연 철학 강의를 위한 예산 역시 동결되기에 이르

렀다.92)

일련의 과정을 통해 모즐리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KCL에서 자연 철학 교과 과

정은 독특한 특징을 지니기 시작했다. 1840년의 KCL 『요람』에 소개된 모즐리

의 교과 과정을 살펴보면, 홀의 수학 강의와 휘트스톤의 실험 철학 강의와는 달

리, 모즐리의 강의는 자연 철학이 아니라 “역학과 그 외 기타” 강의라고만 표기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93) 교과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학년과 2

89) "Parliament Sheet Friday 20. June 1834.", Council of King's College, London
Parliament.; Hearnshaw, The Centenary History of King's College, London, p. 110.

90) "Parliament Sheet Friday 13th November 1835.", Council of King's College, London
Parliament.

91) "Parliament Sheet, Friday 11th December 1835.", Council of King's College, London
Parliament.

92) "Parliament Sheet, Friday 11th December. 1835.", Council of King's College, London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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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에서는 역학, 정역학, 수력학, 그리고 동력학의 이론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 다음 3학년에서는 목조, 철조, 석조 구조물의 재질 및 안정성에 관련된 역

학 이론들, 증기 기관과 철도에 관한 동역학 이론, 그리고 배수 및 항구에 관련

된 수력학 논의 들을 가르치는 등 주로 다양한 역학 분야들의 이론적이고 실용

적인 부분만을 다루고 있었다. KCL의 역사를 집필한 헌쇼 역시 모즐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가 “특히 역학과 배의 안전성의 문제에 관해 몰두하였다”고 기술

하였다.9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그의 자연 철학 강의가 전통적인 자연 철학

의 제 분야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가 강의한 역학 분야

들은 주로 힘과 운동에 관한 이론적인 측면들과 목조 및 철조 재질의 성질, 기

계, 증기 기관, 철도, 그리고 배 등과 같은 산업 기술 및 기계 분야 등에 관련된

비수리적인 측면들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자연 철학의 분야들은 결국 인접 분

야 간의 영역 지키기 속에서 주로 역학의 제 분야들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었

다.95)

이는 휘트스톤의 교과 과정과 비교해볼 때 더 잘 이해된다. 실험 철학 교수였

던 휘트스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교과 과정 안에 빛, 소리, 열, 전기, 그리

고 자기 등의 일반적인 실험 철학의 분야들에 더해 자연 철학의 전통적인 세부

분야였던 정역학과 동역학의 분야들까지 모두 포함시키고 있었다.96) 이는 이 시

93) King’s College, Calendar of King's College, London, for 1839-40, (London: John W.

Parke, 1840)

94) Hearnshaw, The Centenary History of King's College, London, 1828-1928, p. 90.
95) King’s College, Calendar of King's College, London, for 1837-38, (London: John W.

Parke, 1838), p. 100. 비록 교육 과정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기술적, 실용적 측면을 강조한

그의 역학 강의는 이후 교재 『기술에 응용되는 역학에 관한 논의』(Treatise on
Mechanics Applied to the Arts, 1834)로 출판되어 큰 인기를 누렸다. 이후 출판된 『공

업기술 및 건축에 관한 역학적 원리』(The Mechanical Principles of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1843)는 더욱 인기를 끌었는데, 독일어 등으로도 번역되고 이후 미국의 육

군사관학교에서 정식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당시는 운하나 철도 같은 교통 시스템이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던 시기였고, 광물 자원에 대한 탐색이 활발해져 제대로 교육받은

기술자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던 상황이었다. 결국 KCL에서 혼성 수학 분야들을 강의할 수

없었던 그가 실용적인 역학 강의들에 주력했던 것은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

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었다. Layton, "Founding Fathers of Science Education", pp.

404-406.

96) King’s College, Calendar of King's College, London, for 1839-40, (London: John W.

Parke, 1840); 1836년에 아일랜드 출신의 생리학자 로버트 토드(Robert Bently Todd)에 의

해 출판된 『해부 및 생리학 백과사전』(The Cyclopaedia of Anatomy and Physiology)을
보면, 휘트스톤이 KCL의 ‘자연 철학’ 교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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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다른 교육 기관의 자연 철학 교수들이 천문학과 같은 전통적인 수리 자연 철

학의 분야들을 포함하여 빛, 열, 전기 그리고 자기 등의 새로운 실험 철학의 분

야들까지 모두 자연 철학의 분야들로 포괄하고 있었던 것과 확실히 대비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모즐리는 결국 1844년 KCL의 자연 철학 및 천문학

교수직을 사직하였다.97) 이후 학교 교육감 직을 맡으면서 과학 교육 개선에 노

력하였고98), 말년에는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 교구에서 성직 생활을 이어갔

다. 젊은 시절 새로운 고등 교육 기관의 자연 철학 및 실험 철학, 그리고 천문학

교수직을 맡으면서 가졌던 포부와 열정은 KCL의 분과 체제 속에서 충분히 발휘

되기 어려웠다.

홀과 모즐리의 경우는 이 시기 수학과 자연 철학, 그리고 실험 철학 분야 간

의 경계 문제가 특정한 맥락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었는지를 극

명하게 보여준다. 분야 간의 경계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 내려져 있지 않았던 상

황에서 강의 수강료로 교수들의 급료가 책정되는 시스템이 운영되었을 때, 특정

분야의 교수 요목은 단지 해당 분야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

은 인접 분야의 교수 요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모즐리가 느꼈

을 좌절과 뒤이은 교수직 사퇴는 수학과 자연 철학, 그리고 실험 철학 분야를

둘러싼 분야 간 경계 문제에 대해 새롭게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드 모르간의 순수 수학 교과 과정은 라드너의 자연 철학 교수

분야들을 살펴볼 때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라드너는 임용 당시

수학과 자연 철학 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드 모르간에

는 그만큼 휘트스톤이 교육한 내용들에 자연 철학의 분야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음

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Robert Bentley Todd, The Cyclopaedia of Anatomy and
Physiology, (London: Longman, 1835) Vol. Ⅰ, "Contributors"

97) 모즐리의 사직을 두고 데이빗 레이튼(David Layton)은 그 이유가 높고 안정적인 급료 때

문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David Layton, "Founding Fathers of Science Education:

(2) Britain's First Science HMI", New Scientists 18 (1977), pp. 404-406.
98) 모즐리는 영국 최초의 교육 공무원이 된 과학자였는데, 그는 장학사가 된 뒤 물리 과학

의 분야들을 기초 교육 과정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국 이 과정에서 1850년대에

는 industrial mechanics 분야가 교사 시험 과목으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그의 개혁은 다

양한 진영에서 반감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노동 계층의 교육을 옹호하던 이들은 모즐리

의 혁신이 노동자 자녀들을 일찍부터 직업 분야와 관련된 교육으로 향하도록 하여 신분

상승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하였고, 과학자들은 실용적인 과학을 통해 과학의 목

표가 실용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David Layton, "Founding Fathers of

Science Education: (2) Britain's First Science HMI", New Scientists 18 (1977), pp.

4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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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10살 이상 연장자였던 라드너는 드 모르간보다 6개월 이상 앞서 자연 철학

교수로 임용되어 교과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더욱이 학생들의 수강료에 비례

해 급료가 책정되는 시스템 속에서, 라드너는 당시 UCL 학생들의 수준 및 관심

을 감안하여 자연 철학 강의 분야를 매우 폭 넓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에서 뒤 늦게 임용된 젊은 드 모르간이 상당수의 수강생들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라드너의 교수 분야와 자신의 강의 분야를 겹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었다.

결국 특정 분야의 교수가 어떤 분야들을 가르치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그의 지

적 관심이나 능력에만 관계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당 교수가 소속된 교

육 기관의 제도적 특징이나 학생들의 상황들, 그리고 인접 분야의 교수들과의

관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

은 단순히 어떤 분야를 가르칠 것이냐의 문제를 넘어 그 분야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아래의 5장에서는 드 모르간의 교

수 분야로 순수 수학 분야들로 국한되었던 것과 인접 분야인 자연철학 교육의

상황,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 등이 드 모르간의 수학 교육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

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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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드 모르간의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

방식의 특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세기 전반기에 교수 분야를 결정하는 문제는 객관적

인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동일한 분야의 교수직

에 임용되더라도,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임용되는지, 그리고 그 기관에

서 인접 학문 분야의 교수와 어떤 관계에 놓여지는지에 따라 가르치게 될 세부

교과 과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다. 물론 특정 기관에서 새로운 분야의 교

수직을 신설할 때, 그 기관 나름의 의도와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특정 기관에서 처음 해당 교수직을 신설할 때 의도

한 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가 임용되면서 충

분히 변화될 수 있었다. 결국 특정 분야의 교과 과정을 구성하는 임무가 최종적

으로 전문가인 교수에게 달려 있었던 상황에서, 그 분야와 인접 분야 간의 경계

를 나누는 문제는 인접 분야의 교수와의 미묘한 협의의 과정을 필요로 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접 분야와의 관계는 단지 어떤 분야를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

에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었다. UCL은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과 같이

강의와 상관없이 대학 교수들에게 일정한 급료와 거처가 보장되는 경우와는 달

랐다. UCL이나 KCL 같은 신생 대학 칼리지들은 재정 상태가 불안정했으므로,

교수들의 급료는 그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존하는 경우

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자신의 강의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야를 보다 폭 넓고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고, 학생들의 상황

과 기호에 맞춰 교육 방식을 변경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을 통해 특정 분야의 교육이 독특한 특징들을 지니게 될 때, 그것은 인접 분야

의 교육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가령, 동일한 자연 철학의 주제들을 가

르치는 경우에도 그것을 수학적이고 이론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실

험적이고 경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느냐는 인접 학문인 수학 분야의 교육 방식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드 모르간의 수학 교육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

인접 분야였던 자연 철학 분야의 교육이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그러한 교육 방식의 특징들이 인접 분야였던 수학 분



- 133 -

야의 교육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

다. 특히 드 모르간은 1831년부터 1836년 사이에 수학 교수직을 잠깐 사임하였

는데, 그 기간이 그의 수학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해 보고, 이후

그의 수학 교육이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자세히 논할 것이다.

5.1. 라드너의 자연 철학 강의와 UCL 수학 교육의 상황

처음부터 UCL은 수리 과학 교육에 상당한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었다. UCL

이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을 대체할 수 있을 대안적 고등 교육 기관의 성

격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수학과 논리학, 그리고 자연 철학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두 대학들에서 중시되던 교양 교육 분야들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었

던 것이다. 따라서 자연 철학의 경우, 초기 라드너를 임용하는 데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상당한 공을 들였고, 수학 분야의 경우에는 처음에 두 교수좌를 계획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수 선정 과정 역시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초기 UCL에서 수리 과학의 여건은 상당히 열악했다. 우선, 앞에서 살

펴보았듯, UCL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향이나 직업적 관심, 그리고 종교적인 배

경 등을 고려할 때 수리 자연 철학에 관심을 가질만한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았

다. 또한 당시 런던 사회의 수학에 대한 평가 역시 매우 부정적이었다. 실험과

기계 모형을 통해 흥미롭고 유용한 방식으로 다가갔던 대중 강연들은 수리 과학

을 번거롭고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고, 대륙의 낯선 기호와 복잡한 수식들은

수학을 더욱 난해한 학문으로 만들었다. 수학이 대중적인 저널이나 학회 등에서

논의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데 대해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도 나타나기 시작

했다. 여기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 공부를 했던 이들이 학창 시절을 회고

하며 런던 저널들에 실었던 비판적 이야기들은 수학 공부에 대해 더욱 회의적으

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당시 수리 과학에 대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UCL 측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는 1827년에 UCL이 펴낸 『런던대학 위원회의

성명서』에서도 인정하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수리 과학은 사고력 도야의 측면에서 무척 높게 평가되는 학문이나,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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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기술들이 난해한 사고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례들

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중들에게 수리 과학을 권하는 것은 잘 먹히지 않을 것

입니다.”1)

그런데 실험 과학과 수리 과학에 대한 관심이 엇갈렸던 상황 속에서도 UCL의

초대 자연 철학 교수가 되었던 라드너는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자신의 강

의에 수리 과학의 내용들을 상당 부분 포함시켰다. 그러나 수리적 성격이 강한

자연 철학 교과 과정의 구성은 당시 UCL의 현실을 감안할 때, 수강생들을 끌어

모으는 데는 효과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부족했고, UCL에

는 어렵고 복잡한 수리 자연 철학을 배워야 할 유인 자체는 물론, 수리 과학 공

부에 대한 관심마저 부족했다. 더구나 당시는 수리 과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가 팽배했던 상황이었으므로 수리적 성격이 강한 자연 철학 강의로 학생들을 끌

어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는 곧바로 라드너의 급료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라드너가 처음에 자연 철학 교수직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라드너는 자연 철학 교수직을 수락하면서 수리 자연 철학 정규 강의

외에, 실험 대중 강연을 준비하는 일에도 열의를 기울였다. 그는 임용된 이후 곧

바로 UCL 측에 자연 철학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실험 기자재와 실험실을 마

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자신의 강의에 수리 과학 외에도 실험적이고

실용적인 대중적 주제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수학 사전 지식이 없거나 수리 과학

에 별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강의를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려

했던 것이다. 처음에 화학과 기계적 철학 교수에 한정해 실험실과 기구 보관실

을 계획하고 있던 UCL은 1827년 7월 17일 라드너의 편지에 대해 답변하면서 기

자재 구입에 대한 그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

은 9월 13일에 교육 위원회는 첫 기자재 마련 비용으로 200파운드의 예산을 허

락하였다.2) 이에 라드너는 기존의 기구들을 구입하는 데서 더 나아가, 뛰어난 실

력을 지닌 기구 제작자들을 고용하여 교육적 목적에 적합하도록 여러 가지 기구

들 및 모형들을 새롭게 고안하고 제작해 나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 철학 분야의 기구 및 모형 마련을 위한 예산은 점점 더

1) London University, Statement, pp. 33-34.
2) J. W. Fox, "From Lardner to Mas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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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어 갔다. 우선 1827년 말에 라드너의 요청에 따라 기자재를 들여놓을 수

있고, 실험 실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퍼시(Percy) 거리에 새로이 마련되었다.

1827년 12월 31일의 결산 기록에 의하면, 그 해에만 기자재 구입에 303파운드

가량이 소요되었고, 퍼시 거리에 빌린 건물의 집세로 820.8파운드가 들어갔는데,

이 비용을 다른 지출 내역들과 비교해보면 자연 철학 분야의 기구 마련에 지출

된 액수가 상당히 큰 금액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5-1> 참조). 1828년 5월

29일에는 라드너의 요청으로 프랜시스 커비(Francis Kirby)가 실험 조수로 채용

되었는데, 이후 자연 철학 분야의 지출 비용은 더욱 증가되었다. 다음 해에는

2358.7.3파운드가 지출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700.4.5파운드, 그리고 그 다음 해

에는 237.2.6 파운드가 지출되었다. 자연 철학 기구들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되었

던 비용은 UCL의 총 지출 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3)

라드너의 자연 철학 기구들 중에는 일반적인 대중 실험 강연에서 사용되던 것들

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자신의 강연 의도에 맞춰 기기 제작자와 함께 별도로 고

안하고 제작되었던 것들이었다.4) UCL의 실험실은 영국의 어느 곳보다도 훌륭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UCL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5)

이렇듯 기자재 마련에 큰 관심을 기울여 많은 준비를 했던 라드너는 개학하면

서 점차 대중 실험 강연의 비중을 크게 늘려나가기 시작했다. 앞에서도 살펴보

3) "Statement of Receipt and Expenditure from 1st January to 31st December, 1827",

Hume Tract 215, p. 11.
4) 라드너가 가지고 있었던 기구들에 대해서는 1828년의 Second Statement와 1831년의 요람,

그리고 인쇄 출판된 첫 번째 강연문의 서론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 그 대강을 짐작

할 수 있다. 라드너는 총 네 가지 종류의 기구들을 소개하였는데, 그 첫 번째는 공기 펌프

나 저울, 그리고 전기 기계 장치와 같은 물리 과학 분야의 연구와 실험을 위한 장치들이

었다. 두 번째로 제시했던 것은 넓은 강연장에서 큰 규모의 청중들에게 전시할 수 있도록

적합한 비율로 조정한 기계 작동 모형들이었다. 세 번째로는 정밀 기구들의 세부 분야들

을 표현한 목제 모형들이 있었는데, 라드너는 조절 장치 등의 미세한 부분들을 조금 덜

정밀하더라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제를 이용해 다소 큰 규모로 제작하였

다. 마지막으로 그가 매우 공을 들였던 것으로 ‘부분 모델’이 있었는데, 이는 기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부분들을 따로 분리해 평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었다. 첫

번째 기구들은 완성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나머지 세 종류의 기구들은 판매

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고안하고 제작해야만 하는 것들이었다. Lardner, "A Discourse on

the Advantages of Natural Philosophy and Astronomy", pp. ⅲ-ⅵ.; Fox, "From Lardner

to Massey"; Second Statement by London University, pp. 28-29.; The London
University Calendar of 1831, pp. 224-225.

5) Fox, "From Lardner to Mas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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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 s. d.

건축 및 건물에 소용된 제반 비용[집세 포함] 24,334 1 0

대부금을 갚은 비용
500 0 0

500 0 0

지분 감가비 390 15 0

임금 652 10 0

임대비와 세금 216 10 0

직원 임금 60 4 0

징수원과 부기 150 0 0

7월에 펴낸 『런던대학 위원회의 성명서』를

포함한 인쇄 비용
196 3 6

광고비 48 17 6

인지대 29 18 6

문구 33 3 8

우편 요금 20 16 7

가구 31 5 0

난방 및 조명 비용 25 10 3

가사 비용 12 18 5

방세 및 일반 회의 비용 7 15 0

회계 장부 작성을 위한 회계사 고용 비용 35 0 0

기타 15 4 11

의학 교실을 위한 콜렉션 비용

자연 철학 기구 비용

100 0 0

343 11 0

오픈 기념 저녁 만찬 비용 169 0 0

기타 은행 잔고 13,089 8 0

총계 ￡40,963 0 11

<표 5-1> 1828년 1월 UCL 지출 집계, 출처: Hume Tract 215

았듯이 브로엄이 라드너에게 보낸 1827년 5월 24일자 편지에 따르면, 처음에

UCL은 자연 철학 교수 외에도 유명한 실험 강연가를 따로 임용해 실험에 관한

부분들을 맡기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강 이후 실험 강연가는 따로

임용되지 않았다. 대신 라드너가 비정기적인 대중 실험 강연들을 직접 계획하였

다. 이는 1828년의 『두 번째 성명서』에서 잘 나타나는데, 라드너는 정규 코스

를 밟지 않는 일반 학생들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그리고 “학구적인 성격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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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교육 과정과는 별개로”, “특정 주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의 발견이나 진

보로부터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과학 분야들이나 기술 및 제조업, 그리고 상

업 등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는 분야들에 관해 대중적인 방식으로 짧은 강연

코스들”을 준비하고 있었다.6)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강의에서 실험적인 경향은 더욱 증가되기 시작했다. 이

는 1831년의 요람에서 잘 드러났는데, 그는 “교육 시스템 속에서 그동안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자연 철학” 강의에는 “다양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수리적인 방식도 가르칠 것이나, “대부분의 주제들이 실험을 통해 성

공적으로 증명되고 설명될 수 있으므로” 대학이 제공해 준 다양한 “기구들에 의

지”하여 강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실험적 대중 강연(Popular lecture)

에 대한 그의 의지는 1831년의 요람에 정규 자연 철학 강의 교수 요목은 제외한

채, 천문학, 역학, 유체정역학, 기체 역학, 광학, 그리고 열에 관한 야간 대중 강

연 교수 요목들을 총 다섯 페이지에 걸쳐 매우 자세하게 소개했던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그 강의들을 실험 기구 및 기계 모형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교수 요목들을 소개하기에 앞

서 자신의 대중 강연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의 글을 통해서도 잘 드러

났다.7)

“이 기관[UCL]의 유용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이번 학기동안 수학적 언어 없이도

설명할 수 있는 물리 과학의 분야들에 대해 짧은 강의 코스들을 운영하기로 결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학과 학생들이나 이미 전문 직업이나 비니지스에 종사하

고 있는 다양한 이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과학을 좀 더 깊이 공부하거나 수리

적인 연구들로 나아가려는 생각이 없는 모든 이들에게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이

강의들은 실험 기구들과 모형들, 그리고 삽화 등을 통해 풍부하게 설명될 것입니

다.”

이후 1896년 UCL의 물리학 교수가 되었던 포터(A. W. Porter)는 라드너의 자

연 철학 수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가 강의하는 주제들 대부분이 기구 및 모형

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증명되고 설명될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8)

6) London University, Second Statement, p. 51.
7) London University, London University Calendar of 1831, pp. 59-60.
8)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p.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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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나 수학 분야의 연구에 종사할 의향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자연 철학 대중 강연들은 기존의 수리 자연 철학의 성격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

는 UCL에 임용되기 전에 여러 편의 수학 저술들을 출판하였고, 처음에는 기초

수학 교수좌와 고등 수학 및 수리 물리학 교수좌 모두에 지원했던 수학자였다.

그러나 막상 UCL에서 자연 철학 교수가 되고 난 뒤에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의 관심이 수리 자연 철학보다는 실험적이고 경험적인 성격의 자연 철학으로 기

울고 있었다.

한편, 라드너가 실험적인 대중 강연에 집중하면서 청중들의 호응을 얻어 가던

동안, 상대적으로 응용 수학 및 수리 과학의 내용들로 구성된 그의 정규 수리

자연 철학 강의는 점점 더 학생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었다. 이미 대

부분의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수리 자연 철학을 공부하기 전에 라드너의 실험적

대중 강연을 통해 자연 철학에 대해 대강의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이런 상황

에서 수리 자연 철학 공부에 대해 별다른 유인조차 없자 학생들은 굳이 어려운

수학적 논의를 따라가며 정규 자연 철학 강의를 다시 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결국 1831년 하반기에 이르면, 그의 수리적 성격의 자연 철학 정규 강의

에 수강 신청을 하는 학생이 단 8명 뿐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9)

자연 철학이 실험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초기 UCL에서 수학

교육이 왜 필요하며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를 설명하는 문제는 자연 철학 교육과

의 관계 속에서 더욱 더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케임브리지 대학과 같은 곳에서

수학 교육은 자연 철학 공부를 위한 준비 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시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UCL에서는 수

학 공부에 대한 유인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철학 강의마저 실험적이

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수리적 방식에 대해 기피하는 태

도가 널리 퍼져 있었다. 따라서 수학 교수의 입장에서는 수학 교육의 가치에 대

해 말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태도를 되돌려 놓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드 모르간의 고민은 1831년 학기 초에 수학, 물리학, 그리고 화학 강의

가 다시 시작되는 것에 맞춰 교양 과정 교수들을 대표해 연설한 두 번째 강연에

서 잘 드러났다10) 그는 “과학 기초 교육에 대한 의견"(Remarks on Elementary

9) Fox, "From Lardner to Massey"

10) De Morgan, Remarks on Elementary Education in Science. An Introductory Lecture,
Delivered at the Opening of the Classes of Mathematics, Physics, and Chemistry in
the University of London", November 2, 1830, (John Taylor, London,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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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in Science)이라는 제목으로 행한 강연을 통해 자연 철학을 포함한 과

학 분야의 기초가 바로 수학임을 강조하면서 강의 대부분을 수학에 대한 논의에

할애하였다. 그는 먼저 수학이 물리학 및 화학 등의 자연 과학 분야와 여러 측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는 과학 분야임을 지적하였다. 흔히 수학은 실험과 전혀

상관이 없고, 물리학 및 화학은 추론이나 논증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지

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11) 그리고 실험에 대해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이들을 앞에 두고, 수학 역시 다른 자연 과학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실험에 기반을 둔 하나의 과학 분야임을 강조하였다.

“순수 과학이라고 불리는, …, 수학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

과학[수학]은 중력이나 전자기 이론만큼이나 실험에 기반을 둔 것인가? 의심할

나위 없이 그렇다. [다만] 이와는 반대되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는 이유는 수학

의 기반이 되는 실험에는 힘든 연구나 비싼 장비, 혹은 심지어 성숙한 지성조차

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12)

그러면서 기하학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론 및 증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관

찰을 통해 기하학적 사실들을 발견해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거꾸로 그러한 사실들에 바탕해 이론적 추론이 이루어질

때, 기하학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그가

기존의 유클리드 원론 중심의 기하학 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리고 드모르간의 견해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동시에 물리학 및

화학 등의 자연 과학 분야의 연구에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수학적인 이론적 사고

및 논증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자연 철학이나 화학의 이론적

지식들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싸고 특이한 기구들을 통해 새롭고 흥미로

운 결과들을 접하게 될 때, 학생들이 그 분야의 진면목은 보지 못한 채 그 분야

들을 주로 실험에 기반을 둔 분야로 여기게 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학생들이

그 분야의 연구에 이론적인 사고나 논증 등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실험 및 관찰만을 통해 과학을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13)

11) De Morgan, Remarks on Elementary Education in Science, pp. 3-5
12) De Morgan, Remarks on Elementary Education in Science, p. 3
13) De Morgan, Remarks on Elementary Education in Science,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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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진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학을 배워 과학

분야들에 수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4) 이는 분명 기존의 자

연 철학 강의가 너무 실험적이고 경험적이며 흥미 위주로 진행되었던 점을 비판

한 것이었다. 그가 보기에 엄밀한 논리적, 수학적 증명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수학적 증명을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며, 시각적인 효과가 분명한

실험에 더 큰 신뢰를 두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실험 시연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실험만으로 자연 과학의 지식들을 곧바

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15)

그러나 이렇듯 자연 과학에 대해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

기하는 것만으로는 UCL에서의 상황을 되돌리기 힘들었다. 결국 드 모르간은 기

존의 수학 교육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도달하였다. 그가 보기에 위

의 문제점의 근원은 수학을 너무 늦게 가르치는 데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사고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있었다.16) 깊

이 있는 수학적 사고 및 논증 습관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들을 얻게 되면, 그저 거기에 안주할 뿐, 더 나아가 그러한 과학적 사실들을

통해 추론될 수 있는 수학적인 법칙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도, 제대로

논의를 이끌어내지도 못한다는 것이었다.17) 그는 수학적 사고 습관을 제대로 기

르게 되면 다른 자연 과학의 분야들을 공부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적 수준의 이해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엄밀한 논의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1830년 겨울에 이뤄진 강의는 이미 드 모르간이 UCL에서 1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의 수학 교육이 너

무 늦게 시작된다는 점이나 수학적 사고 습관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은 당시 UCL 학생들의 수학 수준을 이야기해준다고도 볼 수 있

었다. 수학 지식이 부족하고 사고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수

학은 “고되고 짜증스러운 것의 전형”일 수밖에 없었다.18)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14) De Morgan, Remarks on Elementary Education in Science, p. 10
15) De Morgan, Remarks on Elementary Education in Science, pp. 10, 15-16
16) De Morgan, Remarks on Elementary Education in Science, p. 11.
17) De Morgan, Remarks on Elementary Education in Science, pp. 11-17.
18) 1831년에 이 글을 쓸 즈음에도 수학에 대한 당시 사회의 부정적인 견해는 여전했다. De

Morgan, "On Mathematical Instruction", Quarterly Journal of Education 1 (183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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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과학보다는 보다 쉽게 이해되고 흥미롭게 느껴지는 실험적, 경험적 자연

철학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19) 드 모르간은 이 점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했고,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수학 교육의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5.2. 수학 교육 개선을 위한 기본 개념 및 원리 중심의 교육

드 모르간이 UCL의 수학 교수로 부임했던 1820년대 말에는 수학 교육이 중등

교육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기초 수학의 경우, 가르치는

수학 내용의 범위나 수학 교재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문법 학교나 사립학교

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주로 기하학이나 산술 정도에 머물렀고, 교재로는 유클

리드의 『원론』앞부분이나 존 보니캐슬(John Bonnycastle, 1751-1821)의 『산

술 지침서』(The scholar's guide to arithmetic; or a complete exercise-book

for the use of schools, 1780)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20) 1820년대 중반

에 SDUK가 설립되어 노동 계층이나 중간 계층의 수학 및 과학 교육 보급을 위

해 값싼 교재들이나 잡지 등을 활발하게 출판했던 것 역시 이 시기 수학 및 과

학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21)

이런 상황에서 드 모르간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보고 난 뒤인 1830년에 산술

에 관한 교재, 『산술의 원리』(Elements of Arithmetic, 1830)를 출판하였다. 그

는 UCL에서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수학 교육의 상황을 목도할 수

있었다. 수학 지식이 부족하고 그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에게 수학이

어떤 학문이며, 왜 배워야하는지를 설명하고, 직접 만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하

는 상황에 놓이면서 근본적인 수학 교육의 문제에 대해 눈뜨기 시작했던 것이

다. 그는 기존의 수학 교육의 문제가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은 상태에

서 무조건 수식들을 외우게 하고 응용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수학은 실험

강연에서처럼 수동적으로 보고 듣고 혹은 만지면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

264.

19) De Morgan, Remarks on Elementary Education in Science, p. 11.
20) Crilly, Cayley, pp. 23-24
21) Delve, "The College of Preceptors and the Educational Times", pp.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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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정한 수학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명확히 이해

하고 그에 기반해 보다 복잡한 문제 풀이를 위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했다. 따라서 그는 학생들에게 수학 법칙이나 문제 풀이를 가르치기에

앞서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주력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기초 수학 교육을 위한 적절한 수학 교재

가 부족함을 절감하였다. 특히 산술은 수학 강의에서 반드시 포함되고 가장 먼

저 교수되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당시 UCL 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할 때 고등 수

학의 분야들보다도 먼저 이 분야의 교육에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었다.

당시 드 모르간의 강의실에서 어떤 내용들이 교수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

하기는 쉽지 않지만,『산술의 원리』는 UCL에서 학생들을 1년 이상 가르치고

난 뒤에 곧바로 집필된 책이었으므로, 이 책의 내용을 통해 당시 드 모르간의

수학 교육의 측면들을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산술 연산들이 “암기해야 할 규칙들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산술의 여러 규칙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용하도록 하기보다는, 논리적

인 “사고 및 추론을 통해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22) 즉, 산술의 연산 규칙들 아

래에 깔려 있는 원리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러한 연산들이 어떤 논리적 과정

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보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의 시도는 당시 대표적인 산술 교재였던 보니캐슬의 산술 교재, 『산술 지

침서』와 비교해볼 때 잘 드러난다. 우선 보니캐슬이 덧셈을 설명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는 먼저 일반적인 덧셈을 간단한 덧셈으로 명명하면서 자릿수에 대

한 개념 설명은 생략한 채, 더해야 할 수들을 일의 자리의 수는 일의 자리의 수

아래에 오도록 하고, 십의 자리의 수는 십의 자리의 수 아래에 오도록 하는 식

으로 세로로 병렬시킨 뒤 일의 자리의 숫자를 더하고 그 합에 십의 자릿수가 있

으면 그 수를 그 다음 세로 열(십의 자리)로 옮기고 일의 자릿수만 남겨두는 방

식으로 덧셈의 ‘규칙’을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최종 계산을 통해 나온 합이 맞

는 답인지를 증명하는 과정 역시 덧셈의 원리를 이용해 합의 과정을 설명하기보

다는 검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예를 들어, 여섯 개의 수의 덧셈의 합을

증명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다섯 개의 수의 합과 나머지 한 개의 수의 합이 처음

22) De Morgan, The Elements of Arithmetic (London: Walton and Maberly, 1830, 1846), p.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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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여섯 개 수 모두의 합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

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규칙들을 암기하도록 한 뒤 보니캐슬은 곧바로 다

섯 자리의 수 대여섯 개를 한꺼번에 더하는 문제를 예제로 제시하고 있었다.23)

이렇듯 간단한 덧셈을 다루는 섹션에서 그는 두 수를 더하는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여러 개의 큰 수를 한꺼번에 더하는 경우에 대해 간략

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이러한 방식은 ‘복합 덧셈’ 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타났다. 복합 덧셈이라고 이름 붙인 절에서 그는 화폐 계산을 다루었는데, 영국

의 화폐 단위는 십진법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어서 계산이 보다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두 화폐의 덧셈을 자세히 설명

하기보다는, 간단한 덧셈에서 제시했던 규칙을 복합 덧셈의 규칙으로 그대로 제

시하고 화폐 표를 제시한 뒤, 곧바로 여러 금액을 한꺼번에 더하는 복잡한 예제

문제들로 넘어가고 있었다.24)

화폐 표

2 파딩(Farthings)은 1반페니(Halfpenny)가 된다. ½

4 파딩 ---1페니 d

12 펜스 ---1 실링 s.

20실링 --- 1파운드 l.

¼d.=1파딩. ½d.=2파딩. ¾d.=3파딩.

파딩. d.

4= 1 s.

48= 12 = 1 l.

960= 240 =20 = 1

…

화폐 예제

(1) l. s. d. (4) l. s. d

173 13 5 228 14 6

87 17 7¾ 327 18 4½

23) John Bonnycastle, The Scholar's Guide to Arithmetic; Or a Complete Exercise-book
for the Use of Schools (London: Longman and Co., 1843), pp. 4-6.

24) Bonnycastle, The Scholar's Guide to Arithmetic, pp.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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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8 7½ 579 12 6¾

25 17 8¼ … 109 18 10 …

10 10 10½ 730 10 1½

2 5 7 185 14 2

합 376 3 10 합

202 10 5

증명 376 3 10

이에 비하면, 드 모르간의 방식은 확실히 보니캐슬의 방식과는 달랐다. 덧셈

연산의 경우, 드 모르간은 구체적인 덧셈 계산 규칙을 설명하기 이전에 자릿수

에 대해 몇 페이지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구체적인 덧셈 계산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달하기 위해 두 수의 합의 경우를 예로 들어 자세하

게 설명하였다.25) 예를 들어 그는 1834와 2799의 합을 설명하기 위해 두 수를

각각 [1천 8백 3십 4]와 [2천 7백 9십 9]로 풀어 각각의 단위끼리 더하도록 하였

다. 이 때 보니캐슬이 곧바로 같은 자리에 있는 수를 세로로 더해 십의 자릿수

가 나오면 그 수를 옆 칸으로 옮기고 일의 자릿수만 남겨두도록 했던 것과는 달

리, 드 모르간은 두 수를 더해 [3천, 15백, 12십, 13]을 구하였다. 그런 다음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자릿수에 맞춰 다시 정리하였다.

13은 .........................1십과 3

12십은 ...........1백과 2십

15백은 1천과 5백

3천은 3천

그런 다음 자릿수대로 다시 더해 [4천, 6백, 2십, 3]을 구하였고, 이것을 다시

4633이라고 쓴다고 설명하였다. 그의 설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수로 다시 표기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834=1×1000+8×100+3×10+4

2799=2×1000+7×100+9×10+9

25) De Morgan, Elements of Arithmetic,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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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834+2799=3×1000+15×100+12×10+13

13= 1×10+ 3

12× 10= 1×100+ 2×10

15× 100=1×1000+ 5×100

3×1000=3×1000 그러므로,

1834+2799=4×1000+ 6×100+ 3×10+ 3

=4633.

이렇게 덧셈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는 보니캐슬과는 달리, 임의의 수

의 경우로 곧바로 넘어가 기호를 사용한 대수 연산으로 확장해 나갔다.26) 그는

알파벳 소문자 와 가 두 수를 의미한다고 가정한 뒤. 그 수 자체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그들의 합이 무엇이 될 지 이야기할 수 없으므로 당분간 그 합은

 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대수적 언어로 ‘에서 만큼 가져간다면

에 를 더해도 와 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다음의 방정식

       를 얻을 수 있으며 괄호 없이       로도 쓸

수 있다며 부연하였다. 이어 a가 2배, 3배 등등이 되면, 대수에서는 2, 3, 그리

고 4 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때 가 어떤 수를 의미할지 모름에도 불구하

고, 그것이 무엇이든지간에    나    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로 더 나아가 를 배한 것에 의

배를 더하면 그 결과는 의 배인 것이 되며 이는   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이를 좀 더 복잡한 경우로 확장하여

다음과 같은 덧셈 계산들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덧셈의 원리와 그 의미에 대해 길고 자세하게 설명한 뒤 제시한 예제

들은 보니캐슬의 것에 비해 수준이 결코 낮지 않았다. 보니캐슬의 책에서 덧셈

26) De Morgan, Elements of Arithmetic, pp.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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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뺄셈이 각각 독립되어 대 여섯 자리 정도의 수끼리 더하거나 혹은 빼는 문제

들이 다루어졌다면, 드 모르간의 책에서는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이 곧바로

함께 다뤄지고 있었다.

예제

Ⅰ. 18337+149263200-6472902는 얼마인가? 답. 142808635

1000-464+3279-646은 얼마인가? 답. 3169.

Ⅱ. 33-2+100037에서 64+76+144-18을 빼라. 답. 99802.

...

Ⅳ.18362+2469와 18362-2469를 구하고 두 번째 값을 첫 번째 값에 더하라.;

첫 번째 값에서 두 번째 값을 빼고, 2469를 다시 빼라. 답 18362와 2469.

또한 보니캐슬의 문제들이 단순 계산 문제들에 치중해 있었다면, 드 모르간의

문제들은 아래와 같이 문제의 의미를 이해한 뒤 풀도록 되어 있는 서술형 문제

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27)

Ⅴ. 동일한 직선 위에 A, B, C, D 순서대로 네 점이 있다. A부터 D까지는

1463마일; A부터 C까지는 728마일; 그리고 B에서 D까지는 1317마일이다. A

부터 B, B부터 C까지, 그리고 C부터 D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 답. A부터

B까지는 146, B부터 C까지는 582, 그리고 C부터 D까지는 735마일.

이 밖에도 드 모르간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칫 어렵거나 낯설 수 있

는 수학 기호들은 최대한 추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한편, 중요한 수

학적 개념이라면 엄밀하고 논리적인 논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개

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를 위해 가령 보니캐슬이 ‘비례

(proportion)’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를 살펴보자. 보니캐슬은 간단한 비례 문제를 “셋의 법칙(The Rule of Three)”

이라고 명명하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그것이 “어떤 수와 세 수 중 어떤 수 사이

의 비가 나머지 두 수 사이의 비와 같아지도록 하는 어떤 수를 찾는 방법”이라

고 설명하였다. 비례라는 개념은 원래 기하학적인 ‘양’ 사이의 관계를 논할 때

27) De Morgan, Elements of Arithmetic,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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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개념이었는데, 보니캐슬은 아무런 양해나 설명 없이 그 개념을 ‘수’에

적용하여 논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곧바로 문제를 푸는 규칙을 설명한 뒤 66

개의 예제 문제들을 제시하였다.28) “복잡한 비례 문제”라고 명명한 절에서는 심

화 과정으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경우를 다루었는데, 이 경우에도 개념에 대

한 설명은 보이지 않았다. 등비수열의 경우, 그는 그것을 둘이나 셋 혹은 넷과

같은 한정된 수량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의내리면서, “세 항이 등비수열을 이

루는 것은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과 같거나 배수가 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가 세 번째에 대해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다섯 개의 항 중에 어떤 세 개를 알고 있는 경우, 나머지도 찾을 수 있다”

고 설명하면서, 첫 번째 항과 공비, 그리고 합 등을 구하는 공식들을 아무런 구

체적인 설명 없이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29)

=첫번째 항, =마지막 항, =항의 개수, =비, 그리고 =모든 항의 합 일

때; 등비 수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모든 경우의 문제들은 아래의 정

리를 통해 풀 수 있다;

1.      2.  
  



3.   
  

 
  

 or   
 



4.   


 



 5.   log
log  log



이에 반해 드 모르간의 경우에는 중요한 수학적 개념들을 보다 엄밀한 논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등차수열을

설명하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두 수가 등장할 때 그 두 수를 서로 비

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수 사이의 관계가 다른 두 수에

서도 적용될 때 네 수를 “등차 비례(arithmetic proportion)”의 관계에 있는 것으

로 본다고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수의 집합 혹은 열의 모든 연속하는 두 항 사

이의 차가 동일할 때 그것을 “등차 연비례(continued arithmetical proportion)"

혹은 "등차 수열(arithmetical progression)”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하면서 이후 고

28) Bonnycastle, The Scholar's Guide to Arithmetic, pp. 60-66
29) Bonnycastle, The Scholar's Guide to Arithmetic, pp. 66-68, 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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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수학에서 자주 접하게 될 ‘연속’이나 ‘수열’ 등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소개하였

다.30) 그런 다음 등비 수열의 주제로 넘어가서는 등비 수열의 급수를 설명하면

서 ‘극한’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꺼내었다. 보니캐슬이 등비 수열의 급수의 공식

을 이야기하면서도 공비 의 값의 조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에 반해, 드 모르간은 공비 이 1보다 작은 경우에 관해 해당 등비 수열의 급

수가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극한의 개념을 소개하였다.31)

다음의 수열에서

1     &c.

Ⅰ. 만약 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수열, Ⅱ. 이 1이면 항들이 모두 같은 값

을 가지는 수열 Ⅲ. 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수열. 처음 두 경우의 수열

의 급수    &c.는 항의 수를 충분히 증가시킬 때 원하는 만큼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 간단한 예로 다음의 급수를 살펴보자.

 


 


 





&c.

이 수열의 항을 어디까지 더한다 하더라도 2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항을 항상 더해야 한다.

 

 


 


  


 


    

 


 


 


 


 

 

 


 





 


 &c.

그런데 이 수열에서 각 항은 항상 이전 항의 반이 되고, 그 결과 항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다 더해서 2보다 더 크게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수열

 

 

 

, &c.의 급수는 2에 도달하지는 않으면서 2와의 거리를 줄여 나

가며 계속해서 2에 접근해 간다. 여기서 2를  

 


&c.의 극한(limit)이

라고 부른다. 그런데 감소하는 모든 수열의 급수가 극한을 가진다고 결론지

30) De Morgan, Elements of Arithmetic, pp. 100-101.
31) De Morgan, Elements of Arithmetic, pp. 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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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는 없다. 그 반대 사례를 다음의 간단한 급수,  

 


 


&c.에

서 살펴볼 수 있다. … 이 수열의 급수는 극한을 지니지 않는다.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는 사실은 드 모르간이

추상적인 기호들이나 복잡한 공식들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잘 나타났다. 우선 그

는 학생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낯선 기호들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였다. 가

령 이나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대수 기호들이나

표현들이 학생들에게 낯설 수 있으며, 그로인해 그 기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혼동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나 로 풀어서 사용하였다.32) 또한 공식

을 소개할 때는 어려운 기호들을 써서 곧바로 제시하기보다는, 공식이 왜 그런

식으로 유도되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는 데

신경을 썼다. 그러다보니 일반적인 경우의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이 1보다 작은 경우와 1보다 큰 경우를 나누어 각각의 경우 왜 그

러한 공식이 성립될 수 있는지를 보다 엄밀하게 설명하고 있었다.33) 이는 형식

적인 기호와 복잡한 공식들을 별다른 설명 없이 제시한 뒤 곧바로 복잡한 예제

들을 풀도록 했던 방식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었다.

r이 1보다 큰 경우에 수열의 네 항,     또는    을 취하

면,

          이 되는데,

    ,     ,     이고 위의 방정

식은           이 되어, 이것은

   에  을 곱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을  로 나누면

   이 되어서 원하는 항의 합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다음의 방

정식들이 증명될 수 있다.

  

 

   
 

32) De Morgan, "On Mathematical Instruction", p. 277.

33) De Morgan, Elements of Arithmetic, pp.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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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보다 작다면,    을 구하기 위해

          
        

비슷하게 추론하면,    은  을  로 나누어서 구해지고;

위에서 유도한 것과 유사한 방정으로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규칙은: 수열의 항의 합, 즉   &c.을 구하기 위해서는 과

 번째 항 사이의 차를 과 사이의 차로 나누면 된다.

만약 그가 응용의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면, 보니캐슬처럼 실용적인 문

제들을 다루거나, 되도록 많은 유용한 공식들을 제시하여 단시간에 외우게 하고

응용하는 연습을 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는 수학의 개념과 계산 원

리들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해

다소 지루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고등 수학을 공부하게 될 때

낯설고 어려운 개념들로 인해 수학 공부를 더 어렵게 느끼는 것을 막고자, 필요

하고 중요한 개념일 경우 기초 수학을 논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기회를 찾아 일

찍 소개함으로써 그 개념들에 보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드 모르간의 산술 교재가 연산 규칙의 논리적인 원리들을 설명하는 데 치중해

있었다는 점은 1840년대 초에 UCL을 다녔던 그의 제자 리처드 허튼(Richard

Hutton, 1826-1897)의 회고를 통해서도 잘 드러났다. 드 모르간의 부인과 함께

『산술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허튼은 이 책이 “영국 기초 교육의 역사

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한 책이라고 평가하였다. “드 모르간의 모든 책들

이 그랬던 것처럼 그 주제의 보다 기술적인 측면들보다는 다양한 규칙들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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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논리적인 과정들을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지면과 노력을 할애”하였다는 것

이다.34) 자칫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산술 연산의 원리에 대한 드 모르간의 자세

한 설명은 분명 허튼의 설명에 대해 수긍하게 한다.

1831년에는 기초 수학의 내용에 어느 정도 익숙한 이들을 대상으로 대수학과

기하학의 중요한 원리들을 설명하기 위해 『수학 공부와 그 어려움에 관하여』

(On the Study & Difficulties of Mathematics)를 집필하였다. 이 책은 대수학과

기하학의 모든 내용들을 담은 교과서가 아니었다. 그는 이 책을 기초 수학을 가

르치는 교사들이나 수학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썼다.35)

이들에게 대수학과 기하학을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기존의 수학 교육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지만 대수학과 기하학을 제대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원리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가

령 대수학의 경우에는 대수적 기호들이나 음수 및 음의 제곱근의 문제들에 집중

해서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설명했고, 기하학 부분에

서는 기하학적인 명제와 논증 과정들이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의 경우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책에 대해서는 6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그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기본적인 개념 및 원리들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5.3. 교수직 사임 기간 동안의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

이렇듯 학생들에게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제대로 가르치고자 고민하던 중 드 모르간은 뜻하지 않게 UCL의 수학 교수직을

사임하게 되었으나,36) 이로 인해 그의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라진 것

34) S. De Morgan, Memoir, p. 54. 재인용
35) 그는 1년의 특정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을 위한 정규 강의 외에 교사들을 위한 강의를 저

녁 시간에 진행하였다. S. De Morgan, Memoir, p. 98.
36) 당시는 설립 초기여서 교수와 학장, 그리고 대학 사이의 책임과 권한의 문제를 각각 어

떻게 분담하고 서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교수에 대한 예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

지 등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로 해

부학 교수 패티슨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자, 드 모르간은 그것이 교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대우라고 생각하여 항의의 표현으로 곧바로 수학 교수직에서 사퇴하였다. S. De

Morgan, Memoir, pp. 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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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었다. 그는 사직 후 자신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

치고 수학 교재 및 원고 집필에 힘을 쏟으면서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지속시켜 나갔다.37) 그리고 그것은 그가 UCL을 사직한 이후 집필한 저술 목록

에서도 잘 드러났다. 1831년 이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교육 계간지』

(Quarterly Journal of Mathematics)38)에 기고한 글들이었다. 1830년대에 드 모

르간은 『케임브리지 철학회보』(Cambridge Philosophical Transactions)나

『철학 매거진』(Philosophical Magazine)과 같은 전문 학술 저널에 논문을 기

고하기도 했고, 『영국 책력과 안내서』(British Almanac and Companion)나

『페니 백과사전』(Penny Cyclopaedia)같은 대중 매체에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1831년에서 1835년 사이에 가장 많은 글을 기고했던 저널은 단연 『교육

계간지』였다. 『교육 계간지』는 UCL의 설립자들이 대거 함께 했던 SDUK에

서 창간한 교육 저널로서, 당시의 중요한 교육적 문제에 대해 지식인들의 여론

이 어떠한지, 교육과 관련된 행사나 사건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

교육 기관들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매우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

하고 있었다. SDUK의 이상에 공감했던 드 모르간은 수학 교수직을 사임한 이

후 이 저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매 호마다 수학 교육에 관한 다양한 글들

을 기고하였다. 그 결과, 1831년에 이 잡지가 창간될 때부터 1836년에 폐간될 때

까지 전 10권에 걸쳐 그가 기고한 글만 33편에 이르렀다.

『교육 계간지』에서 그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학

생들에게 기초 수학 분야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다양한 수학 분야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 수학의 기본 개념들과

원리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831년과 1832년에 씌

어진 글들은 모두 기초 수학 교육에 관한 것들이었다.39)

37) S. De Morgan, Memoir, p. 53.
38) 19세기 영국의 수학 교육 관련 저널을 조사한 플레처(Laadan Fletcher)는 “The

Teachers' Press in Britain 1802-1888”에서 『교육 계간지』를 “진정으로 성공적이었던

최초의 교육 저널"이라고 평가한다. 사실 『교육 계간지』가 발간될 무렵 이 저널 외에도

다양한 저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교사들보다는 주로 학자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

었다. 이에 반해 이 저널은 최초로 학교 교사들을 중요한 독자층으로 상정하여 전문적인

교육 정보들을 게재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던 정기간행

물이었다. Richard Szreter, “'The First Really Successful Journal' of Education: 150th

anniversary", Westminster Studies in Education, 4 (1981), pp. 91-96.
39) 리뷰한 책의 대부분은 교사들이 더 관심을 가졌을 교과서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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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교육에 관하여"(On Mathematical Instruction), vol. 1 (1831)

- “계산 편리를 위한 표"(Notice of Tables for Facilitating Calculation), vol. 1

(1831)

- "유클리드를 위한 연습("A Preparation for Euclid) vol. 3 (1832)

- "귀머거리와 벙어리들의 교육을 위해 도입된 몇 가지 방법에 대하여"(On

Some Methods Employed for the Instruction of the Deaf and Dumb), vol.3

(1832)

- "산술 교육에 관하여"(On Teaching Arithmetic), vol. 5 (1833)

- "분수 계산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On the Method of Teaching

Fractional Arithmetic), vol 5. (1833)

- "기하학의 원론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On the Method of Teaching

the Elements of Geometry), vol. 6 (1833)

『교육 계간지』에서는 영국 전역에서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 문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영국의 경우, 유럽 내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교육이 국가 주도가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 단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연히 교육에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조율하는 정부 중앙 교육 부서

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역별로, 종교적인 계파별로 각기 독립적인 교육

체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로 각자의 교육 방식이나 교육 시스템에 대

해 무지한 경우가 많았는데, 가령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두 대학이었던 케임브

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에 관해서도 교육 과정이나 교육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

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곳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어느 곳의 교육이 정체된 상황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었다. 따라서『교육 계간지』는 각 대학의 교육 시스템과 구체적인 교육 과정

등을 조사하고, 각 기관들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정보

를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공감대를 조성하

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드 모르간 역시 다른 교육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

심을 기울였다. 그는 영국의 교육 기관으로는 왕립 해군 학교("A Plan for

Conducting the Royal Naval School", Vol. 3)와 옥스퍼드 대학(“State of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s in the University of Oxford”, Vol.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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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상황에 주목해 그 곳에서의 수리 과학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교

육 계간지』가 굳이 관심을 영국의 교육 기관에만 국한하지는 않았으므로, 1권

첫 호에 에꼴 뽈리떼크닉에서의 교육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여 “파리 에꼴 뽈리

떼크닉에 관한 설명”(Account of the Polytechnic School of Paris)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저널에는 케임브리지 대학, UCL, 에딘버러 대학 등 영국의

다양한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대영제국의 식민지 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들의 교육 상황을 아우르는 글들이 게재되었다.40) 따라서 드 모르간이 이

저널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수학 교육 상황과 그 교육 방식에 관해 유용한 정보

들을 접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수학 교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드 모르간은 이 저널에 서평만

16편을 기고하였다.『교육 계간지』는 교재 리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유명한 대

학들이나 학교들에서 교수되고 있는 수학 지식에 개선의 여지가 많았을 뿐만 아

니라, 최근의 경향이나 교과서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중요한 주제들이 간과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계간지』는 다양한 수학

교재들을 분석하여 리뷰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교재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부족

한 지식을 보급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상정하였다.41) 드 모르간은 수리 과학

분야의 서평을 맡아 『교육 계간지』의 첫 권 첫 호부터 마지막 권까지 꾸준하

게 서평을 기고하였다. 이 때 그가 서평을 쓴 서적들에는 산술, 기하, 그리고 대

수 등의 기초 순수 수학 분야들에 관한 서적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5-2> 참조).42) 이는 수학 교육에 대한 그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한편, 교육 저널 등에 수학 교육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동안에도 수

학 교재 집필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1835년에는 대수학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미분법을 위한 대수의 원리』(The Elements of Algebra

40) 『교육 계간지』가 포괄했던 지리적인 범위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저널에서는 프랑스

나 스위스 같은 유럽 대륙으로부터 이집트, 중국, 그리고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

한 지역의 교육 정보들을 다루고 있었다.

41) SDUK, "Introduction", Qurarterly Journal of Education 1 (1831), pp. 3-4.
42) 이 잡지는 저자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자신의 교육관을 피력하고 각 기관들에 대해 객관

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글들을 저자를 밝히지 않은 채 실었다. 따라

서 잡지만 보고서는 드 모르간이 집필한 글이 어떤 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다행히 드

모르간 사후 그의 부인에 의해 쓰여진 드 모르간의 전기를 통해 그가 위 저널에 기고한

글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S. De Morgan, Memoir, pp. 4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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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수

학

기

하

학

- 윌리엄 피녹(William Pinnock), 『기하학과 삼각법의 제 1 원리에 관한 문

답법』(Catechism of Geometry and the First Principles of Trigonometry),

(London, 1829)

- 조지 달리(George Darley), 『대중적 기하학의 체계』(A System of

Popular Geometry), (London, 1830)

- 윌리엄 리치(Rev. W. Ritchie), 『기하학의 원리』(Principles of Geometry

familiarly illustrated, and applied to a variety of useful purposes) (London,

1833)

- 토머스 페로넷 톰슨(Thomas Perronet Thompson), 『공리 없는 기하학』

(Geometry without Axioms), (London, 1833)

- 『학교 및 가정에서의 지도서: 1권. 기하학에 관한 대화』(The School and

Family Manual, adapted for the Use of Preparatory Schools, and for

Domestic Instruction. Vol. I. Conversations on Geometry (London, 1833)

산

술

- 로버트 커닝엄(Robert Cunningham), 『산술 교재』(The Arithmetical

Text-Book), (London, 1832)

대

수

- 존 배일리(John Bayley),『대수 원론에 관한 고찰』(A Treatise on the

Elements of Algebra) (London, 1830)

- 제임스 우드(James Wood), 『대수 원론』(The Elements of Agebra),

(London, 1801)

- 조지 피콕(George Peacock), 『대수학에 대한 논고』(Treatise on

Algebra), (London, 1830)

응

용

수

학

확

률

- 아돌프 케틀레(Adolphe Quetelet), 『확률 계산에 관한 지도』(Instructions

Populaires sur le Calcul des Probabilit´es), (London, 1828)

혼

성

수

학

및

- 로버트 워커(Robert Walker), 『역학 이론의 원리』(The Elements of the

Theory of Mechanics), (Oxford, 1830)

- 존 R. 영(John R. Young), 's 『역학 원론』(Elements of Mechanics),

(John Souter, 1832)

- 조지 비델 에어리(George Biddell Airy), 『중력: 태양계내에서의 주요 섭

동에 관한 기본 설명』, (London, 1834)

- 케틀레, 『물리학에서의 위치』(Positions de Physique), (Bruxelles,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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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케틀레, 『대중 물리학』(Physique Populaire. De la Chaleur) (Bruxelles,

1832)

- 케틀레, 『기초 천문학』(Astronomie Elementaire) (Paris, 1826)

- 빌헬름 폰 투르크(Wilhelm Von Türk)', 『자연 현상』(Phenomena of

Nature), (Effingham Wilson, 1832)

- 토머스 버스비(Thomas Busby), 『음악 문답집』(A Catechism of Music),

(J. Scouter, 1834)

<표 5-2> 드 모르간이 『교육계간지』에 서평을 쓴 서적 목록

Preliminary of the Differential Calculus)를 저술하였고, 1836년에는 『산술과

대수 방법의 예제집』(Examples of the Processes of Arithmetic and Algebra)

과 더불어 유클리드 『원론』 제 5권의 내용을 새롭게 해석한 『수와 양의 관

계』(The Connexion of Number and Magnitude)를 집필하였다. 그리고 이렇듯

다양한 교재 집필과 글쓰기를 계속하면서도 그의 수학 교육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수학의 기본 개념 및 원리들을 논리적으로 설명

하고 이해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수학의 기초 개념들과 “중요한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이 반쯤 이해한 원리들을 구체적인 경우에 응용하

는 기법을 익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43)

이러한 태도는 그가 집필한 대수학 교재 『미분법을 위한 대수의 원리』(The

Elements of Algebra Preliminary of the Differential Calculus)에서 보다 잘 드

러났다. 이 책에서 특히 대수와 같은 분야들을 공부할 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너무 빨리 나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흔히 학

생들이 이 부분을 매우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부분이 실로 “매우 어

려운 부분이며, 만약 학생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이 무

엇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44) 따라서

수학의 형식적인 정의나 정리들로 들어가기 전에 실례들을 통해 학생들이 그 원

리와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예를 들어,

     의 경우, 공식을 적고 곧바로 다음 단계의 논의로 넘어가

기보다는, 그 의미를 설명하여 더 높은 수준의 논의로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43) S. De Morgan, Memoir, p. 100.
44) De Morgan, The Elements of Algebra Preliminary to the Differential Calculus
(London: Taylor and Walton, 183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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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연산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45) 그리고 간단한 공식의 의미와

계산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한 뒤에는 곧바로 그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응용으로

나아갔다. 앞에서 간단한 사례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다소 복잡한 응용

문제가 나와도 곧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던 것이다.46)

또한『미분법을 위한 대수의 원리』에서는 대수학의 원리들을 자세히 설명하

면서도 이후 미분법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닦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미분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개념이 극한이라고 보았는데, 이

개념이 대수학에는 배제되어 이른 시기에 적절한 곳에서 학생들에게 지도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

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47) 따라서 그는 대수적 논의 과정에서 미분의 기초가

될 극한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끌어내었다. 그는 극한과 관련된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고   일 때, 학생들이    or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뒤, 구체적인 다음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면,     이 되고, 또     이 된다. 그러면 이 때   

와   는 같다고 할 수 있는가?

만약 같다고 할 수 있다면,       가 되고,      가

되어서      가 나온다. 이 때 양변을  로 나누면,

   (식 1)가 된다. 하지만 가정에서    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

되어야 하고, 식 (1)에 대입하면 4=2가 되어서 모순이 발생한다. 여기서 드 모르

간은 이 결과가 수학적 논증 과정 속에 불합리한 무언가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때 값이 0이 되는  로 방정식의 양변을 나눈 지점을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가 0이 아니라 “매우 작은” 값을 가지는 것

으로 가정해보자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될 때, 앞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바뀔 수

있었다.

45) De Morgan, The Elements of Algebra, pp. ⅹⅹⅸ-ⅹⅹⅹ
46) De Morgan, The Elements of Algebra, pp. ⅹⅹⅹ-ⅹⅹⅺ
47) De Morgan, The Elements of Algebra,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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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하면,  가 원하는 만큼 작다고 하면

따라서      따라서   도 원하는 만큼 작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면 그리고   도 원하는 만큼 작아질 수 있

으면

따라서   =    따라서   와   는 원하는 만큼 거의

같아지고

또는   =  또는   와   역시 마찬가

지로 거의 같아진다.

 로 나누면,      로 나누면,  와 는 원하는 만큼

거의 같아진다

하지만     ,   이므로 하지만 는 원하는 만큼 2에 가까워질 수 있

으므로

따라서 4=2 따라서 4와 2가 원하는 만큼 거의 같아진다

이 때 둘(   ,   ) 사이의 차가 매우 작을 때 둘이 거의 같아진다고 본

다면,  로 나눈 뒤에도 그럴 거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예

를 들어  를 

이라고 가정하면 ( )로 나누는 것은 1000을 곱하는

것과 같아지므로, 그 때 둘 사이의 차가 그 차가 원하는 만큼 작아진다고 보기

는 힘들기 때문이었다. 그는 구체적인 수를 들어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한 뒤 

와 가 거의 같아진다는 것은 와 의 차가 매우 작을 때보다는 와 의 비가

1에 가까워질 때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8) 이를 통해 그는 다음과 같은

극한의 정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었다.

“특정한 가정이나 조건 아래에서, 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P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 수 있을 때(는 특정 조건에 따라 값이 변화하는 양이고, 는 조건과 상

관없이 변화하는 않는 고정된 양일 때), 를 의 극한이라고 부른다.”49)

이처럼 그는 극한의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그냥 간단히 정의를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그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대수적 문제들을 취급하

48) De Morgan, The Elements of Algebra, pp. 151-153.
49) De Morgan, The Elements of Algebra,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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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원하는 만큼 크게’, ‘원하는 만큼 작게’, 혹은 ‘거의 같아지는’ 등의 개념들

을 엄밀하게 정의하였고, 이를 통해 극한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려고 노

력하였다. 이러한 그의 설명 방식은 대수학의 다른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이를 통해 그가 수학의 구체적인 개념과 식의 의미를 제대로 이

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극한 개념이 미적분학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1836년에 SDUK의 ‘유

용한 지식 서고’(Library of Useful Knowledge)를 통해 출판한 『미적분학』

(The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에서도 잘 드러났다.50) 그는 이 교재에

서 기존의 교과서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당시 영국의 미적분학 교재들은 라

그랑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이는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

다. 19세기 들어 프랑스의 해석적 미적분학이 도입되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해

석학회의 노력에 힘입어 수학 교육 과정에 점차 뉴턴의 유율법 방식 대신 라그

랑주의 무한 급수를 이용한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라그랑주의 방법은 기존

의 미적분법이 무한소나 극한과 같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개념들에 기반

해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테일러 급수

    ′ ″


+…에서 의 멱의 계수는 미분이 되며, 그

급수는 무한소와 같은 개념들을 언급하지 않고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

여 라그랑주는 모든 함수가 그와 같이 무한 급수로 전개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

다. 그에게 미분법은 함수의 급수 전개를 통해 도함수들을 구하는 것이었고, 적

분법은 그 도함수들을 통해 역으로 함수를 결정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모든 연

속 함수가 라그랑주의 방식대로 전개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더구나 그의 방법은 미분과 적분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1797년 라크루아는 라그랑주의 무한 급수법을 극한

개념에 기반해 설명하였다. 이후 라크루아의 1802년 저서 『미분 적분학 기초』

를 통해 극한 개념은 대륙에서 널리 퍼질 수 있었다. 그런데 케임브리지 대학의

해석학회가 1816년에 라크루아의 1802년판 저서를 번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극한에 관한 논의를 생략하고 라그랑주의 방식을 이용해 번역

50) 당시 SDUK는 대중들에게 싼 값으로 양질의 서적을 제공하려고 했으므로, SDUK를 통

해 나오는 책들은 짧게 분권하여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드 모르간의 『미적분학』은

1836년부터 1842년까지 25권으로 나누어 출판되었고, 이후 1842년의『미적분학』에서 보

다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S. De Morgan, Memoir, p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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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51) 뉴턴의 유율법은 그 기하학적 방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외에도, ‘무한소’나 ‘궁극의 비’와 같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힘든 개

념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뉴턴 직후부터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세기 초의 영국 수학자들에게 라그랑주의 방식은 매우 효

율적일 뿐만 아니라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여겨졌고, 곧바로

수용되었다.52)

그러나 드 모르간은 라그랑주식의 기존 방식이 논리적으로 엄밀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미분이나 적분이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

다고 비판하였다. 게다가 당시 프랑스에서도 점차 라그랑주식의 급수 방식이 쇠

퇴하고 코시의 극한 개념을 이용한 설명 방식이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고 있었다.53) 따라서 드 모르간은 1836년에 출판한 미적분학 교재 『미적분학』

에서 당시 영국 수학 교재들의 일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기존의 라그랑주 식의

급수 전개 방식을 거부하고 다시 극한 개념을 이용한 방식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54) 그는 연속인 함수 에 대하여 의 서로 연속하는 값, 와  를

가정하고 가 다음과 같이 단계를 거쳐 움직인다고 하면 함수 값이  ,

 ,  , …   식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 함수

의 증분은 다음과 같이 변화된다.   ,    ,

   . 그리고 를  ,  를  , ...  를 

이라 하면,   ⋯     라 할 때, 함수의 증분이 (-), (-), ...

(-  )이 되어서 (-)+(-)+...+ (-  )=  가 되고,

 로 나누면 

              


 
이

된다. 이 때 를 원하는 만큼 작게 만들 수 있다면   와     사이의

임의의 값에 대해서 가 무한히 감소되어 함수의 증분이 유한한 극한 값을 갖

게 됨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함수 의 미분 계수를

51) Becher, "Radical, Whigs, and Conservatives", pp. 416-417.

52) Carl B. Boyer, 김경화 역, 『미분적분학사-그 개념의 발달』(The History of the
Calculus and Its Conceptual Development) (교우사, 2004), pp. 259-315.

53) S. De Morgan, Memoir, pp. 113-4.
54)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드 모르간의 저서 『미적분학』이 버클리의 비판에

서 자유롭지 못했던 고차 도함수의 개념을 극한 개념을 통해 제대로 설명해 주었다며 매

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S. De Morgan, Memoir, pp.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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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극한으로 정의하였다.55) 그는 수학의 중요한 기본 개념들을 먼

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가

출판한 수학 교재들에서도 잘 반영되었다.

5.4. 교수직 복귀 이후의 수학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

1836년 10월 드 모르간의 후임이었던 화이트(Mr. White)가 갑작스레 사망하면

서 드 모르간은 UCL의 수학 교수직에 복귀하게 되었다. 수학 교육에 항상 관심

을 갖고 있었고, SDUK의 멤버들과 친분을 쌓고 있었던 상황에서, UCL의 수학

교육에 예기치 않은 공백이 생김에 따라 곧바로 그 자리를 대신 맡아주었던 것

이다.56) 그는 UCL을 사임하고 다시 복귀하기 전까지의 5년간, 여러 지역의 수학

교육 현황들과 수학 교육 방식들, 그리고 다양한 수학 교재들을 살펴보고 집필

하면서 수학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복귀 이후인 1837년에 프렌드의 장녀였던 소피아와 결혼하여 삶이 안정되면서,

학생들의 수학 교육 향상을 위해 더욱 더 시간과 열정을 들여가며 최선을 다하

였다.

우선 그는 학생들에게 수학의 중요한 개념과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

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상정하였으므로, 자신이 계획한 교수 요목 대로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데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는 “중요한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가

르칠 때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편하게] 문의할 수 있다면”,

처음 제시한 교과 과정의 “모든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자신을 속박시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57) 이는 이후 그의 제자

테일러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한 후 『케임브리지 대학 통신원』(Cambridge

55) De Morgan, The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pp. 46-48
56) 1869년 10월 당시 UCL의 수학 교수였던 화이트가 배를 타고 휴가를 즐기던 중 배가 전

복하는 사고가 나면서 사망하는 바람에 드 모르간이 갑자기 수학 교수직에 투입되었다.

S. De Morgan, Memoir, pp. 69-70.
57) De Morgan, “"An Introductory Lecture Delivered at the Opening of the Mathematical

Classes in the University of London, Nov. 5th, 1828", The Mathematical Intelligencer

28 (2006), p. 1[페이지 수는 드 모르간 강연 원고를 기준으로 표기할 것이다].”,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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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Reporter)을 통해 드 모르간의 수학 교육에 대해 회고했던 글을 통

해서도 잘 드러났다. 그에 따르면, 드 모르간이 “어떤 한 분야를 설명하는 데 걸

리는 시간은 철저하게 그 분야가 수리 과학의 체계적인 조망 속에서 얼마나 중

요한지를 판단해서 조정되었다.”58)

또한 드 모르간은 학생들이 수학의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파악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신이 할 말만 하고 나가는 설교

식의 강의를 지양하였다. 중요한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는 학생

들의 질문을 받는 데 수업의 상당 시간을 할애하였고, 초급반의 경우에는 그 시

간을 좀 더 늘려 나갔다. 특히 그는 매 강의 시간마다 배웠던 내용들에 관해 학

생들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 어

렵게 생각하고 헷갈려하는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격려하였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그는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

록 도와줄 수 있었다.59)

그러나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한 강의실에서 가르치면서 그들이 모두 수학의

중요한 개념이나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수업 시간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었다. 결국 그는 수업 시간 이

외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들이 어려운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그의 제자였던 매그너스(Philip Magnus)에 따르면 드

모르간은 항상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강의실에 도착해 있었다. 그러고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진도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거나 학생

들의 질문을 받고 있었다.60) 이러한 노력은 강의 중에도, 그리고 강의가 끝난 뒤

에도 계속되었는데, 이는 1838년 무렵 그로부터 수학 교육을 받았던 테일러의

회고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드 모르간은 교수의 임무가 강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모든

강좌의 매 강의마다 끝 무렵에는 수업 듣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들을 잘 설명해줄 수 있을 예제들과 문제들을 많이 나누어주었다. 학생들은 그것

들을 공부하고 풀어서 제출해야 했다. 그러면 그[드 모르간]는 그것들을 살펴보

58) S. De Morgan, Memoir, pp. 99-100.
59) De Morgan, “Introductory Lecture”, p. 47.

60) Geoffrey Cantor, Quakers, Jews, and Science: Religious Responses to Modernity and
the Sciences in Britain, 1650-190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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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음 강의 시간 전에 고쳐서 되돌려주었다. 매 문제마다, 잘 풀어졌으면, 체크

표시를 했고, 풀이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가 있었으면 줄을 그어 지우고 수정해

주었다. 하지만, 만약 원리의 문제에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과제 위에 ‘나 좀 보

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렇게 호출된 학생들은 강의 끝 무렵에 드 모르간

이 개인적으로 만나 그 원리를 세심히 지도하면서 그가 어렵게 느꼈던 것들을

해결해주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가 100명을 넘었으므로 소요되는 노동력

의 양은 엄청났다.”61)

이러한 교육 방식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보았던 부인 소피아의 회고 내용

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교수[드 모르간]는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두 개의 강의를 했다. 각각의 강의 이후에는, [수업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그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책상에 한

시간 정도 머물러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강의 두 개를 하는 데 대략 하루에 3시간

정도가, 학생들의 과제를 검사하는 데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62)

드 모르간이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

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교수 방식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

었던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 그는 학생들이 3차원 입체 도형에 관해 공부하면서

도 기존의 방식대로 평면상의 그림만 가지고 도형의 성질과 이론을 배우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UCL 측에 도형 모형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

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도형을 보고 그 특성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63)

또한 기하학을 가르치면서는 유클리드식의 기하학적 논증 방식만을 고수하지도

않았다. 그는 유클리드 『원론』의 논의가 서술형의 문장들과 기하학적인 논의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1학년 심화반 학생들이 유클리드 『원론』의 5권 수업

에 들어가서 이산적인 수(number)의 비와 연속적인 양(magnitude)의 비, 그리고

61) S. De Morgan, Memoir, p. 99.
62) S. De Morgan, Memoir, p. 30.
63) De Morgan, “Introductory Lecture”, pp. 50-51. 드 모르간은 기하학적 도형 그림 차트를

작성하는 데도 직접 간여하였다. London University, MS 322/9, Senate House Special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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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atio)와 비율(proportion)의 개념들을 배울 때, 내용이 헷갈려 그것을 이해하

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굳이 기하학적인

방식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대신 “산술의 정리들이 5권의 내용들과 잘 부합된

다는 것은 자명하므로, 학생들이 양의 개념에서 벗어나 수의 개념으로 날아가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유클리드의 시대에는 매우 쉽고 간편한 산술 기호

나 체계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5권의 내용이 오로지 기하학적

인 방식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산술의 기호나 연산 등

을 적절히 활용하면 기하학적인 논의들이 훨씬 더 간단해질 수 있다고 보았

다.64) 따라서『원론』 제 5권의 내용을 가르칠 때 수와 대수 기호 등을 이용하

여 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가령, 연속적인 양의 비를 표현할 때에는

기하학적인 선분 대신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산적인 수의 비는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간단히 표현하도록 지도하였다.65)

드 모르간이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시험에 대한 태도에서

도 잘 드러났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는 동안 그의 수학 실력은 자타가 공인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의 수학졸업시험 성적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4위라는 성적은 주변 인물들은 물론 드 모르

간 본인에게 큰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었다. 그의 동료들은 그 원인으로 그가 주

어진 시험 과목을 벗어나 너무 방대하게 공부했다는 점을 들었다. 부인 소피아

는 이 시절의 드 모르간을 두고 “어쨌든지 불합리한 시험에서 거둔 이 실패[4위

의 성적]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경쟁적인 시험에 대한 그의 최초의 저항이었다”

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이 [학생들의] 정신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등생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도 충분

하지 않다는 사실을 교사가 되어 직접 경험하기도 전에, 그는 [경쟁적인 시험을]

아주 거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66)

그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교사로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시험 제도를 경험

하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이는 1848년 학기에 UCL의 모든 강의들이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면서 교육의 문제에 대해 강연했던 내용 속에서도 잘 드러났다. 그

는 “경쟁, 즉 젊은 학생들이 높은 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것은 불완전한 시

64) De Morgan, The Connexion of Number and Magnitude (London: Taylor & Walton,

1836), pp. 1-2.

65) De Morgan, The Connexion of Number and Magnitude, pp. ⅲ-ⅳ.

66) S. De Morgan, Memoir, p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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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횡포 가운데 하나이고,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해로운 성향을 지니고 있어

훌륭한 학자로 만들거나 훌륭한 학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역설하였다.67) 그는 ‘진정한 수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

했는데, “만약 그것에 성공했다면, 주어진 시간 안에 그들의 지식을 종이 위에

얼마만큼 재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는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 또한 시험 제도

라는 게 어떤 학생들에게는 아주 쉬울 수 있고,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아주 어

려울 수 있으므로 “교사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고려하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

든 불공정함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68) 따라서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

을 평가하는 방식을 거부하였다. 그는 만일 학기말 필기 시험 만으로 모든 평가

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공부하면 된다고 판단해 강의에 소

홀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기존의 외워서 그대로 풀어내는 시험 방식을

거부하고 매주 학생들이 수학의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자신의 방

식으로 평가하였다.69) 그런데 UCL의 전체 교육 시스템 속에서 학기말 시험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일이었다. 따라서 비록 일정 부분 학기 말 시

험 문제를 내고 채점을 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나, 학기말 시험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어느 해

기말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이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러한 태도를 나

무랐던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70)

“연말 칼리지 시험을 앞둔 강의 마지막 주 동안에, 그[드 모르간]는 갑자기 반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나는 자네들 대다수가 이번 주 내[가 내

준] 예제들을 내버려둔 걸 알고 있네. 난 자네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잘 알고 있지: 자네들은 시험을 위한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있어. 하지만 난 그

런 벼락치기 공부가 전혀 쓸모가 없게 되도록 시험 문제를 낼 걸세.”71)

한편, 드 모르간은 UCL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수학 실력의 격

67) S. De Morgan, Memoir, pp. 169. 이탤릭은 원문을 따름.

68) 1853년 11월 15일자로 드 모르간이 마이클 포스터(Michael Foste)r에게 보낸 편지에 그

의 런던대학의 시험 방식에 대한 견해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S. De Morgan,

Memoir, pp. 222-228.
69) De Morgan, “Introductory Lecture”, pp. 47-48

70) S. De Morgan, Memoir, p. 100.
71) S. De Morgan, Memoir, pp. 100-101.



- 166 -

차를 실감할 수 있었고, 처음 계획한 1학년-2학년의 분반으로는 학생들을 적절

하게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

했듯, 시간이 흐르면서 1830년을 전후해서는 각 학년마다 심화반을 두어 학생들

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가르쳤다. 1학년 학생들이 모두 수강하도록 했던 기

초 강의는 월, 수, 금 오전에 1시간 15분 가량 이루어졌고, 우수한 학생들만이

수강하도록 했던 심화 강의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1시간 15분 가량 별도로

진행되었다. 2학년 과정 역시 모든 학생들이 수강하는 기초 강의(월, 수, 금요일

오후 1시간) 외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수강하는 심화 강의(화, 목요일 오후 1시

간, 토요일 오전 1시간 30분)를 따로 준비하였다.72)

이 방식은 1836년 수학 교수직에 복귀하면서도 계속해서 유지되었는데, 동일

한 산술이나 대수, 혹은 기하학 분야를 가르치는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수강하는

초급반과 우수한 학생들이 수강하는 심화반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심화반

에서는 초급반의 내용에 기반을 두었더라도, 기본 원리나 개념 이해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보다 높은 수준의 심화 문제들을 다루거나, 혹은 초급반에

서는 가르치지 않는 범위의 수학 내용들을 지도하고 있었다(<표 5-3> 참조). 예

를 들어 대수학의 경우, 다항식의 연산을 다룬 뒤 고차 방정식의 논의로 넘어가

카르다노(Cardano)나 페라리(Perrari)의 방법뿐만 아니라 방정식의 근사해를 구

하는 호너법(Horner's method)까지 소개하였고, 그런 다음에는 이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는 심화 문제로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심화된 주제로 넘어가면서는 최

근의 연구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 이는 이후 드 모르간

이 소개했던 다음의 일화에서도 잘 드러났다.

“1831년에 방정식론에 관한 푸리에의 유작에서 엄청난 수고를 들여 [방정식

    의 근사]해를 33자리까지 구했다. 이것을 보고 아직 프랑스에 [제대

로] 알려지지 않았고, 영국에서는 더더욱 알려지지 않은 호너법의 우수성을 소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나는 1841년에 푸리에를 넘어뜨리기 위해

내가 가르치는 반 가운데 한 반에게 크리스마스 연습 문제로 [위 문제를] 제시하

였다. 나는 50자리의 수까지 계산한 서로 조응하는 몇 개의 답안을 받았다. 1848

년에 50자리 이상까지 계산할 것을 요구하며 이 문제를 다시 제시하였는데, 나는

75, 65, 63, 58, 57, 그리고 52 자릿수까지 계산한 답안을 받았다.”73)

72) London University, The London University Calendar of 1831, pp. 51-57.



- 167 -

1학년

초급반

1. 산술과 비례 이론

2. 유클리드 제 1권에서 4권.

3. 유클리드 6권

4. 라드너의 『유클리드』의 입체 기하 1권

5. 대수, 1차 방정식론

1학년 심화

반

1. 유클리드 5, 6권

2. 라드너의 『유클리드』의 입체 기하 1권

3. 산술의 원리와 연산 복습

4. 대수(로그의 성질과 사용을 포함하여)

5. 평면 삼각법(측정을 포함하여)

2학년 초급

반

1. 구면 삼각법

2. 원뿔 곡선론

3. 대수의 기하학의 응용

4. 고등 대수

5. 미적분학

2학년 심화

반

초급반 내용을 확장한 내용.

기술 분야 및 그 밖의 필요를 위해 해석학자가 되려는 이들이

배워야하는 분야들.

<표 5-3> 1853년 『요람』의 수학 교과 과정

특히, 2학년 심화반의 경우에는 수학에 자질이 있는 학생들만이 선택하는 수

업이었으므로, 이 반의 수업 수준은 매우 높았다. 당시 그 수업을 직접 수강했던

학생들의 회고담은 2학년 심화반 수업의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가령, 저널리스

트로 이름을 날렸던 수제자 월터 배젓(Walter Bagehot, 1826-1877)의 경우 그의

사후 그가 썼던 편지나 일기 등을 모아 전기가 출판되었는데, 그가 UCL의 2학

년 심화반 수업을 수강하고 있던 시기에 썼던 편지들은 학생들이 드 모르간의

수업에 대해 느꼈던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최근에 드 모르간은 우리를 완벽한 미로로 안내하였다; 그는 수업 시간 동안 모

73) De Morgan, A Budget of Paradoxes (London: Longmans, 1872), p. 292. Rice, “What

Makes a Great Mathematics Teacher?”, p. 54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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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학생들을 길 잃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나아지고 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무한 급수의 성질들

까지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매우 난해해서 학생들은 정리를 슬쩍 보고는

지쳐버렸고, 많은 부분에 한계를 느끼면서,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했다

.”74)

이러한 2학년 심화반의 난이도가 배젓에게만 높게 느껴졌던 것은 아니었다. 경

제학자이자 논리학자로 유명했던 윌리엄 스탠리 제번즈(William Stanley Jevons,

1835-1882)는 1859년부터 1860년까지 드 모르간으로부터 2학년 심화반 수업을

들었는데, 그는 그 수업이 그야말로 “머리를 쥐어짜게 만드는” 것이라고 고백하

였다.75)

“우리는 지난 번에 2학년 심화반 수업에서 드디어 그[드 모르간]가 미분 방정식에

관한 증명이, 그 수업 시간 내내 이어졌는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아

기뻤다.; 그는, 반드시, 그것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내준 문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들은 그 자신에게도 어려운 것임

을 알게 되었고, 수학 지식의 한계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좌절감을 느꼈다.”76)

이렇듯 강의가 수준 높게 진행되었으므로 학생들은 수학 수업에서 많은 도전

들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 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였다. 이는 그의 제자

들 가운데 이후 수학자의 진로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들의 경우에도 실제 UCL

시절 동안에는 수학 공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

제번즈의 경우, 이후 경제학자이자 논리학자로 활동하였고, 실제 UCL에 다니는

동안 수학보다는 심리 철학이나 정치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학

부 시절동안에는 다른 공부에 비해 수학 공부에 매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

었다.77)

74) E. I. Barrington, Life of Walter Bagehot (Longman & Co., 1914), p. 118.

75) Jevons, Letters & Journal Of W. Stanley Jevons, p. 155.
76) Walter Jevons, Letters & Journal Of W. Stanley Jevons (London: Macmillan & Co.,

1886), p. 150.

77) Jevons, Letters & Journal Of W. Stanley Jevons, p. 150,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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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반 심화반

1학년 10권 70권

2학년 109권 138권

<표 5-4> 강의 참고노트 수, 출처: Rice,

"What Makes a Great Teacher",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 공부에 더욱 몰두하도록 했던 데에는 그가 수업과 별

도로 작성해 열람시켰던 참고 노트들도 한 몫 했다. 그는 강의나 숙제, 그리고

개별 지도 등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외에도

학생들 스스로가 책상에 앉아서 고민해보고 복습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1840년대 초부터는 강의가 끝난 이후 학

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 날 배운 주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보다 확장

된 주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필로 참고 노트들을 작성하기 시작했

다. 현재 1843년에서 1866년 사이에 작성된 참고 노트 200여권이 런던대학의 중

앙도서관(Senate House Library)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매 학기 매 주

제에 대해 강의 노트를 작성하고 업그레이드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78)

한편, 이러한 참고 노트는 단순히 그 날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그

날 배운 내용의 강의록을 옮겨놓았던 것이 아니었다. 그 날 배운 내용을 응용한

보다 심화된 연습 문제 풀이나 그 분야와 관련된 최근 연구들에 대한 소개 등

강의 내용보다 훨씬 더 심화되고 확장된 수준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드 모르

간은 이 참고노트를 자신의 강의와 연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읽고 참고하도록

하였는데, 학생들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도서관에서 이 노트들을 읽거나 베껴 쓸

수 있었다. 특히, 그는 1학년 초급반의 주제에서 2학년 심화반의 주제로 올라갈

수록 참고 노트 작성에 공을 들였는데, <표 5-4>를 통해 참고 노트의 수가 초

급반에서 심화반으로 넘어갈수록, 그리고 1학년보다는 2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급

격히 증가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79)

78) 다음 사이트의 pdf 문서를 통해 드 모르간의 강의 노트의 전체 목록을 살펴볼 수 있다.

http://archives.ulrls.lon.ac.uk/resources/MS775.pdf 한편 라이스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 강

의 노트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Rice, "What Makes a Great Teacher"

79) Rice, "What Makes a Great Teacher", p. 538.



- 170 -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드 모르간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학의 응용이나

시험 준비의 목적보다는 무엇보다도 먼저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들을 제

대로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였다.80) 가르쳤던 분야도 산술이나 대수, 그리고 기하

학과 같은 기초 순수 수학의 지식에서부터 고등 대수와 대수 기하학, 그리고 미

적분 등에 이르는 폭 넓은 고등 순수 수학 분야들을 섭렵하고 있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동안 교사로서의 권위와 포용력 역시 잃지 않았다. 이러

한 모습들은 드 모르간의 제자였던 테일러가 회고했던 것과도 일치했다. 테일러

는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 통신원』에 기고한 글에서 드 모르간을 기억하며

UCL에서의 수학 교육에 대해 되돌아보았다. 여기에서 테일러는 드 모르간의 교

육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시 학생들이 드

모르간을 선생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강좌는 유클리드의 첫 권과 기초 산술에서부터 시작해 변분법에 이르기까

지 순수 수학의 전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조망을 제공하고 있었다. … 그[드 모

르간]의 설명은 다양한 종류의 탁월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엄청나게 폭 넓

은 독서와 놀라울 정도의 기억력을 통해 항상 풍부한 실례들을 제시하면서 명확

하고, 선명하며, 또한 간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울림이 있는 부드러운 목소

리, 넓은 이마, 그리고 고전적으로 아름다운 옆모습은 수학적 진리에 대한 거의

완벽한 통달과 매우 매력적인 언어 구사력으로 인해 그의 수업을 듣는 이들에게

위엄 있고 당당한 인상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질들보다

더 대단했던 것은 과학적 진리 그 자체에 대한 애정과 거짓된 지식에 대한 경멸

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학생들에게서 일깨워 지니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81)

한 대학의 수학 교수로서 순수 수학 분야들만을 강의하면서, 드 모르간은 순

수 수학이 하나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과학 분야임을 인식시켜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학 지식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그것이 어떤

80) 드 모르간의 수학 교육 방법 및 철학,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다음의 논

문들을 참조할 것. 손홍찬, 고호경, “드 모르간의 수학교육 철학과 교수법의 재조명", 『한

국수학사학회지』 20 (2007), pp. 181-186.; 최지선·유미경·박선용·권석일·박교식, "수학교

육에 관한 드모르간의 관점 조명", 『대한수학교육학회지 수학교육학연구』 18 (2008), pp.

229-234.

81) S. De Morgan, Memoir, p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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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이며, 어떤 매력을 지닌 분야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드 모르간을 통해

학생들은 순수 수학의 분야들이 수학의 핵심적인 분야임을 받아들여 나갔고, 그

만큼 교육의 영역에서 순수 수학의 비중은 강화되고 있었다. 그런데 드 모르간

이 순수 수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던 것은 단지 교육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

었던 것은 아니었다. 순수 수학과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 속에서 그는 논리 연

구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순수 수학의 발전은 물론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드 모르간의 논리 연구 발전 과정을 자세

히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드 모르간의 논리 연구 역시 순수 수학과 수학 교

육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5. 런던 수학회와 영국 순수 수학의 발전

수학 교육에 대한 드 모르간의 관심과 열의는 이후 1860년대를 거치면서 그에

게서 수학 교육을 받았던 이들에 의해 런던 수학회라는 열매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여기서 잠깐 19세기 초에 전문 과학 학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에 개별 과학 분야들이 보다 전문화되면서 이들 분야에 종

사하던 이들은 그들만의 전문적인 학회를 갈망하기 시작했다.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독자적인 전문 학술 협회들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1807년의 지리학회

(Geological Society)를 시작으로 뒤이어 천문학회82)(Astronomical Society of

London, 1820), 통계학회(Statistical Society, 1834), 그리고 화학회(Chemical

Society, 1841) 등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19세기 중엽까지 수학자들을 위한 전문 학회는 설

립되지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영국에 수학 학회가 완전히 부재했던 것은 아니

어서 오래 전부터 맨체스터 학회(Manchester Society, 1718), 올드햄 학회

(Oldham Society, 1794), 그리고 스피탈필즈 수학 학회(Spitalfields Mathematical

Society, 1717-1845) 등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이들 학회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추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에 전문적인 수학자들보다는 주로 장인들이나 실

82) 1820년 설립될 당시의 공식 명칭은 런던 천문학회(Astronomical Society of London)이었

으나, 1831년에 왕실의 인가를 받으면서 왕립 천문학회(Royal Astronomical Society)로 바

뀌었고 현재까지 그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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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수학자들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그나마도 가장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던 스피탈필즈 수학회마저 19세기에 이르면 점차 회원들이 줄어들기 시작

했다. 이후 1840년경에 이르면 회원들이 20여명도 채 안 되는 형국에 이르렀고,

결국 1845년에 이르러 해체되었다.83) 이런 상황에서 통계학회나 천문학회, 왕립

학회, 그리고 케임브리지 철학회(Cambridge Philosophical Society, 1819) 등에서

수학 연구 논문을 받기도 했고, 영국과학진흥회(British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831, 이하 BAAS) 안에 수학 분과가 존재하여 이 곳

에서 수학자들의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학회들은 수학만으로

특화된 모임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수학이 이들 학회들의 주된 관심 분야도

아니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1864년 런던수학회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

했던 점은 영국 최초의 전문 수학학회였던 런던수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의 주체

가 되었던 이들이, 당시 명망 있던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전문 수학자들이 아

니라, UCL의 학부생들과 졸업생들이었다는 점이다. 수학 학회의 설립을 처음 제

안했던 이들은 드 모르간의 두 제자들이었으며84), 창립 멤버 27명 가운데 적어

도 26명이 UCL과 대학칼리지학교(University College School, 이하 UCS)85)와

연관된 이들이었다.86) 그래서인지 초기 학회는 UCL 내의 소모임의 성격을 지니

83) 스피탈필즈 수학 학회는 해체되기 전 왕립 천문학회에 그 곳의 도서관을 기증하면서 함

께 합치길 희망했다. 이에 당시 왕립 천문학회 간사로 있던 드 모르간이 스피탈필즈 학회

에 관한 조사위원회에서 일하면서 그 조사 결과를 허셜에게 긍정적으로 보고하였고, 이후

기존 회원들이 조건 없이 모두 왕립 천문학회의 회원으로 선출되면서 사실상 왕립천문학

회와 통합되었다. Adrian C. Rice, Robin J. Wilson, and J. Helen Gardner, "From

Student Club to National Society: The Founding of the London Mathematical Society

in 1865", Historia Mathematica 22 (1995), p. 403.
84) 런던수학회를 처음 제안한 인물이 누구였는지는 드 모르간의 부인이 쓴 회고록에 잘 나

타나 있다. 그녀에 따르면, 1864년 여름에 드 모르간의 제자 랜야드(Arthur Cowper

Ranyard)와 드 모르간의 아들 조지 드 모르간(George Campbell De Morgan)이 길을 걸

으면서 수학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수학 학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고,

이후 자신들의 스승인 드 모르간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첫 모임이 시작되었다. S. De

Morgan, Memoir, p. 281.
85) UCS는 UCL이 평균 15-16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던 상황에서 그 보다 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UCL이 1830년에 설립했던 일종의 부속 학교였다. 따라서 드 모

르간을 포함하여 UCL 교수들의 상당수가 UCS에서도 강의하였다.

86) 한 사람(David Lindo Alexander)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이나 졸업생, 그리고 교수로서

UCL이나 UCS와 연관된 이들이었다. 특히 p. 408의 표 1(Members of the London

Mathematical Society at Its Formation) 참조. Rice, Wilson, and Gardner,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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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며, 그로인해 1865-66년 요람과 1866-67년 요람에는 학내 모임의 하나

로 기재되어 있었다. 87) 당연히 첫 모임 역시 UCL에서 이루어졌고, 초대 회장은

당시 UCL의 수학 교수였던 드 모르간, 부회장은 UCS의 교사였던 헐스트

(Thomas Archer Hirst), 그리고 학회의 초대 간사(Secretary)는 드 모르간의 제

자였던 봄파스(Henry Mason Bompas)와 코즌즈 하디(Herbert Hardy

Cozens-Hardy)가 맡았다.

당시 런던수학회의 초대 회원들 중에 UCL을 이미 졸업하여 다른 직업을 가지

고 있거나, 전문적인 수학 연구를 목표로 삼지 않았던 이들이 많았던 점도 특이

했다. 학회 간사였던 봄파스와 하디는 당시 법률가로 활동하고 있었고, 젠킨스

(Morgan Jenkins)와 자딘(William Jardine), 그리고 버스크(Edward Henry

Busk) 역시 법조계로 나아가기 위해 훈련을 받거나 혹은 준비하고 있었다.88) 또

한 런던 수학회 창립 멤버 27명 가운데 6명(Philip Magnus, Benjamin Kisch,

Marcus Nathan Adler, Numa Edward Hartog, Lewis Solomon, David Lindo

Alexander)이 유대인이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수학 연구를 직업으로 추구하고

있던 이들이 아니었다.89) 당시 런던의 UCL에서 공부했던 이들의 상당수는 졸업

후 법조계나 상업 부문, 혹은 공직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드 모르간과 헐

스트를 제외하면, 창립 멤버 가운데 상당수는 수학을 직업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이들이었다. 이는 드 모르간으로부터 수학 강의를 들었던 이들이 자신이

공부했던 수학 분야를 독자적인 전문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드 모르간의 수업을 들었던 이들은 UCL 학부생 두 사람이 수학 학회를 만들자

고 제안했을 때, 비록 본인들이 전문적인 수학자의 진로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Student Club to National Society", p. 407.

87) The University College Calendar for the Session 1865-66, p. 153. The University
College Calendar for the Session 1866-1867, p. 177, 186.

88) Rice, Wilson, and Gardner, "From National to International Society", p. 409.

89) 초기 런던 수학회의 회원 가운데 유대인의 비율은 15% 가량으로 상당히 많았는데, 1866

년 중반에는 5명의 유대인들이 추가로 회원으로 가입하였다.(Arthur Cohen, Michael

Friedländer, Joseph Solomon, J. J. Sylvester, Jacob Waley), 그러나 드 모르간의 유대인

제자들 가운데 코헨과 실베스터를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수준의 수학 연구를 수행했던 이

들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코헨 역시도 초기에는 케임브리지 대학 매그덜린 칼리지로 진

학해 왕립 학회의 『철학 회보』에 연구 논문을 실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학에 대한

관심과는 별개로, 법조계에서 활동하였다. 이렇듯 유대인 가운데 전문적인 수학 연구에 관

심을 가졌던 이들이 드물었으므로, 런던 수학회가 지평을 넓혀 전문적인 수학 연구 학회

로 발돋움하면서 유대인 회원의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Cantor, Quakers, Jews,
and Science,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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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참여했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런던 수학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 전역의 명망 있는 우수

한 수학자들과 외국 수학자들을 회원으로 영입하면서 UCL과의 연계를 끊고 보

다 더 확장되고 공인된 학회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첫 모임이 이루어졌던

1865년 첫 해에만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의 순수 수학 교수(Sadlerian Professor

of Pure Mathematics)였던 케일리(Arthur Cayley), 울위치의 왕립 사관 학교 수

학 교수였던 실베스터(James Sylvester), 옥스퍼드 대학의 기하학교수(Savilian

Professor of Geometry)였던 스미스(Henry Smith), 그리고 이후 왕립학회와

BAAS의 회장을 맡게 되는 스파티스우드(William Spottiswoode)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리고 이후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의 수학 교수 조지 샐먼

(George Salmon)에 이어 훗날 UCL의 응용 수학 교수가 되는 윌리엄 클리포드

(William Clifford), 최초의 외국인 회원이었던 프랑스 수학자 미셸 샤슬레

(Michel Chasles),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물리학 발전을 이끌게 되는 제임스 맥스

웰, 그리고 훗날 켈빈경으로 불리는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톰슨(William

Thomson) 등 우수한 학자들이 대거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2년 만에 회원 수는 3

배로 증가하였다.90)

런던 수학회가 설립되자마자 명망 있는 수학자들이 곧바로 런던수학회에 합류

했다는 사실은 당시 영국 수학계가 드 모르간이 회장으로 있고 그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런던 수학회를 정식 학회로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91) 당시 일류

급 수학자들을 길러내는 곳으로는 여전히 케임브리지 대학의 명성이 뛰어났다.

그리고 UCL이나 KCL을 졸업한 이들 중에 보다 전문적으로 수학이나 과학 분

야를 공부하려는 이들은 다시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해 공부하였다. 따라서 만

약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수학자들이 런던 수학회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것

과 별개로 케임브리지를 본산으로 한 수학 학회를 새로 설립할 수도 있었다. 더

욱이 런던수학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수학자들이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통로로

'케임브리지 철학회(Cambridge Philosophical Society, 이하 CPS)'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92)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자들은

90) Rice, Wilson, and Gardner, "From National to International Society", pp. 187-190.

91) 훗날 학회 회장까지 엮임하며 런던수학회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던 헐스트는 드 모르간

을 기리는 조문에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드 모르간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Proceedings of
the London Mathematical Society 3 (1871), p. 233.

92) 드 모르간 역시 런던수학회가 설립되기 이전, 자신의 대표적인 논리 관련 연구 논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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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회를 별도로 설립하지 않았고, 런던 수학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수

학만을 위한 전문 학회의 필요성을 처음 인식하고 그것의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했던 이들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들이 아니라, UCL에서 드 모르간으로

부터 수학을 배웠던 이들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런던수학회에 대해 연구했던 라이스(Rice)와 윌슨

(Wilson), 그리고 가드너(Gardner)는 런던에 전문적인 대학 수학자들 외에도 보

다 폭 넓은 실용 수학자들이 많았으므로 런던에서 새로운 학회가 생겼다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그 무대가 UCL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연스

러워 보인다는 것이다.93) 그러나 런던에는 UCL 외에도 KCL이 있었고 케임브리

지 대학의 수학 졸업 시험 성적만을 비교한다면, KCL 출신들의 성적이 UCL 출

신들의 성적에 비해 월등히 뛰어났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런던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런던 수학회의 설립을 설명하기는 힘들다.

드 모르간은 런던 수학회의 회장으로 행한 초대 연설에서 런던 수학회의 목표

가 “순수 수학과 그것의 즉각적인 응용을 연구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하였다.94)

이는 그가 연설에서, 혼성 수학과 같은 수리 과학의 연구들이 논의되는 학회는

여럿 있어도, 그리고 그러한 분야의 연구 논문을 출판할 수 있는 학회지는 여럿

있어도, ‘순수 수학’만을 그 대상으로 삼는 학회나 학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가 런던 수학회의 의의를

‘순수 수학 분야를 그 주요 대상으로 삼는 학회나 학회지의 탄생’이라는 측면에

서 찾았던 것은, 그만큼 혼성 수학 분야 못지않게 순수 수학 분야와 그 응용 분

야가 전문적인 과학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실제 이후 런던 수학회에서 논의되었던 수학 분야 가운데는, 특히 순수 수학

분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런던 수학회의 공식 저널이었던

『런던 수학회지』(Proceedings)에 기고된 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

케임브리지 철학회지(CPS)에 발표하였다. De Morgan, "On the Syllogism: Ⅰ" CPS 8

(1846), "On the Syllogism: Ⅱ" CPS 9 (1850), "On the Syllogism: Ⅲ" CPS 10 (1858),
"On the Syllogism: Ⅳ" CPS 10 (1860), 그리고 "On the Syllogism: Ⅴ" CPS 10 (1862).

93) Rice, Wilson, and Gardner, "From Student Club to National Society", pp. 403-404.

94) 여기에서 ‘즉각적인 응용’이라는 의미를 실용적인 응용의 차원에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이

다. 그보다는 대수학을 기하학에 응용하는 대수 기하와 같이, 기존의 순수 수학의 분야들

을 응용하여 발전시킨 수학 분야들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De Morgan, “Speech of

Professor De Morgan, President, At the Fist Meeting of the Society, January 16th,

1865", Proceeding of The London Mathematical Society 1 (186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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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1865년에 기고된 논문들 가운데 순수 수학 분야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았다(<표 5-5> 참조).95) 런던수학회에서 순수 수학의 비중이 높았다는 사실은

당시의 증언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가령, 1886년부터 1888년까지 런던

수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제임스 글래이셔(James Glaisher, 1848-1928)에 따르면,

당시 학회 관계자들은 응용 수학 분야에 관한 논문 투고 수가 적은 것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다.96) 이는 1873년에 위원회가 런던수학회에서 응용 수

학 분야의 비중이 너무 적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학회의 규정은 저녁 모임의 1/3을 응용 수학에 관한 논의에 할애되도록 하는

것임을 지적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그 정도 비중의 시간은 지켜지지 못했

습니다. 만약 응용 수학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 학회의 이

해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런던 수학회에서 논의되던 수학 분야 가운데 순수 수학 분야의 비중은

월등히 높았고, 학회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응용 수학보다는 순수 수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더 많았다. 이는 런던 수학회가 설립되었을 때 많은 이들

이 그것을 순수 수학을 위한 학회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UCL에서

학생들은 드 모르간으로부터 순수 수학을 배우면서 그것이 독자적인 전문 연구

가 가능한 분야이고 또한 필요한 분야임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물인 런던수학회는 순수 수학 연구를 위한 전문 학회와 학회지를 갈망하고 있던

전문 수학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다.

런던수학회의 설립이 이후 영국 수학의 발전과 그 경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서는 보다 폭 넓은 수학자들과 광범한 기간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런던

수학회에는 런던에 있던 수학자들 외에도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를 포함하는 대영제국의 수학자들이 초기부터 함께 하였다. 그

리고 유럽 대륙의 명망 있는 수학자들 역시 설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초대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19세기 중반에 순수 수학으로 명명되었던 분야들이

95) 다음의 사이트에서 런던 수학회지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의 논문들을 확인할 수 있다.

http://plms.oxfordjournals.org/content/by/year

96) James W. L. Glaisher, "Notes on the Early History of the Society", Journal of the
London Mathematical Society 1 (1926), p. 56.; Rice and Wilson, "From National to

International Society", pp. 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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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수학회지 논문 목차(Volume 1 Issue 1, 1865)

A. De Morgan, “Speech of Professor De Morgan”

J. J. Sylvester, “Syllabus of Lecture Delivered at King's College,

London, June 28, 1865: Elementary Proof and Generalization of Sir Isaac

Newton's Hitherto Undemonstrated Rule for the Discovery of Imaginary

Roots”

A. Cayley, “Transformation of Plane Curves”

R. Harley, “On Differential Resolvents”

R. Tucker, “On Radial Curves”

A. De Morgan, “General Meeting of the London Mathematical Society:

Held at University College, on Jan. 15, 1866”

T. Cotterill, “On Certain Properties of Plane Polygons of an Even

Number of Sides”

A. De Morgan, “A Proof that a every Function has a Root”

J. J. Sylvester, “On an Addition to Poinsot's Ellipsoidal Mode of

representing the motion of a Rigid Body turning freely round a fixed

point, whereby the Time may be made to register itself Mechanically”

M. W. Crofton, “On Certain Properties of the Cartesian Ovals, treated

by the method of Vectorial Coordinates”

A. Cayley, “On the Correspondence of Two Points on a Curve”

H. J. Stephen Smith, “On the Formula for the Multiplication of four

Theta Functions”

T. Cotterill, “On an Involution System of Circular Cubics, and

description of the curve by points, when the double focus is on the

curve”

<표 5-5> 1865년 런던 수학회지의 논문 목록

20세기 이후 지금의 수학 분야를 형성했던 것을 감안할 때, 연구 시기 역시 20

세기 이후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런던 수학회와 영국 수학의 발전

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연구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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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 학회의 설립이 해당 분야가 독자적인 전문 학문 분야로 발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지를 고려할 때, 런던수학회가

드 모르간의 제자들에 의해 설립되고 그의 지적 권위에 힘입어 발전하였다는 점

은 의미 있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드 모르간은 한 대학의 수학 교수로서 순수

수학 분야들만을 강의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과학 분야임을

인식시켜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순수 수학 분야의 지식

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그것이 수학의 핵심적인 분야임을 받아들여 나갔다.

이를 통해 수학 교육의 영역에서 순수 수학의 비중은 점차 강화되고 있었다.

그런데 드 모르간이 순수 수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던 것은 단지 교육의 영

역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순수 수학과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 속

에서 그는 논리 연구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순수 수학의 발전은 물론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드 모르간의 논리 연

구 발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드 모르간의 새로운 논리 연

구가 발전했던 것 역시 순수 수학과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

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179 -

6장. 수학 교육에서 순수 수학 연구로

: 드 모르간의 논리 연구 발전 과정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드 모르간은 다양한 수학 교재 집필과 헌신적인 학생

들 지도를 통해 수학 교육에 큰 열정을 쏟았던 교사였지만,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그는 이에 못지않게 논리에 관한 연구로도 유명했던 수학자였다. 그의 1847

년의 『형식 논리 』(Formal Logic or the Calculus of Inference, Necessary

& Probable)는 불의 『논리학의 수리 해석』(Mathematical Analysis of Logic,

1847)과 함께 대수 논리(Algebraic Logic)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으

며, 1860년에 쓴 “삼단논법에 관하여On the syllogism"(1860)는 『형식 논리』에

서 발전한 관계 논리(Logic of Relation)에 관한 걸작으로, 퍼스로 이어지는 기호

논리학 연구의 시작을 알렸던 글로 기억된다.1)

그렇다면 드 모르간이 수학 교육에 큰 관심과 비중을 두었던 수학자였음을 감

안할 때, 그의 수학 교육에 대한 열정과 논리 연구에 대한 관심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었던 것일까? 드 모르간은 1840년대 중반까지도 순수 수학 분야의

교재들을 집필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미분법을 위한 대수의 원리』(The

Elements of Algebra Preliminary of the Differential Calculus)나 『수와 양의

관계』(The Connexion of Number and Magnitude), 그리고 『삼각법의 원리』

(Elements of Trigonometry) 와 같은 그의 대표적인 수학 교재들은 모두 이 시

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복귀 이후 드 모르간은 수학 참고 강의 노트를 작

성하고 강의 시간 이외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등 수

학 교육에 열의를 다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1839년에 작성된 글, “논리의 첫 번째 개념”(First Notion

of Logic: Preparatory to the Study of Geometry)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는 1847

년의 『형식 논리』를 포함하여 논리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당시 영국 수학자들 가운데 논리 연구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 시기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수학자들은 논리에 관한 문제보다는 수리 물리

1) Macfarlane, "Augustus De Morgan", Lectures on British Mathematians, pp. 29-30;

Benjamin S. Hawkins, "De Morgan, Victorian Syllogistic and Relational Logic", Modern
Logic 5 (1995), pp. 131-166.; Panteki, "French 'logique' and British 'logic'", p.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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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분야들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논리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왜 대부분의 영국 수

학자들과는 달리,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일까?

이제까지 살펴본 그의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과 헌신을 생각할 때, 그의 순수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논리에 관한 연구는 서로 연결 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드 모르간이 가르쳤던 UCL 학생들의 특징과 함

께 UCL에서 수학 교육과 관련하여 시급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이

다. 그런 다음에는 당시 수학과 논리학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들과 논쟁들에 주

목하면서 드 모르간이 저술했던 수학 교재들과 다양한 강연 글들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의 대표적인 논리 관련

저술들에서 그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서 그의 논리 연구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의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그의 논리 연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으

며, 그러한 관심이 이후 어떻게 발전해갔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 결과 드 모

르간의 논리 관련 연구들은 그의 순수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 속에서 조명될 필

요가 있으며, 그것은 또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구성되었던 것임을 주

장할 것이다.

6.1. 수학 교육의 의의와 논리 사고력 도야

6.1.1. 사고력 도야를 통한 수학 교육의 정당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UCL이 설립될 무렵 런던 사회의 수학에 대한 태도는

그리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런던 최초의 고등 교육 기관이었던 UCL

에서 수학 교수가 되었을 때, 드 모르간의 입장이 그리 편했을 리 없었다. 드 모

르간이 당시 영국 사회에 팽배해 있던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관해 잘 알

고 있었다는 사실은 1828년 그의 초대 강연에서부터 잘 드러난다. 드 모르간은

수학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견해들을 소개하면서 이 강연을 시작하였다.

“고등 교육을 받은 이들 중에서도 수학을 좀 더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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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호전시키거나

수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이들에게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만들어내기란

가망이 없는 일처럼 느껴진다.”2)

초대 강연의 첫 머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 드 모르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그는

기존의 부정적 견해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

다.

드 모르간이 생각했던, 수학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그 중 그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수학이 너무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너무 어려워서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도 더 많이

소모된다는 비판은 너무 과장된 견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초보자에게 수학

적인 논증 과정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으로, 굳

이 수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수학 공부를 하다보면

지식을 깨닫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히 어려움도 줄어든

다고 설명하였다. 뉴턴 당대에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이해하는 이들이 극소

수였던 데 반해, 현재 많은 이들이 그 책을 읽고 이해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

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것이었다.3)

그 다음으로, 수학 대가들조차 풀지 못한 문제들을 수학을 전혀 모르거나 약

간의 수학 지식만을 소유한 이들이 해결함으로써 실용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비판에 주목하였다. 기술적, 기계적 발명의 성취들을 이뤄낸 이들이 전문적인 수

학자가 아니었고, 높은 수준의 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아니었다는

점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수학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회의적

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드 모르간은 역사를 살펴보면, 선천적

으로 지능이 높거나 운이 좋아 유용한 지식을 발견한 경우는 매우 적었고, 대부

분은 수학적 사고를 통해 기존의 지식을 응용하면서 큰 성과를 거둔 경우가 많

았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아르키메데스 이전에 목욕탕에 들어간 사람은 많았으

나, 드 모르간에 따르면, 아르키메데스가 혼합물에서 금과 은의 비율을 구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수학적 사고 습관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

2) De Morgan, "An Introductory Lecture”, p. 1

3) De Morgan, "An Introductory Lecture",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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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었다. 수학 지식과 수학적 사고 능력이 실용적, 기술적 성취의 원천이라는

것이었다.4)

또한 수학 공부가 과학적 상상력을 감소시키고 문학적인 감성을 해친다는 비

판에 대해서도 반박하였다. 우선 전자에 대해서는 가장 심오한 과학적 발견들은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수학적 능력에서 비롯된

다고 주장하였다. 뉴턴의 수학적 성과가 나타난 이후에야 라플라스와 같은 수학

자들에 의해 태양계의 모든 현상들이 뉴턴의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수학적으로

증명된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야말로 수학적 사고력의 가치

를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또한 수학적 논증이 문학적 감수성을 없앤다는 후자의

비판에 대해서도, 과학적 능력뿐만 아니라 문학적 실력을 통해 명성을 얻었던

수많은 수학자들의 존재가 그 비판의 근거 없음을 설명해준다고 주장하였다. 플

라톤은 말할 것도 없고, 퐁트넬, 파스칼,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그리고 달랑베르

등의 저작들은 그들이 과학 분야에서 보였던 재능 못지않게 아름답고 영감어린

글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적으로 과학과 문학은 함께 번영해 왔

다고 주장하였다.5)

마지막으로 드 모르간은, ‘단지 수학만’ 공부해서는 건전한 사고력을 기를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하였다. 수학을 비판하는 이들은 “일상의 삶은 불

확실하고 명확히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해서 기하학의 간단하고 명

확한 공리와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고”, 따라서 “일상의 경제적 활동에서 요구되

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드 모르간은 그러한 비

판을 인정하면서도, 수학의 여러 측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UCL의 교육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학생들이 수학만 배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었다. 처음에 수학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수학을 응용한 다른 분야들,

즉 자연 철학이나 천문학, 그리고 화학과 같은 분야들을 배우게 되고, 그 분야들

을 통해 배우게 되는 사고 방식이나 논증 방식은 수학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어

4) De Morgan, "An Introductory Lecture", p. 27.

5) 프랑스에서 파스칼, 데카르트, 페르마, 그리고 드 로삐딸이 활동하던 시대에 삐에르 코르

네이유(Pierre Corneille, 1606-1684)나 몰리에르(Moliere, 실제 이름은 Jean-Baptiste

Poqueline, 1622-1673), 그리고 장 라신(Jean Racine, 1639-1699)과 같은 문학가들이 나타

났다는 점, 그리고 영국에서 뉴턴, 월러스, 그리고 핼리가 살았던 시대에 존 밀턴(John

Milton, 1608-1674)이나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 1688-1744) 같은 대가들이 함께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De Morgan, "An Introductory

Lecture", pp.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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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수학의 간접적인

유용성까지 논하게 되면 그 범위가 더욱 폭 넓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학 공

부가 매우 유용함을 강조하였다.6)

이렇듯 기존의 수학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을 소개하고 반박한 뒤, 드 모르간

은 수학의 가치 및 유용성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정당화하였다. 우선, “수학

이 직접적으로 응용되는 것은 자연 철학, 천문학, 그리고 화학 분야들을 통해 쉽

게 인식”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전문적인 교육 및 응용의 측면에서 수학 교육

의 가치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같이 수학 교육의 가치 및 유용성을 자연 철

학 등의 고등 과학 분야의 공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혹은 전문인들의 실용

적인 응용 연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할 때, 또 다른 비판이 제기될 수 있

었다. 수학이 전문가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일반인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

지 않거나, 심지어는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분야라는 것이었다.7) 사실 UCL의

어린 학생들이 후자에 속할 수 있었는데, 이들 중에 전문적으로 과학을 연구하

는 학자나 그것을 응용하는 전문가가 될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더구나 UCL

에서 자연 철학이 실험적인 방식으로 흐르고 수리 자연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이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수학의 의의를 자연 철학으로의 응용의 차원을 통해

정당화하기는 힘들었다.

따라서 드 모르간은 UCL에서 수학의 가치 및 유용성을 응용의 측면과는 무관

하게, 수학 그 자체의 논리를 통해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수학 교육의 의의로,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 인간의 정신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짐승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인간의 사고력을 훈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8) 여기서 이러한 주장이 그가 스스로 고안한 그만의 독특한 견해였다고 보기

는 힘들 것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갓 졸업한 드 모르간이 곧바로 자신만의 독

특한 수학 교육관을 가지고 초대 연설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1828년의 초대 수학 교수 강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케임브리지 대

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접했던 여러 연구들과 지도 받았던 교수들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6) De Morgan, "An Introductory Lecture", pp. 40-44.

7) De Morgan, "An Introductory Lecture", p. 11.

8) De Morgan, "An Introductory Lecture", p. 4.; 드 모르간이 로크의 철학으로부터 받았던

영향에 대해서는 Pycior, "Augustus De Morgan's Algebraic Work", pp. 2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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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모르간은 케임브리지 대학 학부 시절 로크의 철학에 몰두하였다. 로크에

의하면 인간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신으로부터 완전한 이성이나 사고력을 지

닌 채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인간의 정신은 빈 서판과 같아 바르게 사고하

고 참과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을 후천적으로 길러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른 무엇보다도 이른 시기에 바른 교육을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

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했다.9) 그런데 드 모르간에게 수학 분야는 다른 어떤 분

야보다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인 분야로 보

였다. 그에게 “수학이란 일반적으로 공간이나 수, 그리고 크기 등에 관해 고찰하

는 학문”으로서 물질 세계의 외관으로부터 확실하고 분명한 개념들이 얻어지는

분야였다. 따라서 제 1 원리라고 부르는 원리들이나 특정 개념들 역시 다른 어

떤 분야보다도 확실하고 자명한 분야로 보였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과학 분야들은 사용하는 용어 자체부터가 분명하게 정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제 1원리라고 부르는 것들 역시 자명하지 않거나 충

분히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인간의 정신으로는 "두 가지 일을 한

꺼번에 진행하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서, 두 가지 장애물을 동시에

극복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았다. 즉, 제 1원리나 용어의 정의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특정 분야의 제 1 원리로부터 참된 지식을 추

론해내고, 그로부터 또 다른 지식들을 이끌어내고 증명함으로써 논리적인 사고

및 추론 능력을 습득하기는 힘들어 보였다.10) 결국 이런 상태에서 “어린 학생들

은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의 권위를 통해 특정 지식을

습득”하거나, 선생들이 가르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측

면에서 개념의 정의나 기본 원리 자체가 불확실하고 증명의 성격 자체도 논리적

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과학 분야는,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기르

기 위한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였다.11) 이에 비하면, 수학은 과학 분야의

여러 단점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분야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사고력 도야

에 적합한 분야로 여겨졌다.

사실 수학 교육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력을 도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라크루아

의 『교육 일반에 관한 에세이, 특히 수학에 관한』(Essais sur L'Enseignement

9) De Morgan, "An Introductory Lecture", p. 4.

10) De Morgan, "An Introductory Lecture", pp. 11a-14.

11) De Morgan, "An Introductory Lecture", pp.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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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General, et sur Celui des Mathematiques en Particulie, 1805)에서의 논의

와도 매우 유사하였다. 라크루아가 수학 교육에 관해 썼던 이 책은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여러 판이 인쇄되면서 널리 읽혔다. 여기에서 라크루아는 수학적 추

론 능력이 거둔 성과들을 이야기하면서 수학 분야들이 그러한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하학의 논리 연역적인

측면들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수적 기호가 보여주었던 효율성도 지적하

였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라그랑주나 오일러, 그리고 라플라스 등의 수학자들의

성과들에 힘입어, 대수적 기호를 이용한 수학적 추론이 새로운 수학적 발견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 라크루아의 주

장은 그러한 당시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12) 당시 영국 수학자들에게 프

랑스 수학자들의 저술과 견해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드 모르간

과 같이 새로운 해석적 경향에 동조하고 있던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드 모

르간은 『수학 공부와 그 어려움에 관하여 』(On the Study & Difficulties of

Mathematics)에서 꽁디악과 달랑베르의 글과 함께 라크루아의 『교육 일반에

관한 에세이, 특히 수학에 관한』을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추천하였다. 이러한 점

들을 감안할 때 라크루아의 수학 교육관이 드 모르간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13)

그런데 수학의 가치를 사고력 도야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던 것이 프랑스 학자

들만의 사고 방식은 아니었다. 18세기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이 강조되면

서 그 정당화의 일환으로, 수학의 엄밀한 사고 훈련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19세기까지도 대학의 교양 교육 과정에서 사고력 도

야를 위한 가장 주된 도구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은 논리학이었다. 당시에 논리

학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었는지는 그 시기 대표적인 논리학자였던 리차드

워틀리(Richard Whately, 1787-1863)와 요한 프리드리히 헤르바르트(Johann

Friedrich Herbart, 1776-1841)의 정의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워틀리는 논리

학을 ‘추론의 기술 및 과학’(the art and science of reasoning)이라고 정의 내렸

고 헤르바르트는 "정확한 추론의 규범적인 규칙을 제공하는 원칙"으로 보았다.

12) Panteki, "French 'Logique' and 'British Logic'”, p. 287.

13) De Morgan, On the Study & Difficulties of Mathematics, (London: SDUK, 1831), p.

63. 팬테키는 드 모르간이 썼던 『수학 공부와 그 어려움에 관하여』가 그 구성과 내용

면에서 라크루아의 에세이와 매우 유사했던 점을 들어 라크루아가 드 모르간에게 미친 영

향을 강조한다. Panteki, "French 'Logique' and 'British Logic'”, p.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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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시에 논리학은 추론하고 사고하는 정신적인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학

문으로 여겨지고 있었다.14) 따라서 18세기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과 과정을 규정

했던 엘리자베스 법령(Elizabethan Statutes)에서도 논리학은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18세기를 지나는 동안 점차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의 논리학이 학부 교육 과정에서 사라지고, 대신 로크의 철학이 논리학

교육을 대체하기 시작했다.15) 이는 논리적인 사고력 도야의 도구로 여겨졌던 전

통적인 논리학의 주제들이 논리학의 교과 과정에서 점차 제외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점차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은 전통적인 논리학의 영역을 넘나들

기 시작했다. 이런 경향은 국교회 신학자들의 설교에서도 잘 드러났다. 1767년에

이루어진 설교에서 주교 베일비 포티우스(Beilby Porteus, 1731-1809)는 엄밀하

게 사고할 수 있는 정신력을 기르는 데 수학이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자였던 윌리엄 러들램(William

Ludlam, 1604-1666) 역시 『수학의 기초』(The Rudiments of Mathematics)에

서 수학이 어린 학생들에게 사고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하였다.16) 이러한

주장들은 포티우스나 러들램에 머물지 않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 18세기 중반 이

후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 과정을 거쳐 수학이 사고력을 도야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점차 케임브리지 대학 내에서 일반적인 것이 되어 갔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18세기 동안 교육 과정 개편 및 시험 체제의 변화 등을

통해 수학이 학부 교양 교육 과정에서 유례없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시작

되었다. 2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수학 시험이 누구에게 장학금을 수여해야

하는지, 누구를 펠로로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학부 성적을 어떻게 매길 것인지

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 버리면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굳이 수학자나 자연

철학자의 길을 걷지 않을 학생들까지도 모두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

졌다. 자연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수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나 칼리지에서는 수학 교육의 가치

및 유용성을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

서 수학이 신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한 과학의 언어라는 주장을 넘어, 수학 공부

14) Volker Peckhaus, "19th Century Logic Between Philosophy and Mathematics", The
Bulletin of Symbolic Logic, 5 (1999), p. 434.

15) Gascoigne, "Mathematics and Meritocracy", p. 571. 각주. 137.

16) Gascoigne, "Mathematics and Meritocracy", p. 57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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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도야될 수 있다는 견해들이 제기

되기 시작했다.17)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전통적으로 논리적인 학문이라고 중시되었던 기하

학의 분야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유클리드의 『원론』을 "현존하는 최고의 논리

학 서적"이라고 묘사했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자 러들램의 견해나 “인간의

정신을 참되고 정확한 사고에 익숙해지게 하여 단련시키는 최고의 실용 논리학”

서적이라고 추켜세웠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칼리지 강사 로버트 그린(Robert

Greene, 1678-1730)의 주장 등이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시 이

런 평가를 내렸던 학자들은 주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했던 이들이

었다. 뉴턴의 수리 자연 철학의 성과에 고무되었던 이들은 수학이 논리학을 대

신하여 논리적인 사고력 도야를 위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견해들은 케임브리지 대학 내에서 널리 수용되기

시작했다.18)

19세기 들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되

면서 수학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력이 도야될 수 있다는 주장은 더욱더 일반화되

어 갔다. 수학 공부의 범위와 난이도가 급격히 증가되었던 상황에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학 교육을 정당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었다. 1810년대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녔던 코울링은 졸업 후 케임브

리지 대학 시절을 회고하면서 쓴 “케임브리지에 대한 유감”에서 당시 케임브리

지에 널리 퍼져있던 생각들을 자세히 전하였다. 그 중 아래의 글을 볼 때, 당시

학생들이 수학과 논리 사고력 도야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짐작해볼 수 있다.

"나는 수학이 최적의 논리를 단련한다고 들었는데, 그 말을 믿는다. 왜냐하면 다

른 모든 이들도 유클리드의 책 한 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전체와 맞먹는 가

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 같기 때문이다."19)

17) 휴얼은 1835년의 글에 대해 윌리엄 해밀턴(Sir William Hamilton, 1788-1856)이 비판했을

때 자신이 1835년의 글을 쓴 것은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수학 시험

방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고 술회하였다. Whewell, "To the Editor

of the Edinburgh Review", Thoughts on the study of mathematics, p. 186.
18) Gascoigne, "Mathematics and Meritocracy", p. 570, 571,

19) Cowling, "Regrets of Cantab", p.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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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모르간이 수학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반박하면서 사

고력 도야의 측면에서 수학 교육의 가치 및 유용성을 정당화했던 내용은, 강연

의 마지막 부분, 즉 UCL에서 실제 수학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전체에 할애되어 있었다. 이는 그만큼 UCL에서

수학 교육의 의의를 정당화하는 문제가 중요했음을 의미했다. 런던은 추상적인

수학 이론과는 거리가 먼 산업 및 상업 분야들이 크게 발전했던 곳이었고, 대중

강연 등을 통해 흥미 위주의 실험 과학들이 관심을 끌고 있던 곳이었다. 이런

런던에서 수학 시험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수학 지식을 전문적인 과학 분야에

응용해야 할 필요도 없었던 이들에게 자칫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수학 분야를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초대 강연

에서 수학에 대한 기존의 편견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논리 사고력 도야

를 통해 수학 교육의 가치를 정당화하려 했던 것은 어쩌면 그로서는 당연한 선

택일 수밖에 없었다.

6.1.2. 논리 사고력의 강조와 대수 기호에 대한 제한적 시각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막 졸업한 드

모르간이 수학 교육의 가치를 논리 사고력 도야에서 찾았던 것은 그의 나이나

경험을 감안할 때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완전히 새로운 이상과 열정 속

에서 세워진 UCL의 초대 수학 교수가 되었을 때, 드 모르간은 반어적인 방식으

로 높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수학을 교육의 한 분야로 지지하는 이유와 수학 교육을

효율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제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 저는 과학이

매우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대학의 교육 시스템의 성공을 통해 이런

견해들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 성공을 바랄 수 없단 말입니까? 왜 우

리는 UCL에서 공부했다는 것이 대중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거나 일상의 삶 속에

서 존경받는 이들의 자랑이 될 날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플레

이페어나 페일리의 명석함과 우아함, 로크의 심오한 연구, 또한 뉴턴의 비할 데

없는 발견에 의해 대영제국의 교육 기관들에 반영되었던 빛의 일부가 UCL의 벽

을 비출 날을 기대해선 안 된단 말입니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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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당시 런던에는 수학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이 팽배해 있었으나, UCL에는

기존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처럼 힘들게 극복해야 할 학문적 전통이 존

재하지 않았다.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부임 초기에 보였던 수학 교육에 대한 이상과 목표는 드 모르간이

UCL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경험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처

음 드 모르간은 초대 연설에서 자신의 수학 강의의 목표가 학생들에게 올바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임을 분명하게 언급하였다.21) 하지만 막

상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면서 수학 공부를 통해 사고력을 기르기 이전에, 그

러한 수학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사고력 자체가 부족한 상태임을 깨

닫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자 집필했던 『수학 공부와 그 어려움에 관하여 』에서 잘 나타났다. 그는 이

책에서 어린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드러내 보이는 여러 가지 습성들 및

태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몇 마디로 진술될 수 있거나, 간단한 연산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참인

지 알지만, 길어지면 무조건 난해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수리 과학을 공부하는 어

린 학생들의 특징이다. … 이런 태도는 그가 이전에 공부할 때 길러진 습관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어린 시절부터 그 자신이 직접 어떤 사실을 관찰해서 배운 적

이 없고, 그 자신이 직접 사고해서 이끌어낸 적도 없다. 심지어 조금만 생각하고

계산해보면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산술 계산표조차도 다 만들어진 상

태로 주어지니까 그대로 외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찰하고 검토하

는 습관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자신이 추천받은 책에서 특정 규칙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이외의 다른 어떤 근거가 없어도 그 앞에 놓인 규칙은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채 대수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학생들은 암기하고 응용해야

하는 규칙이 많을수록 그에 비례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규칙이 어떤 종류의 사

고 과정에 기반을 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한 태도가 그리 놀

20) De Morgan, “An Introductory Lecture", p. 54.

21) De Morgan, “An Introductory Lecture", p. 53. 리차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이 종

교적인 차원에서 정당화되었던 반면, UCL에서는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정당화되어야

할 도전에 맞닥드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Joan L. Richards, "In a rational world all

radicals would be exterminated": Mathematics, Logic and Secular Thinking in

Augustus De Morgan's England, Science In Context (2002), pp. 13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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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 일은 아니다.”22)

어린 학생들의 학습 습관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였던 것은 그것이 본인의 직

접적인 경험에 기반을 둔 것이었음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드 모르간이 느꼈던

답답함은, 무엇보다도 당시 UCL 학생들의 나이가 어렸고23), UCL에 입학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수학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에 기인했다. 당시 중등 수학 교

육의 상황을 생각할 때, UCL을 갓 입학한 어린 학생들의 수학 교육의 수준이나

사고력이 수학적 사고 및 추론 능력이 우수할 리 만무했다. 논리적으로 추론하

고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는 습관 자체가 부족했던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는 어려

운 영역일 수밖에 없었다. 수학 공부의 가치를 생각하기 이전에 수학 공부를 제

대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고력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다.

UCL의 수학 교수가 된 뒤 드 모르간이 가장 먼저 발간한 책은 프랑스의 대수

교재였던 루이 부르동(Louis Bourdon)의 『대수 원론』(Elements of Algebra,

1828)을 번역한 것이었다. 기하학이나 산술 교재에 비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

을만한 적절한 대수 교재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수학 교수로 임용된

이후 UCL에서 강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급히 번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당시 프랑스에서 대수 교재로 널리 쓰이고 있었던 이 책은 기초 수학 교재가

아니었다. 번역서는 1828년에만 출판되었고 이후에는 인쇄 출판되지 않았는데,24)

당시 UCL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나 사고력 수준을 감안할 때, 이 책이 예상했던

만큼 큰 유용성을 지니기는 힘들었다. 대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번역했던 이

책의 수준과 그 운명을 생각할 때, 런던의 첫 세속 대학의 초대 수학 교수로서

원대한 포부를 꿈꾸고 있었던 드 모르간이 어느 정도 실망했을 것을 충분히 짐

작할 수 있다.

이렇게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가르치던 과정에서 드 모르간은 워틀리의 책

『논리학의 원리』(Elements of Logic, 1826)를 읽게 되었다.25) 그리고 이 책은

22) De Morgan, On the Study & Difficulties of Mathematics, p. 62.
23) 일반적으로 문법 학교와 같은 중등학교를 15세 즈음에 마치고 있었고, UCL의 교육 과정

은 이후 3년으로 축소되었으므로 정규 과정 학생들의 나이는 대략 15-18세 가량으로 추

정된다.

24) 부어든의 책은 이후 여러 번역자들에 의해 다양한 판본으로 번역 출판되었고,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이나 육군 사관학교 등에서 폭 넓게 사용되었다. 이는 한동안까지도 영

국에서 독자적인 대수 교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S. De

Morgan, Memoir,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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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하여금 수학적 논의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보다 근본적인 논리적 사고

및 추론 과정에 대해 다시금 주목하도록 해주었다.26) 워틀리는 모든 이들이 원

하든 원치 않든, 매일 매일 어떤 전제로부터 특정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정신적

인 사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각 사람의 정신 세계 속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논리적인 사고 활동들을 분리해내고, 그러한 논리적 사고 과정들을

효율화할 수 있는 규칙들을 유도해낼 수 있다면,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이

들이나 논리적 사고력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27)

워틀리의 이러한 견해는 수학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수학

을 공부하는 과정 역시 논리적인 사고 활동들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

많은 기하학의 문제들을 풀고 해답을 구해본다 하더라도, 유클리드 증명의 원리

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외우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기하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28) 또한 대수학이나 해석학

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되는 기호나 문자의 참된 의미를 구하는 것이 아

니라, 수학적 전제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

였다. 그리고 수학적 논의에서 기호나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주어진 논의의 의

미가 참인지 거짓인지의 문제 등에 의해 잘못 이끌려지지 않고 전제와 결론 사

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예를 들어 기하학자가 사각형의 네 각에 대해 네 문자를 이용해 표현하지

않고 대신 그것을 동, 서, 남, 북이라고 명명할 때, 정리를 증명하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해지며, 그 응용이 학생들을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과도 비

교될 수 있었다.29) 드 모르간은 1859년 과거를 회고하면서 워틀리를 영국에서

논리학 연구를 복원시켰던 인물로 평가하였다. 그는 워틀리의 책을 통해 전통적

25) 드 모르간이 워틀리의 책을 구체적으로 언제 읽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

런데 초대 강연에서 그는 논리나 사고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로크를 구체적으로 언

급하면서도 워틀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그가 초대

강연 전에 워틀리의 책을 읽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26) 팬테키는 워틀리의 가장 중요한 기여를 다른 분야의 연구에 논리가 유용할 수 있음을 주

장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Panteki, “"French 'Logique' and 'British

Logic'”, p. 292.

27) Richard Whately, Elements of Logic: Comprising the substance of the article in the
Encyclopaedia metropolitana: with additions, &c (B. Fellowes, 1829), 서론, pp. 8-10

28) Whately, Elements of Logic, 서론, pp. 16-17.

29) Whately, Elements of Logic, p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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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논리학이 가르쳐줄 수 있는 논리적인 추론 및 사고 과정에 대해 다시금 주목

하게 되었던 것이다.30)

1831년에 집필한 『수학 공부와 그 어려움에 관하여』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드 모르간이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집필한 책이었다.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사고하는 습관을 갖추고 있지 않아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수학 내용이 난해하면 무조건 외우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는 모습은 그에게 매우 안타까운 노릇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워틀리의 책, 『논리학 원론』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며 추

천하였다.31) 즉, 수학 공부 이전에 논리적인 사고 습관을 기르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함을 지적한 것이었다.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하기 전에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사고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수학 분야들 자체가 매

우 논리적인 분야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수학 분야들이 매우 논리 정연한 분야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특히

산술 및 대수 분야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안겼던 주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음수

와 음의 제곱근에 관한 논의였다. 당시 음수나 음의 제곱근에 관한 논의는 완전

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 문제의 기저에는 대수학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

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당시 대수학의 상황을 잠깐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방정식 풀이로부터 비롯된 대수학의 연구는 17세기 초 영국에 소개된

이후에도 한동안 그 자체로 연구할 만한 하나의 과학 분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

다. 그런 상황에서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루카시안 수학교수를 맡아 10년에

걸쳐 대수학 분야를 강의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보편 산술』(Universal

Arithmetick, 1707)을 출판하면서 산술 및 대수 분야를 그 자체로 연구할 만한

하나의 과학 분야로 규정하였다. 이후 대수학은 기하학과 함께 수학의 주요 연

구 분야의 하나로서 나름의 권위를 지니기 시작했다. 그의 교재는 대수학의 주

요 교과서로 채택되었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을 위한 지침서』

(Student's Guide)를 통해 수학 졸업 시험 준비를 위한 필수 교재에 포함되었다.

뉴턴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의 루카시안 수학교수 자리는 대수적 연구에 충실했

30) De Morgan, On the Syllogism and other Logical Writing, ed. by P. Heath (Yale

University Press, 1966), p. 237. 워틀리의 논리학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James Van Evra, "Richard Whately and the rise of modern logic", History and
Philosophy of Logic 5 (1984), pp. 1-18.

31) De Morgan, On the Study & Difficulties of Mathematics,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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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손더슨과 존 콜슨(John Colson, 1680-1760)에게 차례로 맡겨졌다. 이후 이들

을 통해 루카스좌는 점차 대수학 연구를 위한 교수좌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

다.32) 그 결과 18세기를 지나면서 대수학은 수학 교육 과정의 중요한 일부로 자

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대수학과 관련해 18세기 내내 여러 논의의 장을 통해

꾸준히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대수적 논의의 엄밀함에

관한 것이었다. 방정식론의 발달과 함께 수학적 논의에서 음수나 음의 제곱근과

같은 새로운 수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방정식과 관련된 연구는 더욱 풍

성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17, 18세기의 영국 수학자들은 대수적 논의에서 음수

및 음의 제곱근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제쳐놓을 것인지,

만약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아야하는지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가령, 영국 수학의 대들보였던 뉴턴은 음수를 “아

무것도 없는 것보다도 적은 양”(a quantity less than nothing)으로 정의하면서도

계속해서 수학적 논의의 영역에 포함시켜 연구했다. 이러한 정의는 이후 손더슨

에 의해 채용되었는데, 그의 『대수 원론』(Elements of Algebra, 1741)이 케임

브리지 대학의 표준적인 대수학 교재로 널리 사용되면서 18세기 중반까지도 음

수를 포함한 대수학적 논의는 영국에서 사실상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듯 보였

다.33) 그러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이 그 자체로 논의되기보다는 정신 도야

의 주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 음수 및 음의 제곱근을 둘러싼 대수

학적 논쟁들을 중심으로, 대수학의 기초 및 확실성에 관한 문제들이 보다 심각

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34)

음수 및 음의 제곱근을 둘러싼 논쟁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더욱 치열해졌는

데, 여기에는 프랜시스 매저스(Francis Maseres, 1731-1824)와 프렌드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매저스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수학자였

32) Pycior, Symbols, Impossible Numbers, and Geometric Entanglements: British algebra
through the commentaries on Newton's Universal arithmetic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 167-208.

33) 와링이 1760년 루카스좌 수학 교수가 되면서 쓴 글을 보면, 1760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모든 학생들은 샌더슨의 교재를 읽고 있었으며, 그 책은 그 분야에서 권위를 지니고 있었

다. Pycior, Symbols, Impossible Numbers, and Geometric Entanglements, p. 307.
34)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까지의 음수 및 음의 제곱근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

을 참조할 것. Ernest Nagel, "'Impossible Numbers': A Chapter in the History of

Modern Logic", Studies in the History of Ideas 3 (1935), pp. 43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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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의 루카시안 수학 교수좌를 염두에 두고 1758년에

대수학 저서 『대수학에서의 음수의 사용에 관한 연구』(Dissertation on the

Use of the Negative Sign in Algebra)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그 책에서 특히

음수의 사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후 매저스는 콜슨이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1760년의 루카시안 수학 교수 선출 과정에서 에드워드 와링(Edward

Waring, 1736-1798)과 경쟁하게 되었다. 그런데 와링은 매저스와는 달리 음수

및 음의 제곱근을 대수학적 논의의 영역 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보다

추상적인 대수학의 연구를 옹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측은

와링을 후임 루카시안 수학 교수로 선출함으로써 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사

건 이후 매저스는 음수 및 음의 제곱근 사용과 관련된 기존의 대수학적 논의들

을 더욱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35)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 훗날 드 모르간의 장인이 되는 프렌드가 합세하였다.

프렌드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유능한 수학자였다. 하

지만 국교회의 권한 남용과 권위적인 예배 의식 등을 비판했던『평화와 화합』

(Peace and Union recommended to the Associated Bodies of Republicans

and Anti-republicans)을 출판한 후, 그 내용이 대학의 교리나 당시의 사회적 정

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대학에서 쫓겨났던 인물이었다. 이후 그는 케임

브리지 대학을 나와 『대수학의 원리』(The Principles of Algebra, 1796)를 출

판하였는데, 여기에서 버클리의 논의를 상기시키며 음수와 음의 제곱근의 사용

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18세기 중엽에 버클리는 『해석학자』(The Analyst,

1734)를 통해 음의 제곱근 및 유율법, 그리고 무한소량 등의 개념을 비판하면서,

수학 역시 종교와 마찬가지로 논쟁적이며 불확실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36) 프렌드는 그러한 버클리의 논의를 대수학의 추상적인 기호들에

응용하였다. 그는 대수학 연구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결여한 기호들

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대수학 분야의 확실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수적 논의를 일반 산술의 영역 내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7)

35) William J. Ashworth, “Memory, Efficiency, and Symbolical Analysis", Isis 87 (1996),

p. 643.; Bloor, “Hamilton and Peacock on the Essence of Algebra", H. Mehrtens, H.

Bos and I. Schneider eds., Social History of Nineteenth Century Mathematics, (Boston:
Birkhäuser, 1981), pp. 226-227.

36) Pycior, Symbols, Impossible Numbers, and Geometric Entanglements, pp. 209-241.
37) 사실 프렌드가 음수나 음의 제곱근을 비판했던 데는 당시 그것의 불분명하고 신비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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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한 개념은 인간의 사고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다. … 빚

등의 은유를 통해 음수의 개념을 설명하려는 이들이 있으나 만약 은유에 기대지

않고서는 과학의 원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가 그 주제에 대해 정확하

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그 자신보다 작은 수에서 그 자신을 빼는

방식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대수학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도 작

은 수’를 논하고, 음수에 음수를 곱해 양수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며, ‘상상 속

에서만 존재하는 수’를 논한다. … 이것은 상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인데, 그것들이 한번 쓰이고 나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한번 믿고

받아들인 뒤에는 더 이상 심각한 사고를 하지 않는 이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

게 된다.”38)

매저스와 프렌드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영국 수학자

들은 음수나 음의 제곱근과 같은 수학적 대상을 놓고 서로 양분되었다. 한편에

서는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유용하고 특정 대수적 관계식

을 만족한다면, 논의할만한 수학적 대상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다

른 한편에서는 음수나 음의 제곱근이 실제적이고 확실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면, 대수적 논의의 영역을 확실하게 인식 가능한 일반 산술의 영역으로 제한해

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후자에 의하면, 대수적 논의에서  가 의미 있는 논의

가 되기 위해서는 가 항상 보다 더 큰 양수이어야 했다. 당시 영국 학계에서

는 전통적으로 대륙에 비해 보다 더 실제적인 의미와 사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39) 이러한 상황에서 음수나 음의 제곱근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문제는 중요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수학적 대상을 논

의미들이 국교회의 교리들과 연결되었던 탓도 있었다. 우수한 수학자였으나 기존의 국교

회에 반대했던 프렌드로서는 그러한 음수나 음의 제곱근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정통

적인 학계로부터 쫓겨난 상황에서 그의 주장을 펴기 위해 대신 대중적인 차원의 글을 통

해 호소했다. Bloor, “Hamilton and Peacock on the Essence of Algebra", pp. 226-227. 이

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18세기 말에 이르면 전문적인 수학자들의 저서들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저서들이나 잡지들을 통해서도 음수나 음의 제곱근의 의미나 그것의 사용의 정

당성의 문제에 관한 논쟁이 어느 시기보다도 더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38) Macfarlane, Lectures on British Mathematians, p. 4.

39) Joan Richards, "Rigor and Clarity: Foundations of Mathematics in France and

England, 1800-1840", Science in Context 4 (1991), p. 302. 이는 뉴턴이 유율법을 논의했

던 기하학적인 방식(synthetic method)과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을 논의했던 대수적인 기호

방식(algebraic or analytic method)의 차이에서 기인했던 것이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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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저 교사

들로부터 간단한 수학 공식을 듣고 외워서 쉬운 문제를 푸는 정도에 그쳤던 학

생들에게 음수 및 음의 제곱근 문제가 더욱 어렵게 다가왔을 것은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낯선 기호들을 통해 보다 일반화된 공식이나 명제들을 접하게 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외우지 않고, 수학적 논증 속에서 그것이 실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의 논쟁을 잘 알고 있었던 드 모르간은 『수학 공부와 그 어려움에 관하

여』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납득시키려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40). 가령, 뺄셈의 경우, 드 모르간은 프렌드와 마

찬가지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 문제이지만, 작은 수에

서 큰 수를 빼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하였다.41) 만약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뺀 것이 어떤 문제의 해답이 된다면, 그것은 처음의 문제 자체에 불합리하

고 잘못된 뭔가가 내재되어 있었거나, 등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의 해답으로 3-8이 나오

면 이는 문제 자체나 풀이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3-8을 +3-8

로 보고 56을 연결하였다. 이 때 56+3-8= 56+3-(3+5)= 56+3-3-5= 56-5가 되어

3-8에 어떤 수를 연결한 것이 –5에 어떤 수를 연결한 것과 같아진다. 이 때

3-8=-5는 8이 3보다 5만큼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드 모르간은 8-3=5

가 3-8=-5를 표현하는 또 다른 형태의 식이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마찬가지

로 b가 a보다 더 큰 경우에    라는 식이 나오면, 이는 잘못된 식이므로

또 다른 형태의 올바른 식인    를 이용해 계산하라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를 계산했을 때  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는 잘못된 형태의

식을 사용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를  로 바꾸고  를

40) 최지선, 유미경, 박선용, 권석일, 그리고 박교식은 이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관

찰하게 함으로써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규칙들을 끌어내게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점진적 형식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최지선, 유미경, 박선용, 권석일, 그리고 박교

식, “수학교육에 관한 드모르간의 관점 조명”p. 230.

41) 드 모르간은 프렌드와의 서신 교환을 통해 초보자들에게는 음수 및 음의 제곱근을 가르

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전달하였다. De Morgan, MS 322/7b. University College,

London Special Collection, 드 모르간의 음수 지도 방법의 변화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권석일, 김재홍, 최지선, 박선용, 박교식, “드모르간의 음수 지

도 방법 연구”, pp. 55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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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바꾸어서    로 계산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올바른 답 가 나

온다고 설명하였다.42)

그러나 드 모르간은 여기서 머물러 가령 가 보다 더 큰 경우에    

라는 식이 나오면 무조건    로 고쳐서 계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

신 그는 가령  와   같은 식이 왜 동일한 값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두

형태가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가령, 드 모

르간이 설명한 문제 가운데, <그림 6-1>에서처럼 배달부 A와 B가 도시 C와 D

사이를 움직이고, A는 1시간에  마일의 속도로, 그리고 B는  마일의 속도

로 움직일 때, A와 B는 C와 D 사이의 어떤 지점에서 함께 만나는가라는 문제

를 생각해보자. 이는 방정식의 논의로 바꾸면, C와 D 사이의 임의의 점을 이

라고 할 때 A와 B가 각각 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서로 동일하게 되

는 을 구하는 문제이다.

┃ ┃ ┃  ┃   ┃ ┃

C  A B  D

<그림 6-1> 음수 지도를 위한 배달부 문제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식과 변수는 A와 B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

고 있는지, 그리고 A와 B 가운데 누가 더 빨리 움직이는지에 따라 형태가 달라

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A와 B가 C에서 D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

보다 더 크다면, A을 로 놓고 AB를 로 놓을 때, A와 B가 까지 도달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와


가 된다. 이 때 까지 걸린 시간이 같아

야 하므로 계산하면    


이고     


가 되어 

까지 걸린 시간은

가 된다. 그런데 A와 B의 이동 방향은 같되 B의 속도가

A의 속도보다 더 커서 두 사람이 각각 A와 B에 도달하기 전인 에서 만났던 거

라면, 이 때 에서 A와 B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각각 

와


가 되어

42) De Morgan, On the Study & Difficulties of Mathematics, pp. 33-35. 최지선, 유미경,

박선용, 권석일, 박교식, “수학교육에 관한 드 모르간의 관점 조명”,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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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따라서 까지 가는데 걸린 시

간은


가 된다. 이 때, 동일하게 A와 B가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표현함

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해답이

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가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드 모르간은


와


가 동일한 값의 서로 다른

형태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방정식에서는 알파벳 문자로 표현되어 그 문자가 바

르게 표기된 것인지를 곧바로 확인하기 힘든데, 만약 두 번째 경우에서처럼 이

보다 큰데도 시간을 구했을 때

가 그 해답으로 나온다면, 이는 중간에

실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 배달부가 각각 A

와 B에 도달하기 전에 만나므로 시간을

가 아니라 


 즉



로 바꾸어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43)

이러한 태도는 음의 제곱근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우선

그는 제곱근 안에 음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값이 의미 없는 불가능한

수가 된다고 여겼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의 경우, 계산하면   
  


  



(식 1)가 되고, b 2이 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의 참 값,
  

와


  

가 얻어진다. 하지만 b 2이 보다 작아서     이 음수

가 되는 경우에는, 거듭제곱이 음수가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 드 모르간은 이것이 이러한 결론을 이끈 문제의 조건에

뭔가 모순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

서 그는 대신  ,   대신   , 혹은  대신  를 대입하여 다른 형태의

올바른 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가령  와   대신  와  를 대입하면

(1)의 식에서 의 참 값,
  

와

    
가 얻어진다.44) 비록

43) De Morgan, On the Study & Difficulties of Mathematics, pp.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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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공부와 그 어려움에 관하여 』에서 드 모르간은 방정식의 연산 과정 중

어떤 경우에 어떤 문자의 부호를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

했다. 그러나 그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헷갈려하는 문제와 관련하

여 공식이나 정리를 제시하며 곧바로 외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수학적 연산의 과정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물론 드 모르간은, 음수나 음의 제곱근의 경우 그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며 그

자체로 모순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

게 사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수학의 응용 측면을 감안할 때, 이

러한 기호 연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

에도 그는 학생들이 그러한 대수 연산을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고력과 수학적 지식을 갖추기 전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 기계적인 연산으로 접

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45)

『수학 공부와 그 어려움에 관하여』의 서론에서 드 모르간은 이 책의 대상이

수학 교사들과 학생들이며, 그 목표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수학 교재

들에는 나와 있지 않은 대수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증명하는 것의 유용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

한 어린 학생들이 사고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현상을 안타깝게 생각하

였다.46)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익숙하게 되면 많은 유용한 성과들을 얻을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사고하는 것 자체를 일찍부터 포기해 그저 주

어진 규칙을 외우고 간단한 수준에서 응용하는 정도에 만족해 버린다는 것이었

다. 드 모르간이 보기에 당시의 일반적인 기초 수학 교재들은 그러한 경향을 반

44) De Morgan, On the Study & Difficulties of Mathematics, p. 46. 음수 및 음의 제곱근에

대한 드 모르간의 견해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되었는데, 1849년 『삼각법과 이중

대수』(Trigonometry and Double Algebra)에서 대수의 발달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 시기를 '보편 산술(general or universal arithmetic)'의 단계로 규정하였다. 첫 번째 발

달 단계인 ‘개별 산술'(specific or particular arithmetic)의 단계에서 모든 숫자나 기호 등

은 하나의 의미만을 지닌다. 이후 보편 산술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수와 연산을 의미하는

기호가 도입되고, 기호 연산 조작들이 이루어진다. 이 때 그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연산이 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De Morgan,

Trigonometry and Double Algebra (London: Taylor, Walton and Maberly, 1849), pp.

94-95.

45) De Morgan, On the Study & Difficulties of Mathematics, p. 51.
46) De Morgan, On the Study & Difficulties of Mathematics, p. 62.



- 200 -

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 수준이 계속해서 그 정도에 머물러 있도록 존속시키

는 공범이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법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학생

들이 수학적 논증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이런 학생들은 주어

진 대수 기호나 공식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외우는 습

성에 젖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가 이 책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대수 기호 연산들에 대해 직접 논리적으로 사고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때 논리적 사고를 추상적 사고와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형식적인 기호

들을 이용해 추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때, 음수나 음의 제곱근과 같은 낯선 개

념들은 큰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음수와 음의 제곱근에 관한 규칙들

을 정의해줌으로써 그러한 규칙들에 따라 연산을 진행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드 모르간은 추상적인 형식 기호들의 정리나 규칙들을 논리적으로 설명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대수 연산의 과정들을 직접 논리적으로 사고

해보고 이해하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간단한 식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렇게 길고 지루하게 써내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수학에 대한 논쟁이 종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음수나 음의 제곱근이 포함되는 기호 연산들을

아무런 질문이나 고민 없이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고 외우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수학적 개념들은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고, 그

외 수학적 연산 과정들은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설명함으로써 산술 및 대수학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야임을 납득시켜 나갔다.

이러한 모습은 드 모르간이 대수학의 정리들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보다 쉽

게 이해할 수 있을 귀납적 방식의 논증을 연역적 논증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하

였던 것에서도 잘 나타났다. 그는 어린 학생들이 “보다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익

숙할 일반화된 증명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

적이고 간단한 사례들을 관찰함으로써 일반적인 정리가 참된 것인지를 아는 데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령, 이항 정리가 참이라는 확

신을 얻기 위해 연역적인 증명에 의지하기보다는, 보통의 곱셈 방식에 따라

  과    과 같이 지수를 올려가며 구체적으로 계산해봐서 공식이 유

도되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었다.47) 그런데 여기서 그는 일반적으로 수학의 증

47) De Morgan, On the Study & Difficulties of Mathematics,,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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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방식이라고 간주되는 연역적 증명 방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연역적인 방식

이든 귀납적인 방식이든 간에 자신이 지금 어떤 논리적인 논증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그 과정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

랬다. 그는 다른 과학 분야만큼이나 수학 분야에서도 귀납적인 사고 과정들이

빈번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러한 논리적 사고에 익숙하

게 되면 더 큰 성과들을 얻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독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라플라스라는 거장의 권위에 의지하였다.

“가령, 이항 정리의 경우, 주어진 공식들을 외우고 양수의 몇 가지 경우에 대해

확인하면서 받아들이는 수준에 그쳤다면, 뉴턴의 성과는 얻어질 수 없었을 것이

다. 그런데 뉴턴은 양수의 경우에 대해 인정되는 해석적인 표현들을 분수와 음수

지수의 경우로까지 응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만약 엄밀한 연역적 증명만을

인정하면서 일반화된 논증 방식에만 기대었다면, 이해하는 이들도 적고 이후 이

러한 방식을 다른 대수적 공식들에 응용하려는 시도들 역시 힘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음수나 분수의 다양한 경우에서 확장된 이항 정리가

참임이 드러나면서, 이후 학자들이 보다 더 대담하게 해석적 식들을 확장, 응용

할 수 있게 되었다.”48)

수학적 논증 속의 논리적 사고 과정들을 강조했던 것은 기하학에 대하여 설명

하는 부분에서는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에게 기하학이라는 분야는 “논

리를 공간과 도형의 성질에 적용한” 분야였다.49) 따라서 이 책에서 그는 기하학

의 논증들을 구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 논법을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재

구성하였다. 가령, 그는 원 위의 점과 삼각형 위의 점, 그리고 사각형 위의 점

사이의 관계를 삼단논법으로 표현하면서 의미 있는 논리식 19개를 추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하학의 추론과 삼단논법의 추론이 그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가령, A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고, E는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I는 어떤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경우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O는 어떤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

때,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삼각형 위에 있다’를 All the O is in the △ 의 경

48) De Morgan, On the Study & Difficulties of Mathematics, p. 62.
49) De Morgan, On the Study & Difficulties of Mathematics,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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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처럼 표현하면, 다른 논리식들은 <표 6-1>의 경우와 같이 표현될 수 있었

다.50) 이를 통해 기하학적 논증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에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논리적임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듯 수학적 논의가 논리적인 만큼, 수학 분야들을 제대로 공부하

기 위해서는 그러한 논리적인 논증 과정을 따라가며 이해할 수 있을만한 사고력

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했다. 그는 기본적인 논리 사고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하학을 가르치게 되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기보다는 그저 단순히 공간의 성질에 대해 응용하는 것만을 가

르칠 수 있을 뿐이라고 여겼다. 그는 “논리 사고력은 기하학을 공부하기 전에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했고,51) 그런 측면에서 논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육 과정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것에 비해

적어도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점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52) 이는 대수학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대수 분야를 공부하는 데 논

리적인 사고 습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53) 수학에는 다양한 논증 방식이 존재

하므로, 형식적인 기호들로 표현된 대수적 논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과를 거

두기 위해서는 그러한 논의 속에 어떤 논리적인 사고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은 수학에 앞서 반드시 훈련받고 갖추어야 할 지적 능력

의 하나였다.54)

50) De Morgan, On the Study & Difficulties of Mathematics, pp. 68, 72-73, 팬테키는 드

모르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유클리드 기하학을 연결시켰던 것은 매우 독창적인

시도였다고 평가한다. Panteki, “"French 'Logique' and 'British Logic'”, pp. 311-313. 그

리고 그 배경과 관련하여, 메릴은 드 모르간이 삼단논법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로 하여

금 유클리드 기하학에 좀 더 익숙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이 책을 썼다고 설명한다.

Merrill, Augustus De Morgan and the Logic of Relations, p. 14.
51) De Morgan, "On the Method of Teaching the Elements of Geometry, Part Ⅱ",

Quarterly Journal of Education 6 (1833), pp. 238-9.

52) De Morgan, "On the Method of Teaching the Elements of Geometry, Part Ⅱ", p. 251

53) De Morgan, On the Study & Difficulties of Mathematics, p. 60-63
54) De Morgan, "On the Method of Teaching the Elements of Geometry, Part Ⅱ", p. 238.;

Panteki, "French 'Logique' and British 'Logic", 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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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통되는 명제가 대전제의 주부

와 소전제의 술부인 경우

1. A All the O is in the △

A All the □ is in the ○

∴ A All the □ is in the △

2. E None of the O is in the △

A All the □ is in the O

∴ E None of the □ is in the △

3. A All the O is in the △

I Some of the □ is in the ○

∴ I Some of the □ is in the △

4. E None of the O is in the △

I Some of the □ is in the ○

∴ O Some of the □ is not in △

Ⅱ. 공통되는 명제가 대전제와 소전제

의 술부인 경우

1. E None of the △ is in the O

A All the □ is in the ○

∴ E None of the □ is in the △

2. A All the △ is in the O

E None of the □ is in the O

∴ E None of the □ is in the △

3. E None of the △ is in the O

I Some of the □ is in the ○

∴ O Some of the □ is not in △

4. A All the △ is in the O

O Some of the □ is not in ○

∴ O Some of the □ is not in △

Ⅲ. 공통되는 명제가 대전제와 소전

제의 주부인 경우

1. A All the O is in the △

A All the ○ is in the □

∴ I Some of the □ is in the △

2. I Some of the O is in the △

A All the O is in the □

∴ I Some of the □ is in the △

3. A All the O is in the △

I Some of the ○ is in the □

∴ I Some of the □ is in the △

4. E None of the O is in the △

A All the ○ is in the □

∴ O Some of the □ is not in △

5. O Some of the O is not in △

A All the ○ is in the □

∴ O Some of the □ is not in △

6. E None of the O is in the △

I Some of the O is in the □

∴ O Some of the □ is not in △

Ⅳ. 공통되는 명제가 대전제의 술부와

소전제의 주부인 경우: 다섯 가지

1. A All the △ is in the O

A All the ○ is in the □

∴ I Some of the □ is in the △

2. A All the △ is in the O

E None of the O is in the □

∴ E None of the □ is in the △

3. I Some of the △ is in the O

A All the ○ is in the □

∴ I Some of the □ is in the △

4. E None of the △ is in the O

A All the ○ is in the □

∴ O Some of the □ is in the △

5. E None of the △ is not in O

I Some of the ○ is in the □

∴ O Some of the □ is not in △

<표 6-1> 삼단논법식의 기하학 추론, 출처: De Morgan, On the Study &

Difficulties of Mathematics, p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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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해석적 수학에 대한 비판과 대수 기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

6.2.1. 휴얼의 기하학적 회귀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810, 2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자들과 학생들이 프

랑스의 해석적 분야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후 이 분야들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졸업시험을 통해 학부 교육 과정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아 나

갔다. 따라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부 교육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휴얼 역시 초기에는 해석적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55) 학부 학생

들을 위해 1819년에 저술한 『역학 기초론』(Elementary Treatise on

Mechanics)과 1823년의 『동역학론』(A Treatise on Dynamics)은 모두 프랑스

의 해석적 방식을 도입하여 저술한 것들이었는데, 예를 들어『동역학론』에 실

린 다음의 글을 통해 그가 대륙의 해석적 연구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시하여 [동역학의]일반적인 법칙들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보여줄 것인데, 그것은 학생들이 과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입

니다. 이 책에는 지난 시대의 맥클로린, 베르누이, 오일러, 그리고 심슨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만약 그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가 몰

두하고 있었을, 문제들의 일부를 담았는데, 그것으로나마 그들에 대한 우리의 존

경을 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수학자가 그보다 앞선 이들이 해내었던 것들

을 살펴보지 않고 해당 주제들에 몰두한다면, 특정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풀고 일

반화하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이 책에서 시도하듯,

절적한 선택을 통해 이전 시대의 성과들을 알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무익한 것에 노력을 허비하지 않게 되어 그

의 능력을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수학 분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 『프린키피아』의 시스템을 찬양하는 학생들은 [라플라스의] 『천체

역학』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55) 휴얼은 1818년 11월 1일자로 허셜에게 보낸 편지에서 해석적 방법에 대한 열광을 드러내

었다. H. Becher, "William Whewell and Cambridge Mathematics", Historical Studies in
the Physical Sciences 11 (1981), p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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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다양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로 만들어놓은 것만으로도 [라플라스는] 과학 공화국의 진정한 은인이라고 일컬

어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56)

휴얼은 오일러를 포함하여 대륙의 여러 수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중요한 학문

적 성과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제대로 배우고 익힐 때 그보다 더 나은 성취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책에 대륙의 해석적 성과들과

함께 뉴턴의 『프린키피아』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기하

학적인 서술 방식이 아니라 해석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휴얼이 이러한 교재

를 집필했던 데에는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해석적 방식에 대한 열광이 지배

적이었던 시기에 학부 과정을 보냈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 그의 교재는 이

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표준적인 교재로 자리 잡아 나갔는데, 해석적 방식에

대한 교육은 그 곳에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다.57)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아무런 논쟁 없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던 것

은 아니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해석적 방식이 폭 넓게 수용되고 있던 동안

에도, 학생들에게 해석적 방식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는 계

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는 뉴턴의 기하학적인 방식이 오랫동안

확고한 우위를 지니고 있었던 영국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기하학적인 방식을

옹호하며 해석적 방식을 비판했던 윌리엄 해밀턴(Sir William Hamilton,

1788-1856)58)의 주장을 통해, 당시 해석적 방식을 비판했던 이들의 견해를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56) Whewell, A Treatise on Dynamics, Containing a Considerable Collection of
Mechanical Problems (London: J. Deighton, 1823), pp. ⅳ-ⅴ

57) Becher, "William Whewell and Cambridge Mathematics", p. 14. 베처(Becher)는 흔히 역

사가들이 허셜의 『기초 역학』(Elementary Mechanics)을 케임브리지 대학의 해석 혁명

의 정점으로 보는데 대해, 정작 허셜의 견해는 해석학회의 목표와는 달랐다고 이야기한다.

비록 해석적 방식의 미분을 논했지만, 순수 해석학보다는 혼성 수학을 더 중시했다는 것

이다.

58) 빅토리아 시기의 지식인의 장에서 해밀턴은 두 사람 존재한다. 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

신의 논리학자 윌리엄 해밀턴 경(Sir William Hamilton)이고, 다른 한 사람은 쿼터니온을

발견했던 아일랜드 출신의 수학자 윌리엄 로완 해밀턴(William Rowan Hamilton)이다. 전

자가 드 모르간과 논리학에 관련된 문제들로 논쟁을 벌였던 인물이었다면, 후자는 드 모

르간과 평생 서신 교환을 통해 수학과 논리에 관한 견해들을 나누었던 인물이었다. 이 책

에서는 전체 이름을 써서 구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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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적[해석적] 방식의 수학적 연산 과정은 터널을 통해 철길을 따라 산을 통과

하는 것과 같고; 실물 지시적인[기하학적] 방식은 걸어서 산을 넘어가는 것과 같

다. 전자를 통해서는 비록 독기 어린 어둠과 무기력함 속을 거친다 하더라도 비

교적 쉽고 빠르게 통과하여 목표지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지만, 후자의 방식으

로 도달하는 것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 [후자의 경

우처럼 산을 걸어서 올라갈 때] 우리는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고, 우리가

내딛는 매 순간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59)

이런 가운데 1830년대에 들어서면서, 케임브리지 대학 내부에서조차 해석적

방식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변화되면서 점차 전통적인 방식, 즉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선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태도는 휴얼이 1832년

에 쓴 『동역학 입문』(An Introduction to dynamics)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드

러났다. 우선 그는 이 책을 통해 뉴턴의 방식을 옹호하면서 대륙의 수학자들의

논의 방식 대신 『프린키피아』의 방식을 통해 운동의 법칙이나 문제들을 논하

였다. 그것이 물질과 그 운동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미분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하

는 데도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60) 1823년 이전에 그는, 특정 분야를

공부할 때 이전 학자들이 어떤 응용 문제들을 연구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를 알아야만 거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성취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

다. 그러나 1832년의 책에서는 응용 문제들을 배우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수학자의 길에 중요한 응용 문제들이 너무 많이 놓

여 있으면”, 그러한 문제들에 열중하느라 “시간을 유익하지 못한 방식으로 허비”

59) Yeo, Defining Science, p. 219 (G. Davie, The Democratic Intellect: Scotland and Her
Universities in the Nineteenth Century (Edinburgh, 1964), p. 127 재인용).

60) Whewell, An Introduction to dynamics, p. pp. ⅶ-ⅹ, ⅻ. 여러 학자들이 이 시기 휴얼이

기하학적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그 원인에 대해 윌리엄스(Perry

Williams)는 당시 공리주의자나 급진적인 정치가들이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유럽 대륙의

대학들과 비교하면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비판하였던 것이 오히려 케임브리지 대학 내에서

휴얼과 같은 이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한다. 케임브리지 대학 내에 새로운 과학

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가해지면서, 휴얼과 같은 이들은 대학의 임무

가 연구가 아닌 교육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양 교육을 위해서는 최신의 해

석적 수학보다는 기존의 기하학적이고 실물 지향적인 방식의 혼성 수학 분야들이 비중 있

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Yeo, Defining Science, p. 211-220.; Becher, "William

Whewell and Cambridge Mathematics", pp.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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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는 것이었다.61) 따라서 이 책에서 휴얼은 뉴턴의 운동의 기본 법칙들

을 중심으로 제시하면서, 이전 책에서 제시했던 프랑스 수학자들의 중요한 응용

문제들이나 정리들은 모두 제외시켰다.

휴얼이 대수적·해석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 학부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인 기하학적 방식의 교재들을 개발

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은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수학 교육 기관으로서 영국의 고등 수

학 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교육 조정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교사 양성 기관이 체계화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케임

브리지 대학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영국 전역의 교육 기관에서 수학 교수나 교

사들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부 수학

교육이 변화될 경우, 영국의 수학 교육 전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었

다. 드 모르간을 포함하여 프랑스 수학을 높게 평가하던 이들은 대수적·해석적

방식이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프랑스 수학자들의 성과를 통해 이미 효율성이나

응용력 면에서 널리 인정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국의 수리 물

리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대수학 및 해석학 분야가 널리 교육되고

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휴얼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대수적, 해석적 방

식을 비판하면서 다시 뉴턴의 방식으로 되돌아가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었고,

이는 수학 교육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6.2.2. 기하학-대수학 논쟁과 기호 대수의 새로운 아이디어

이렇듯 휴얼이 대수적·해석적 방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회귀하는 교재들을 출판했던 무렵, 드 모르간은 피콕의 대수학 교재

『대수학에 대한 논고』(Treatise on Algebra)의 서평을 『교육계간지』에 기고

하였다.62) 그리고 이 글을 통해 진정한 논리 추론력이 대수 교육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드 모르간이 제시했던 ‘A가 B이고, B가 C이

61) Whewell, An Introduction to Dynamics, p. ⅻⅰ
62) 팬테키는 드 모르간이 피콕 책의 리뷰를 기고하게 된 계기를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육 상

황에서 찾는다. 드 모르간이 리뷰를 통해 대수적 사고와 논리의 유용성을 설명함으로써

케임브리지대학의 교육 개혁에 영향을 미치기를 의도했다는 것이다. pp. 3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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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C가 D이면; A는 D이다’라는 명제를 생각해보자. 그는 만약 ‘B가 C이다’와

‘C가 D이다’가 충분히 확실한 명제인 반면, ‘A가 B이다’는 명확하지 않거나 대부

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명제일 경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거

나, 전제가 불확실하다고 공부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신 ‘A가

B라고 가정하면 A는 D이다’라는 명제를 우선 받아들이면서, ‘A가 B이다’라는

명제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A가 D이다’라는 명제를 ‘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

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까지의 그의 추론은 올바른 것이

라고 설명하며,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은 단순히 특정 명제를 지지하거나 거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명제로부

터 다른 것을 바르게 추론해내는 것이며, 수학적 추론의 정확성은 명제의 조건

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다.63) 그러면서 고등 대수에서 사용되는 음수

나 음의 제곱근이 비록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들이 참이라고 가정하

면서 그로부터 의미 있는 대수적 논의들을 추론해낼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의

미 있는 사고 과정들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64) 이것은 휴얼이 해석학

과 대수학을 비판하기 전인 1830년대 초에 드 모르간이 『수학 공부와 그 어려

움에 관하여』에서 언급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견해였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드 모르간은 기존의 일반적인 대수와는 구별되는

‘기호 대수’(Symbolical Algebra)를 소개하면서 대수적 기호의 완전히 새로운 측

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부분의 수학 교사들이 대수적 연산에 숙달해

있고, 그것을 역학이나 기하학에 응용하는 데 익숙하지만, 대수 기호가 갖는 의

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구체적

인 사례를 통해 각각의 정리들의 형태가 동일하도록 대수 기호의 의미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그는  ×    × × 라는 대수

식을 생각하면서, 덧셈과 뺄셈의 의미는 그대로 둔 채, 곱셈을 기존의 산술적 의

미대로 × 기호 앞의 수에 × 기호 뒤의 수를 곱하는 기호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

63) De Morgan, “Review of George Peacock, A Treatise on Algebra,” Quarterly Journal
of Education 9 (1835), p. 95. 한편 파이시어(Pycior)는 앞의 드 모르간의 동일한 글의 분

석을 통해, 수학적 개념과 공리가 자명하다고 생각했던 드 모르간의 기존의 태도가 이즈

음에 이르러 수학의 연역적 구조를 강조하는 근대적 개념으로 변화되어 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것이 대수의 강조점이 그 기호나 연산의 의미에서 규칙으로 넘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한다. Pycior, “Augustus De Morgan’s Algebraic Work”, pp. 216-219.

64) De Morgan, “Review of George Peacock, A Treatise on Algebra,”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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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sin이 서로 곱해지도록 하는 의미를 지니는 기호라고 가정하였다. 그 가정에

따라 위 식을 계산해보면,

 ×   sin  sin  

 sincos  cossinsincos  cossin
 sincos  cossin

 sin  sin  sinsin

 sin sin

 ×  ×

가 되어서 기존의  ×    × × 와 같은 형태의 식을 만족한

다.65)

또한 그는 기존의 언어에 다양한 관습적 의미가 존재함을 이야기하면서 대수

학의 기호들이 갖는 의미 역시 다양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산술적 의

미는 편리를 위해 사용된 것일 뿐,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

다. 그는 대수학적 식들이 기하학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림 6-2>에서처럼 a와 b를 수가 아니라 특정한 길이를 지니고 좌표축의 원점

을 지나면서 기준 축으로부터 일정한 각도만큼 기울어져 있는 선분이라고 가정

하였다. 이 경우,  를 두 선분이 만나서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한 대각선이라

고 보고,  는 두 선분이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또 다른 대각선과 평행한 선이

라고 보았다. 그렇게 될 경우, 단위선 1, 두 선분 , 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의

한 대각선  (선분 OL), 그리고 또 다른 대각선  (선분 HE)에서 얻어지는

제 4비례항(         ×  )(선분 CD)은 1과 선분 의 제 3 비

례항(third proportional,       ×)(선분 HJ)이 한 변이 되는 평행사변형에

서 1과 선분 의 제 3 비례항      ×(선분 EG)이 대각선이 되도록 하

는 나머지 한 선분(선분 KG)과 같아진다(선분 CD = 선분 KG).66) 이는 일반 대

수에서 논의되는 식들이 위의 정의에서는 또 다른 기하학적 의미를 지니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그는 정의하기에 따라 대수 기호 및 식들이 그

65) De Morgan, “Review of George Peacock, A Treatise on Algebra,” p. 105

66) 그림 5의 연산은 벡터 해석적 방식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유클리드 기하에서 논하는 기

하학적 비례의 경우, 선분의 길이를 비교하지 선분의 기울기를 비교하지는 않는다. 이 그

림에서도 선분 CD와 선분 KG의 길이가 같을 뿐, 평행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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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   × × 의 기하학적 의미

논리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67)

이와 함께 음수와 음의 제곱근에 관해서도 새롭게 변화된 견해를 보여주었다.

드 모르간은 1830년대 초 학생들에게 기초 수학의 내용들을 전달할 때, 모든 대

수적 연산의 의미를 산술적 의미를 통해 전달하였다. 그러나 대수적 기호 및 연

산의 의미를 기존의 것과는 달리 길이와 방향을 지닌 벡터해석적인 기하학적 방

식으로 정의할 때, 음수나 음의 제곱근은 수학적 연산의 의미 있는 일부가 될

수 있었다.  (가 보다 더 클 때)는 한 선분과 그것보다 짧은 다른 선분으

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은 선분 와 길

이는 동일하면서 선분 가 기준 축과 이루는 각보다는 90°만큼 더 큰 각도로 기

울어져 있는 선으로 볼 수 있었다.68) 이 경우 1831년에 음수나 음의 제곱근을

산술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던 견해와

는 달리,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연산이나 음의 제곱근은 둘 다 기하학적인

선분으로 이해될 수 있어 수학적 논의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67) De Morgan, “Review of George Peacock, A Treatise on Algebra,” pp. 107-108.

68) De Morgan, “Review of George Peacock, A Treatise on Algebra,”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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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대수 기호에 기존의 것

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대수 체계를 세울 수 있다는 아

이디어에는 존 워렌(John Warren, 1796-1852)과 피콕이 쓴 저술이 중요한 영향

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복소수를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는 아이디어는 19세기

초에 이르러 유럽 대륙의 일부 학자들의 논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828년

에는 영국인 워렌이 유사한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69) 그는 자신의

책 『음의 제곱근의 기하학적 표현에 관한 논고』(A Treatise on the

Geometrical Representation of the Square Roots of Negative Quantities)에서

상수 및 변수의 의미를 수 대신 ‘길이와 방향을 지니는 기하학적 선분’으로 가정

하였을 때 대수학의 연산들을 재정의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70) 이후 피콕은

워렌의 견해를 보다 일반화해서 대수학적 기호나 연산들이 길이와 방향을 지니

는 기하학적 선분의 의미 이외에도 주어진 조건들을 잘 만족하도록 가정할 때,

다양한 의미들을 지닐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워렌의 논의에서 복소

수는 방향과 길이를 지니는 선분을 의미할 뿐이었지만, 피콕의 논의에서는 방향

과 길이를 지니는 선분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그리고 정의에

따라서는 다른 이에게 이득을 돌려주는 작용으로도 정의될 수 있었다.71) 따라서

드 모르간이 기호 대수학을 언급하면서 대수적 기호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지

닐 수 있음을 보였을 때, 그가 제시했던 아이디어가 피콕과 워렌에게서 가져온

것이었음은 분명했다.

그런데 사실 피콕의 책은 1830년에 출판된 것이었고, 제자였던 드 모르간은

리뷰 글을 쓰기 전에 그 책을 읽은 상태였다. 또한 워렌의 책 역시 1828년에 출

69) 19세기 초 복소수를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략 6

명 정도의 인물이 거론될 수 있다. 노르웨이인 베셀(Gaspar Wessel, 1745-1818)을 포함하

여 독일의 가우스(Gauss), 프랑스의 아르강(Jean-Robert Argand, 1768-1822)과 뷰이

(Abbé Buée), 그리고 무레(C. V. Mourey), 마지막으로 영국의 워렌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독자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논문 형태로 출판되거나 소

규모로 출판된 뒤 당대 수학자들에게는 주목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최초라 알려지

는 베셀의 논문 역시 덴마크어로 쓰여진 뒤 잊혀 지다 1897년에 이르러 재발견되었다.

Michael J. Crowe, A History of Vector Analysi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1967), pp. 5-11. 당시 이 아이디어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고,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었기에 드 모르간이 이 아이디어를 접하게 된 것은 피콕을 통해서였던 것으로 보인

다.

70) John Warren, A Treatise on the Geometrical Representation of the Square Roots of
Negative Quantities (Cambridge, 1828)

71) Peacock, A treatise on Algebra, pp. 36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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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된 것으로, 이미 드 모르간에게 익숙했던 내용이었다.72) 그럼에도 불구하고,

1831년에 출판된 『수학 공부와 그 어려움에 관하여』에서는 여전히 음수 및 음

의 제곱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하였다. 그렇다면 드 모르간은 왜 곧바

로 기호 대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우선, 그가 피콕 책에 대해 서평을 쓴 것은 휴얼의 교재가 출판된 이후였는데,

서평을 자세히 읽어보면 휴얼의 교재가 드 모르간으로 하여금 대수학과 대수 기

호에 대해 새롭게 고찰해보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는 글의 서두에서 그가 이제껏 고등 대수학의 분야들을 소홀히 다뤘던 것은 이

분야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대수 교육은 고등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분야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비록 고등

대수 분야의 원리들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사용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용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낡은 것”에 집착해 “새로운 단어”를

배우지 않느냐고 반문하였다. 학생들이 특정 단어들을 배우지 않으면 그 단어들

로 씌어진 어떤 것도 읽을 수 없게 되듯이, 대수학의 기호들을 가르치지 않을

때 고등 수학의 놀라운 성과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73) 그는 서평

에서 “일반적인 관례와는 달리,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만의 견해

를 가지고 있는” 교사를 지칭하면서, “학생들이 라플라스의 연구를 진정으로 읽

고 싶어할 수도 있는데”, “교사가 그것이 다른 진영의 견해라는 걸 알고 자신의

시스템만을 고집하고자 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리뷰

의 곳곳에서 “학생들의 배우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내세워 옛 것만을

고집하는 수학 교사”를 이야기할 때, 휴얼을 떠올렸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74)

또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워렌과 피콕의 책을 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 모르간이 한동안 이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데는,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 당시에 매우 낯선 것이었다는 사실이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는 서평

72) 워렌(Warren)의 책이 1828년에 출판되었고 피콕이 1830년에 『대수학에 관한 논고』

(Treatise on Algebra)를 쓰면서 워렌의 책을 언급했던 점을 감안할 때 드 모르간 역시

『수학 공부와 그 어려움에 관하여』를 쓰는 과정에서 워렌의 책을 접했을 것으로 보인

다. Peacock, Treatise on Algebra, p. ⅹⅹⅶ.
73) De Morgan, “Review of George Peacock, A Treatise on Algebra,” pp. 91, 93-94.

74) De Morgan, “Review of George Peacock, A Treatise on Algebra,” p. 94. 비록 드 모르

간과 휴얼이 수학의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으나, 선생과 제자의 인연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견해를 교류하면서 평생 동안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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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신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일찍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설명하였다. “그것[기호 대수학의 아이디어]을 처음 보았을 때, 기호

들이 마법에 걸린 것처럼 보였고, 의미를 찾기 위해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처

럼 여겨졌다”는 것이다. 그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너무나 새롭고 광범한 것

이어서 그 견해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75)

워렌의 성취는 드 모르간을 포함해서 대륙의 대수적·해석적 수학에 심취했던

수학자들에게 대수학적 사실들이 기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

다. 흔히 워렌의 책을 떠올릴 때 복소수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신선한 아이

디어를 제공했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 그는 자신의 책

에서 대수학의 기호를 주어진 기준선에 대해 특정한 각을 이루면서 특정한 길이

를 지니는 선이라고 가정할 때, 그것이 기존의 대수학의 사칙 연산이나 복소수

연산뿐만 아니라, 거듭제곱이나 이항정리, 그리고 미분의 연산에 이르기까지 대

수학의 많은 연산들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대수

학적·해석적 방식을 옹호했던 이들에게 기하학적인 방식이란 영국 수학 침체의

원흉으로써 비효율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워렌의 논의는

이들에게 그러한 기하학적 방식이 대수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어려움들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기하학을 대수의 기초로 받아들이기 힘

들었을 수학자들에게 워렌과 피콕의 논의가 곧바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다.76)

그러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나서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과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자, 기하학적 방식과 대수적

인 방식 사이의 갈등은 다시 한 번 더 고조되기 시작했다. 사실 기하학적 방식

과 대수학적 방식 사이의 우열 논쟁은 19세기 이전에도 영국 수학계에서 계속해

서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문제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 영국 대학의 위기라

는 화두가 대두되고, 화학이나 지질학, 그리고 생물학과 같은 새로운 자연 과학

의 분야들을 연구하던 이들이 자신의 분야들을 전통적인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의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들이 프랑

스나 독일 대학의 방식을 옹호하고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을 비판하면서,

75) De Morgan, “Review of George Peacock, A Treatise on Algebra,” p. 311.

76) 파이시어는 그 원인으로,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워렌의 방식처럼 복소수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결국 대수의 기초가 기하학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대수학자들 사이에 워렌 연구에 대한 주저함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Pycior, “De

Morgan's Algebraic Work”,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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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수학 교과의 경우, 휴얼을 중심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기하학적, 실물

교수적 방식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77) 휴얼이 새로운 방식

의 교과서 제작에 몰두했던 것도 바로 이 즈음이었다.

드 모르간이 대수적·해석적 방식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기 시작

했던 것은 바로 이 즈음이었다. 이 과정에서 워렌과 피콕의 아이디어는 드 모르

간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대수적 기호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 “설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대수가 반드시 기하학적인

기초를 지님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78) 그리고 그 과정에

서 대수적 기호나 식들의 실제 의미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대수적 기호나

식들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의에 의거해

기호 대수의 논의들을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는 사고 과정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는 비록 대수적·해석적 분야들에서 사용되는 기호들이 매

우 낯설고 추상적인 형태여서 그 실제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주어

진 기호들 사이의 연산 과정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분야들은 그 기호

의 의미가 참인지 거짓인지와는 상관없이 충분히 논리적임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대수학이야말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진정 논리적으로 추론

하고 사고하는 기술이 요구되는 논리적인 분야임을 주장할 수 있었다.

피콕의 리뷰를 기고한 이후에 드 모르간이 발간한 수학 교재들 역시 대부분

대수학이나 대수 기호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우선 1835년에는 학부 학생들을 대

상으로 기호 대수의 접근을 취했던 최초의 대수학 교재, 『미분법을 위한 대수

의 원리』(The Elements of Algebra Preliminary of the Differential Calculus)

를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5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분법을 대수학의

가장 중요한 응용 분야로 상정하면서, 이후 미분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수학의 원리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극한과 같은 미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대수적 논의 과정에서 소개하면서

대수적 연산의 의미 등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 드 모르간은 대수 기호에 대해 보다 확장된 견해를 제시하였

77) Yeo, Defining Science, pp. 209-230.; 전통적인 대학 교육 과정의 문제와 새로운 과학 분

야들의 전문 직업화 과정은 19세기 중후반에도 계속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폴 화이트, 김기윤 역, 『과학 지식인의 탄생: 토머스 헉슬리』(사이언스북스, 2003,

2006), pp. 116-168.

78) De Morgan, “Review of George Peacock, A Treatise on Algebra,” pp.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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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그는 대수적 기호 및 연산에 대한 기존의 의미 앞에는 ‘산술적’(arithmetical)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기호 대수와 같이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대수적’(algebraical)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양자를 뚜렷이 구분

지었다. 예를 들어, 음수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모든 산술적 양(arithemtical

quantities)은 항상 양(positive)이 되지만, 대수적 양(quantity)은 정(positive)이나

반(negative) 가운데 하나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때 정의 양과 반의 양은

기하학적인 양이나 산술적인 수의 의미를 넘어 서로 완전히 반대의 개념을 지니

는 것으로 보았다.79) 가령, +a가 a파운드를 얻은 것이면, -a는 a파운드를 잃은

것이 되고, +a가 a파운드를 잃은 것이면, -a는 a파운드를 얻은 것이 된다는 것이

었다. 이는 다른 개념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었는데, 만약 +a가 북쪽 방

향으로 측정한 길이라면, -a는 남쪽 방향으로 측정한 길이가 된다고 보았다.80)

이 경우,      가 되고        , 그리고  ×   

등이 되어 보다 확장된 개념 속에서 음수의 연산들을 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물론 음의 제곱근의 경우에는, 1835년까지도 아직 그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음수나 음의 제곱근을 포함한 전체 대수 기호

및 연산에 대해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831

년에 그것을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했던 것과는 달리, 1835년에 이르

면 머지않은 시기에 음의 제곱근에 적절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며, 새로

운 의미를 지닐 수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81) 따라서 이즈음에 이르

면, 대수적 논의 속에서 음수나 복소수를 논의하는 것은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79) De Morgan, The Elements of Algebra, pp. 57-58.
80) De Morgan, The Elements of Algebra, p. 59. 드 모르간은 이후 『삼각법과 이중대수』

에서 이와 같이 특정 기호가 기존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는 이해 방식

을 보편산술에서 보다 일반화된 단일대수(common or single algebra)로 나아가는 중간 단

계에 속한다고 보았다. De Morgan, Trigonometry and Double Algebra, pp. 95- 96.; 당
시 기호 대수학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가령 쿼터니온을 발명했던 윌리엄 로완 해밀턴 역시 기호 대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드 모르간이 기호 대수의 관점에서 학부 학생들을 위한 대수 교과서를 썼

던 것이었는데, 이 교재가 나온 이후에도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파

이시어는 1979년 UCL의 왓슨도서관(DMS Watson Library)에서 희극 한 부를 발견했는

데, 그 내용은 드 모르간이 『미분법을 위한 대수의 원리』에서 음수 및 뺄셈의 개념을

정과 반의 논리로 설명했던 것을 풍자한 것이었다. Pycior, “Historical Roots of

Confusion among Beginning Algebra Students: A Newly Discovered Manuscript”,

Mathematical Association of America 55 (1982), pp. 150-156.

81) De Morgan, The Elements of Algebra, pp. 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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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이어 1836년에 출판한 『수와 양의 관계』(The Connexion of Number and

Magnitude)에서는 앞의 5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수의 연산 및 기호들을 기하

학, 특히 유클리드의 『원론』 제 5권의 내용들에 응용하는 시도를 보였다. 그는

기하학과 대수학을 편협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수적 기호를 도입할 때

기하학적 논의 과정이 보다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방식을

널리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태도는 1837년에 출판된 『삼각법의 원

리』(Elements of Trigonometry)에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책에서

드 모르간은 삼각법이 대수학을 기하학에 응용한 분야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면

서 그는 이 책에서 2차 이상의 대수식들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공을 기울

였다. 특히, 『삼각법의 원리』에서 드 모르간은 피콕과 워렌을 통해 받아들이게

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신의 교재에 직접 활용하였다. 이는 1820년대 말에 프

렌드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했던 이야기나 1831년에 출판한 『수학 공부와 그 어

려움에 관하여』에서 취했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는데, 그의 변화된 태도

를 다음의 구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초보자에게 대수를 완벽한 것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과학[기하학]에 기

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추상화가 진전되어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런데 대수

의 발전 과정은 참으로 기이하다. 초기에 기호 언어를 제대로 다룰 줄 모를 때는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점차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 기호 언어

들이 풍성해지다보면 기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게 된다. 그러다 다시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회귀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때에 이르면 기하학적 공간 속에서 생각하

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양의 관계들을 다루게 되기 때문이다.”82)

결국, 이즈음에 이르러 드 모르간은 복소수의 개념이란 기하학적으로 설명하

지 않고는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개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

었다. 이 책에서 그는 복소수의 삼각 해석을 통해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기하학

적 방식으로 논의하였다.83) 즉, 모든 선이 길이 외에도 방향을 갖고, <그림

82) De Morgan, Elements of Trigonometry, and Trigonometrical Analysis, Preliminary to
the Differential Calculus (London: Taylor and Walton, 1837), p. ⅶ.

83) 이 책에서 드 모르간은 직접 오일러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일러(Leonhard Euler,

1707-1783)가 복소수를 좌표평면 위의 점으로 표현하면서    cos   sin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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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복소수의 기하학적 해석, De Morgan,

Elements of Trigonometry, p. 91.

 
6-3>의 OA에서 OA'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할 때, OA는 양의 양을 지니는 것으

로 보고, 선의 길이를 간단한 기호  (는 선의 단위, 는 선 단위의 개수)로

표현한 뒤, OA''는  로 표현하였다. 이 경우 OP(길이는 이고 OA와 각 

만큼 기울어져 있는 선)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여기서 드

모르간은 먼저 cos  sin 가 의 길이를 지니고 수직선에 각 만

큼 기울여져 있는 선임을 보인 뒤, 보다 복잡한 연산의 경우에 응용하였다.84) 우

선, OM의 길이가 이고, MP의 길이가 라고 할 때, 선 OP는  이

되고,   cos이고   sin이면 tan  

가 되고     이 되어서

    cos  sin이 됨을 유도하였다. 그런 다음 이것을

OP와 OP'의 합에 적용하였다. OM′의 길이 ′  ′cos′이고 M′P′의 길이

′  ′sin′이며,  ′  가 되도록 A를 긋고,   ″가 되도록 선을

연장한 후, tan ′
 ′

라고 하면, 와 ′의 합은  ′  ′ =

′   ′ cos sin 이 된다. 이를 계산하면

   ′ ′ ′′ cos sin 과 같아지고, 여기에

  ′ ′   그리고 ′ ′′를 대입하면,

′   ′′ cos  sin =   

는 형태의 식을 사용하고 이를   의 근으로 제시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드 모르간

은 워렌과 함께 오일러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84) De Morgan, Elements of Trigonometry, pp. 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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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sin 이 되어 결국 선분 OP와 같아진다.85) 마찬가지 방

식으로 계산하면, OP와 OP'의 차는 선분 PP'가 된다. 두 선분 와 ′의 곱

cos  sin ×′cos′ sin′ 은 cos· ′ cos′
cos· ′ sin′ sincos′ sin ′ sin′가 되고 , 이를 다시 계

산하면 ′cos· cos′ sinsin′  ′cos· sin′ sincos′  =

′cos  ′ sin   ′ 이 되어서 길이는 ′이고, 방향은   ′ ,
즉, 와 ′가 기울어진 각의 합과 같은 정도로 기울어진 선이 된다. 그리고

나눗셈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면, 길이가 ′

이고 각   ′만큼 기울

어진 선분이 된다. 그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삼각법이란 기본적으로 기하학을

대수학에 응용한 분야”라고 주장하였다.86) 이를 통해 그는 대수적·해석적 기호들

및 연산들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에 맞서, 각각의 대수 정리들이 충분히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또한 매우 논리적임을 설득할 수 있었다.

6.3. 19세기 초 수학과 논리학 사이

6.3.1. 휴얼-해밀턴 논쟁과 새로운 논리학의 아이디어

한편, 이렇듯 드 모르간이 휴얼의 기하학적 회귀 이후 여러 교재들과 글을 통

해 대수학의 교육적 가치 및 논리적 측면에 대해 설득하고 있던 시기에, 휴얼은

1835년 “수학 공부에 대한 생각"(Thoughts on the study of mathematics)이라는

글을 통해 대학의 학부 교양 교육 과정에서 수학 교육이 지니는 가치를 옹호하

였다.87)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을 제외한 다른 교육 기관들에서 수학 교과목의

위치는 상당히 불안정했고, 그 교육적 가치에 관해서도 의견이 일치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휴얼은 당시 지식층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에

딘버러 리뷰』에 글을 기고하여 수학이 제대로 교육될 때, 논리적 사고 능력을

85) De Morgan, Elements of Trigonometry, pp. 90-92.
86) De Morgan, Elements of Trigonometry, pp. ⅴ-ⅶ.

87) 팬테키(Panteki)는 1835년의 『에딘버러 리뷰』의 글이 드 모르간의 피콕 책 리뷰가 씌어

진 직후에 그의 글들에 자극받아 쓰여졌다고 주장한다. Panteki, “French 'Logique' and

British 'Logic", pp. 3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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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88)

다만 이 때 휴얼의 견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드 모르간의 것과는 상당

히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수학이 그 교육적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서는 해석적으로 논의되는 임의의 정의나 법칙이 아니라, 근본적인 실제 개념들

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하학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공간이

란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 모든 기하학적 내용들을 사고해야 하며, 미분의 경우

에는 극한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분의 개념에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89) 마찬가

지로 역학의 경우에는 힘이나 압력, 그리고 유체정역학의 경우에는 유동성

(fluidity)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에 바탕을 두고 사고해야 개별 분야들의 정리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논리적인 사고 훈련이 이

루어질 수 있는 반면, 이들 분야들에 추상적인 해석적 기호들 및 그 기호들의

복합체인 법칙들을 사용할 때는 그 분야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가려져 제대로 된

사고 훈련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90)

따라서 예를 들어, 이미 1832년의 책에서도 밝혔듯이, 미분을 가르칠 때 프랑

스 해석학자들의 방식처럼 극한의 개념을 제외한 채 논의하는 방식도 비판적으

로 바라보았다. 극한의 개념을 제외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미분을 정의하여 그로

부터 정리나 법칙들을 이끌어내고 계산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는 미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렇게 될 때 논리적인 사고는 물론 철학적인 능력 역시 개발될 수 없다고 보았

다. 대신 예를 들어 곡선은 많은 변을 가지는 다각형의 극한으로 생각하고, 접선

은 곡선을 두 점에서 자르는 선의 극한으로 정의할 때, 다소 엄밀함이 부족할지

라도 미분의 내용들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91)

그는 기하학적인 내용들을 대수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

인 태도를 보였다. 가령, 유클리드 『원론』의 제 5권에서 기하학적인 ‘비’

88) 프랑스의 경우에도 19세기 전까지는 수학을 사고력 도야 및 학문의 모델 등의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하지만 19세기 첫 몇 십년동안 수학자들은 수학을 다른 연구 분야들과 구분

지으면서 수학의 독자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Richards,

"Rigor and Clarity", p. 302.

89) 미분이 근본적으로 극한의 개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휴얼의 견해가 드 모

르간의 것과 일치하였으나 추상적인 기호에 대한 견해로 들어가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90) Whewell, Thoughts on the Study of Mathematics, pp. 144-163.
91) Whewell, Thoughts on the Study of Mathematics, pp.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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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rtion)를 가르치면서 공간이라는 일반적인 틀 속에서 그 개념을 이해시키

지 않고, 자칫 특정 정의를 마치 하나의 공리처럼 받아들여 느슨하게 해석하면

수학을 “가장 느슨하고 비논리적으로 사고하도록 훈련시키는 하나의 사례로 전

락”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92) 원래 기하학적인 공간 속에서 정의된 개념들을 유

클리드의 제 5 정의에서부터 시작해 수의 비(ratio)로 확장해서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 습관을 위해 전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당 분야의 근본적인 개념 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섣불

리 임의의 정의나 정리에서부터 시작해 느슨하게 가르칠 때, 수학 교육이 논리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수학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대수학보

다는 기하학을 포함하여 역학이나 유체정역학과 같이 구체적인 근본 개념들 속

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분야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역학이나 유

체정역학과 같은 분야들이야말로 “철학적이고 교육적인” 분야이며, 실제 삶의 다

양한 문제들에 응용될 수 있으므로 “물리적인 지식 체계의 진정한 모범 사례”라

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대수학의 지식들을 더 이상 가르치지 말

자”고 이야기하면서 “대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별다른 가치가 있는 것이라 여겨

지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93) 이러한 주장이 당시 대수학자들의 심사를 건드렸

92) Whewell, Thoughts on the Study of Mathematics, pp. 146-149.
93) Whewell, Thoughts on the Study of Mathematics, pp. 174-176. p. 188.; 많은 학자들이

1830년대를 지나면서 휴얼이 해석학 분야들을 비판하고 교육 과정에서 기하학 분야 및 역

학이나 정역학 같은 수리 물리 분야나 응용 수학 분야들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는 데 동

의한다. Delve, "The College of Preceptors and the Educational Times", pp. 156-157.;

Becher, "William Whewell and Cambridge Mathematics", p. 3, 42. 그의 대수학 및 해석

학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이후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그는 1838년의 『영국 대학 교육의

원리에 관하여』(On the Principles of English University Education)에서 대학의 임무는

연구가 아니라 교육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육 분야들을 ‘사변적인’(Speculative) 분야

들과 ‘실용적인’(Practical) 분야들로 나누고, 기하학과 같은 전통적인 교양 교육의 분야들

을 사변적인 분야라 지칭하며 이 분야를 옹호하였다. 이후 1845년의 『교양 교육에 관하

여』(Of a Liberal Education)에서는 용어를 바꿔 위의 두 분야들을 각각 ‘영속적

인’(Permanent) 분야와 ‘진보적인’(Progressive) 분야로 나누었다. 이 때 영속적 분야의 핵

심이었던 기하학은 완전한 추론의 가장 명백한 모범으로, 교양 교육 과목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대수학의 분야들은 아주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고력의 본보기가 되기보다는 그저 규칙을 응용하는 분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

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들은 일반적인 교양 교육 과정의 일부가 되기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부 교양 교육 과정에서

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Yeo, Defining Science, pp. 209-230. 이후 휴얼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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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휴얼의 『에딘버러 리뷰』글이 가장 큰 반론을 일으켰던 대상은 대학

의 논리학자들이었다. 그가 수학 교육이 논리 사고력 도야의 가치를 지닌다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논리 사고력 훈련을 위해 학부 교양 과목으로

논리학보다는 수학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강조했던 것이 계기를 제공했던 것

이다.

“진정한 정신적 훈련은, 분명, 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사고력 훈련인 것은 분명하다. … 그 때 어떻게 사고력을 기를 수 있으

며, 사고력을 훈련시키는 데 가장 훌륭한 도구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우리 대학에서 이를 위해 사용해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학 공부와 논리학

공부이다. … 이제 나는 감히 전자[수학 공부]가, 내 생각에는, 둘 중에서 보다

더 효과적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겠다.”94)

더구나 수학 교육의 가치 및 유용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휴얼은 수학과 논리

학을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논리학을 이론적이고 비효율적인 분야로 신랄하게 비

판하였다. 그가 보기에 수학은 “엄밀한 추론의 가장 완벽한 예제들에 익숙해지

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문이었다. 그에 비하면, 논리학은 “어떤 추론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조건들”을 찾기 위해 사고의 규칙들 및 전제들을 배우는 학문이었다.

그는 “좋은 논증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내리기보다는 그러한 논증의 효력을 느껴

보는 것이, 그리고 오류를 분류하기보다는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고력을 도야하

는 것을 다른 실용적인 기술과 비교하여, 사고력은 실제 삶에서 사용해야 하는

기술이므로, “펜싱이나 승마, 혹은 그 밖의 실용적인 기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훈련이나 지침보다는 실제 연습을 통해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수가

좋은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좋은 자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낙마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기 보다는 그

것을 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논리를 하나의 기술로 공부

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1848년 수학졸업시험을 개혁하였고, 이후 기

하학적 분야와 응용수학의 분야들이 시험 교과목으로 주축을 이루었다.

94) Whewell, Thoughts on the Study of Mathematics, pp. 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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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책을 통해 승마 기술을 배우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물론 “이것

이 전혀 효용이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수학 공부가 제공하는 끊임없는 훈련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95)

이러한 휴얼의 견해가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전반에는

여전히 논리학과 수학 중에 어떤 학문이 사고력 훈련에 더 효과적인가 하는 문

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19세기 전반에 수학은 대학

의 교양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그 학문적, 교육적 의의를 정

당화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휴얼이 폭 넓은 식자층을 지

니고 있었던 『에딘버러 리뷰』에서, 대학의 교양 교육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

로 중시되었던 논리 사고력 훈련을 위해 수학이 논리학보다 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는 수학이, 전통적으로 사고력 및 논리력 향상

이라는 기치 아래 대학 교양 교육 과정에서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논

리학의 아성에 도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휴얼의 주장은 곧바로 큰 반론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휴얼이 1836년 1

월 23일자로 『에딘버러 리뷰』 편집장에게 보낸 글에서도 잘 나타났다. 그는

글의 앞부분에서 먼저 자신의 주장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양해

를 구하였다. “[글의 앞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수학과 논리학 중에 어떤 것이 지

적 훈련을 위해 더 효과적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잠깐 논의하기는 했지만, 그것

은 본론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서론 격으로 꺼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었

다. 그리고 글을 쓰면서 자신이 가장 주된 문제로 상정했던 질문은 “어떤 종류

의 수학이 교양 교육의 일부분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다고 설

명하였다.96) 하지만 실제 1835년의 글을 읽어보면, 앞부분의 상당 부분을 논리학

의 이론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수학의 가치를 강

조하는 데 할애하고 있었다. 당시 논리학자들이 휴얼의 글에 대해 느꼈을 당혹

감과 불편함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휴얼의 주장에 대해 곧바로 비판을 제기했던 인물은 에딘버러 대학의 ‘논리학

및 형이상학’ 교수였던 윌리엄 해밀턴이었다.97) 그는 1835년 『에딘버러 리뷰』

95) Whewell, Thoughts on the Study of Mathematics, pp. 138-141
96) Whewell, "To the Editor of the Edinburgh Review", p. 186.

97) 플로리언 카조리(Florian Cajori)는 역사상 정신 도야의 도구로서의 수학 공부의 가치에

대해 가장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던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해밀턴을 지목한다.

Florian Cajori, "A Review of Three Famous Attacks upon the Study of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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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휴얼의 글이 실리자마자, 곧바로 같은 저널에 이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기고

하였다. 그는 먼저 본인이 논하는 대상이 “수리 과학의 가치”가 아니라 “수학 공

부의 효과”이며,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양 교육”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대놓고 수학을 비판하였다. 그는 수학이

“사고력 도야의 도구로서 완전히 유해한” 것이어서 “수학을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은 정신을 무능력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98) 해밀턴이 보기에 수학자들은

“관찰이나 실험, 귀납, 그리고 유추와 같은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이었다. 따라서 수학 공부를 통해서는 논리적인 사고 습관을 기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99) 또한 그는 수학 공부

만 하는 수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어버리고, 쓸데없이 불합리한 비

판에 젖어서 일반적인 삶의 문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

였다. 그러면서 어떤 분야든 한 분야의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교양

교육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비판을 정

당화하기 위하여 데카르트나 달랑베르, 그리고 파스칼과 같은 학자들을 포함하

여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논리학자 더걸드 스튜어트(Dugald Stewart, 1753-1828)

등의 글을 인용해 가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100)

휴얼과 해밀턴으로부터 촉발된 논쟁을 통해 수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수학자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드 모르

간 역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 논쟁이 활발했던 1836년 이후에 드

모르간이 저술한 글이나 강연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 논쟁의 주제와 매우 밀접

하게 관련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01) 우선 1836년 UCL에 복귀하면서 집

as a Training of the Mind", The Popular Science Monthly 80 (1912), pp. 360-372.

98) Hamilton, "Review of Whewell's", p. 421, 424.

99) Hamilton, "Review of Whewell's", p. 433, 453.

100) 카조리는 해밀턴의 비판이 균형과 정확성을 결여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수학에 대

한 비판이 비슷한 분야인 논리학이나 형이상학 등의 분야와 비교할 때 너무 가혹한 측면

이 있는데다, 해밀턴이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유명한 수학자들의 인용문 역시 해

당 수학자들의 의도를 왜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Cajori, "A Riview of Three

Famous Attacks", pp. 361-365.

101) 휴얼이 해밀턴의 글에 답하여 에딘버러 리뷰 에디터에게 글을 보낸 것이 1836년 1월이

고, UCL의 수학 교수였던 화이트가 휴가를 보내던 중 익사했던 사건이 1836년 10월에 일

어났으므로 드 모르간이 UCL의 수학 교수로 복직해서 "Thoughts, & c"를 썼던 시점은

1836년 말로 추정된다. 휴얼 글의 제목 "Thoughts on the Study of Mathematics, & c."와

드 모르간 글의 제목 "Thoughts, & c"이 상당히 유사했던 점으로 미루어 두 글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드 모르간의 복직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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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한 연설문에서 드 모르간은 수학이 대학 교양 교육 과정의 중요한 일부가 되

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옹호하였다. 드 모르간이 수학 교

수로 복귀하던 1836년에는 UCL의 이름이 London University에서 University

College, London으로 이름이 바뀌고, 대신 UCL이나 KCL과 같은 런던 내의 고

등 교육 기관들을 포괄하는 행정 기관으로 런던 대학(University of London)이

새롭게 설립되던 때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학 학위 수여 문제나 학위 시험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였다.102) 당시 런던에서는 대학이 학위를 보다

다양화해서 보다 최신의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

었다. 이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지나치게 수리 과학을 중시하고 옥스퍼드 대학

에서 논리학 및 고전을 중시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드 모르간은 1836년의 복귀 강연에서 옥스퍼드 대학과 함께 졸

업 시험에서 수학 과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두둔하였다.103)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의 시스템을 반

대하는 이들이 주장하듯, 대학 학위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서 가령 과학 분야

의 학위가 생겨나게 되면, 이른 나이에 그 학위를 받기 위해 그 공부만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젊은 시절에 배워야 할 기초적인 지적 능력을 제대로 기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가 보기에, 앞에서 이야기한 기초적인 지적 능력은

전문 직업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최신의 전문 분야들을 다양하고 폭 넓게

공부하기보다는, 여러 학문의 기초가 되는 교양 과목의 공부를 깊이 있게 수행

할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가 보기에 깊이가 없이 다양한 분야들의 지

식을 마구잡이로 습득하게 될 때, 처음에 바랐던 교육의 효과는 제대로 얻어질

수 없었다.104) 이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다.

"내가 두 달 동안 기하학을 가르친다고 할 때, 두 번째 달에 배우게 될 기하학의

지식은 첫 달 동안 학생들이 얻게 될 기하학적 지식의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S. De Morgan, Memoirs, pp. 69-70.
102)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p. 119-123, 127-136.
103) 드 모르간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케임브리지 대학의 시험 시스템을 부정적으로 평가

하고, 대신 덜 경쟁적이었던 옥스퍼드의 시험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였다. Delve, "The

College of Preceptors and the Educational Times", p. 158.; Rice, "Mathematics in the

Metropolis", p. 382.

104) De Morgan, "Thoughts, &c.", (London: James Moyes, 1836) in Hume Tracts 215,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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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달은 첫째 달을 통해 발전하여 이점을 지니는 것이 자명하므로, [둘째 달

의]새로운 공부는 [기하학의] 또 다른 측면이나 부가적인 [기하학적]능력을 안겨

줄 것이다. 두 번째 달에 기하학을 가르치지 않고, 내가 학생들의 관심을 대수로

돌렸다면, 그러한 변화로 그[학생]는 이득을 보게 되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확신

한다.“105)

그는 모든 학문 분야의 발달에는 세 단계, 즉 처음, 중간, 그리고 마지막 단

계가 있다고 보았다. 처음 단계에서 학생들은 새롭고 어려운 원리들과 실랑이하

면서 상당 부분 가르치는 이의 권위에 의지하게 된다. 그러다 중간 단계에 이르

면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의 지식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얻게 되고, 이

를 통해 첫 번째 원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에 응용할 수 있는 힘

을 얻게 된다.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견해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형성되

는데, 드 모르간은 그렇게 세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나중에 특정 전문 분야들로

나아갈 때 그 분야에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자질들을 갖추게 된다고 보았

다.106) 즉 이때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문제가 주어질 때, 기존에 본인이 지닌 지

식과 아이디어에 기반해 올바르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된다는 것이었

다.107) 결국 이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UCL에서도 케임브리지 대학처럼 수학과

같은 교양 과목이 학위 시험 및 교육 과정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지적한 것이었

다.

드 모르간의 생각은 1837년 중앙 교육회(Central Society of Education)108)의

동명의 회지『중앙 교육회』(Central Society of Education)에 기고한 글 “수학

자: 그들의 교육적 가치”(The Mathematician: Their Value in Education)에서

보다 더 구체화되었다. 그는 먼저 글의 앞부분에서 “형이상학적인 공부를 옹호

하면서, 그러한 공부를 통해 수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정신적인

105) De Morgan, "Thoughts, &c.", p. 7.

106) De Morgan, "Thoughts, &c.", pp. 7-8

107) De Morgan, "Thoughts, &c.", pp. 8-11.

108) 1838년 당시에는 상층 계급에 속하는 이들이 노동자나 빈곤층의 인격 향상 및 상황 개

선 등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모임을 통해 서로 교

류하였다. 그런 모임 가운데는 Statistical Societies나 Central Society of Education 등이

있었고, 그 밖에도 Labourers' Friend Society, Children's Friend Society, Small Loan

Fund, Friendly Loan Societies 등이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은 Central

Society of Education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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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규모의 [수학]반대론자들이 있다”고 이야

기를 시작하였다.109) 이들이 윌리엄 해밀턴을 포함하여 수학 교육에 반대하는 논

리학자 및 철학자 진영이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이들 진영에서 수학을 낮춰 평가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

라보았다. 논리학자들의 태도는 수학을 제대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었고, 아니면

수학의 특정 분야에만 주목해서 그럴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수학이든 형

이상학이든 어떤 분야나 좁고 편협하게 다뤄지면 다른 이들로부터 부정적인 평

가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해밀턴 진영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110) 수학 연구 과정에는 새로운 언어를 도입하고 생각한 바를 적절하

게 표현하는 과정이 수반되는데, 이 과정 자체를 통해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

신 작용”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었다.111) 또한 해밀턴이 “단지 수학만 아는 수

학자(mere mathematicians)”들을 비판했던 것을 의식해서인지, 코페르니쿠스, 비

에뜨, 데카르트, 뉴턴, 라이프니츠, 베르누이, 오일러, 그리고 달랑베르 등의 위대

한 수학자들이 수학만 공부했던 이들은 아니었으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

고 연구하면서 수학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그

러면서 믿을만한 증거나 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는 제대로 확신하지 못

하는, 소위 “수학만 아는 수학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수학자라고 부를 수 없다

고 주장했다.112) 그리고 “수학만 아는 수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형이상학만 아는

형이상학자”(mere metaphysician), “법에만 빠져 있는 법률가”(mere lawyer), 그

리고 “농사만 아는 농부”(mere farmer) 같은 이들이 마찬가지로 존재한다고 주

장하면서, 수학 교육을 편협하게 보는 일부 지식인들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

하였다.113)

그리고 이렇게 논리학자들의 편협한 태도를 비판하는 동시에, 드 모르간은 수

학과 함께 논리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우선, 그는 해밀턴을 위시한 논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논리 교육을 모든 학문에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로 평가하

였다. 그러면서 “15세기 사람들이 평생 그들의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19세기의

109) De Morgan, "The Mathematician: Their Value in Education", Central Society of
Education, (London: Taylor and Walton, 1837), p. 114.

110) De Morgan, "The Mathematician: Their Value in Education", p. 115.

111) De Morgan, "The Mathematician: Their Value in Education", p. 122.

112) De Morgan, "The Mathematician: Their Value in Education", pp. 125-26.

113) De Morgan, "The Mathematician: Their Value in Education",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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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더 이상 언어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요즘의 논리 교육의 세태라고

지적하면서, 적절한 논리 교육의 부재를 안타깝게 지적하였다.114)

다만, 이 때 드 모르간이 의미했던 논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이었는지를 살펴보면, 그의 견해가 휴얼이나 해밀턴과는 사뭇 달랐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교육 과정에서 수학이 제외되면 “그것은 논리가 제외되는 것”이라

고 보았다. 그에게 논리란 해밀턴이 의미하는 식의 논리학 지식이 아니었다. 그

에게 논리란 “어떤 단언들로 이루어진 조합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와 관련하여 그 조합들을 검토하고, 그 주제의 구체적인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 주장의 참과 거짓을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감찰하는 일종의 고등 문

법”이었다.115)

따라서 기하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이라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살펴보지 않

더라도, “‘어떤 A는 B가 아니다’가 곧바로 ‘어떤 B는 A가 아니다’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예를 들어 “살아있는

어떤 것이 네 발 동물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어떤 네 발 동물은 살아있는 것

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만 위의

명제를 이해할 수 있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 과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B의 A가 C인 B의 A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체

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탑의 높이가 50피트인 탑의 높이는 무엇인가”라고 질문

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면 이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드 모르간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지 않고도, 추상적인 명제의 논리

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형식 논리”(formal logic)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

다. 즉, 이것이 교육에서 빠져버릴 때, 어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

확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되지 않으면, 주어진 논의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결국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었다.116) 따라서 그는

“논리가 수학 교사들이 수학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쳐야할 분야라고 생각했

고, 그 지식을 기하학이나 대수학의 완벽한 형식적 세부 분야로 만들어야”한다

고 주장했다.117) 휴얼과 해밀턴의 논쟁을 통해 수학과 논리학을 각각 옹호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드 모르간은 논리가 수학의 세부 분야로서 형식적인 문법

114) De Morgan, "The Mathematician: Their Value in Education", p. 139

115) De Morgan, "The Mathematician: Their Value in Education“, p. 138.

116) De Morgan, "The Mathematician: Their Value in Education", pp. 138-139.

117) De Morgan, "The Mathematician: Their Value in Education",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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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로 재구성되어 수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육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물론 1830년대 초에도 그는 논리 사고력이 수학 공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갖

춰야 하는 기본적인 학문적 자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논리적인

사고력 도야의 수단으로 수학과 논리학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의 문제

를 고민하면서 그의 생각은 조금씩 변화되어 갔다. 1831년경에 논리가 수학을

가르치기 전에 미리 교육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던 것과는 달리, 이즈음에 이르

면 논리가 특정 과목으로 따로 교육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대수나 기하

교육의 일부로 교육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또한

논리학자들의 논리학도, 흔히 진정한 논리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수학자들의 유클

리드 기하학도, 다양한 학문 분야를 공부하거나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맞닥뜨릴

때 필요한 논리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연마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

다. 그에게는 구체적인 명제들을 추상화하고 일반화해서 그 명제들 간의 논리

관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형식적인 기호로 쓰여진 새로운 문법’이 필요했

다. 그리고 그러한 문법은 논리학의 분야가 아닌, 수학의 분야여야 했다.

6.3.2. 호퍼스와 드 모르간의 논리 교육

드 모르간이 UCL에 복직한 이후 생각을 바꿔 자신이 직접 수학을 통해 논리

를 가르치려고 했던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얼-해밀턴 논쟁의 영향 외에도

당시 UCL의 논리 교육의 상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드 모르간은 논리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UCL에서 논리 교육의 상황은 이를

개선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워틀리의 연구에 힘입어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 논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아직

UCL에서는 학생들에게 사고력 도야를 위한 전통적인 논리 교육을 제대로 제공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1833년에 논리 교육의 부재를 한탄했던 드 모르간의

글에서도 잘 드러났다.

“독자도 알듯이, 우리는 그동안 논리학의 형식(form)과 기하학의 추론(reasoning)

이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리는 전자의 과학[논리학]을 교육의

체계적인 한 분야로 만들게 되면 이로울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하지만] 옥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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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예외로 하면, 이 나라에서 그러한 교육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불행히도 공부와 관련해서는, 사고를 훈련시키기보다는 식이나 숫자를 암

기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118)

그런데 드 모르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당시 UCL에서 논리 교육이 전혀 이

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 당시 UCL에는 논리학 분야를 가르치던

‘논리 및 심리 철학’(Logic and the Philosophy of Mind) 교수 호퍼스(John

Hoppus, 1789-1875)가 있었다.119) 호퍼스는 다른 교수들에 비해 뒤늦게 1830년

에 임용되었다. 그의 강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1830년에 작은 에세이집으로

출판되었고, 이후 1831년의 『요람』에 다시 소개되었으므로, 이들을 통해 그의

강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120) 그는 에세이에

서 ‘심리 철학’(Philosophy of Mind)을 “정신의 다양한 기능과 능력, 사고와 감정

의 이치, 그리고 그것의 분류와 분석을 다루는” 분야라고 소개하면서 그 분야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얼마나 광범한 분야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

였다.121) 그런 뒤 논리학은 “정신 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와 직접적

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일종의 추론 기술 혹은 과학”이라 할 수 있는, 심리 철

학의 중요한 한 분야라고 설명하였다. 그에게 논리학은 “하나의 과학 분야로 좁

게 바라보면, 정신 작용을 분석하는 분야”라 할 수 있었고, “하나의 기술로 넓게

바라보면, 실수를 피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올바로 추론하게 하는 규칙”

이라 볼 수 있었다.122) 따라서 그 역시 드 모르간이 강조했던 논리적인 추론 및

사고력 도야의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교육 분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구체적으로 그의 교수 요목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들을 살펴봐도

118) De Morgan, "Method of Teaching Geometry, Part Ⅱ," p. 251.

119) UCL의 ‘논리 및 심리 철학’ 교수좌의 경우,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다른 분야에 비해 교

수 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Jonathan Wolff,

“Philosophy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Part 1: From Jeremy Bentham to the

Second World War”, Talk to Academic Staff Common Room Society (2006), pp. 4-6.

http://www.ucl.ac.uk/philosophy/adobedocs/JWHistoryDoc.pdf (2011.8.25. 접속)

120) John Hoppus, An Essay on the Nature and Objects of the Course of Study in the
Class of the Philosophy of the Human Mind and Logic, in the University of London
(London: John Taylor, 1830)

121) Hoppus, An Essay, pp. 3-15.
122) Hoppus, An Essay,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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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드러났다. 처음에 그의 심리 철학 및 논리학 강좌는 크게 “자연, 객체, 그리고

지성 철학”(Nature, Object, and Advantages of Intellectual Philosophy)과 “추론

의 분석과 기술로서의 논리”(Logic, as the Analysis and the Art of Reasoning)

의 두 강좌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학을 포함하여 지적인 사고 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다.123)

그는 초기의 드 모르간과 마찬가지로 삼단 논법이 모든 사고 및 추론의 모델이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새로운 논리학 못지않게 옛 논리학을 배울 필요가 있

다고 생각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 외에도 베이컨의 『신 오르가

논』(Novum Organum, 1620)에서 발전되었던 귀납 논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

울였다.124) 특히 베이컨의 귀납 논리의 경우, 호퍼스가 책으로 집필한 유일한 논

리 연구 분야였는데,125) 그는 귀납 논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논리적 방법을 보완

할 수 있는 실험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당시 논리학이 비실용적이고 비효율적인 분야로 비판받고 있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126) 따라서 자신의 에세이에서 기존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논리학 및 철학 분야들이 이후 학생들이 갖게 될 전문 직업 분

야에서 구체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질들을 길러줄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였다.127) 특히 에세이의 맨 마지막에서 구체적으로 글래스고

우 대학의 조지 자딘(George Jardine, 1742-1827) 교수를 언급하며, 그 역시 자

딘 교수처럼 학생들의 지적인 능력을 이른 시기에 효과적으로 훈련시키고자 했

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논리학 및 심리 철학 교육이 그들의 미래의 직업 및 전

문 분야에서 유용성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128) 이후 그의 강좌는 “감

각과 지적 능력 및 상태”(Sensations and the Intellectual Faculties and States),

“추론의 분석 및 기술로서의 논리”(Logic as the Analysis and Art of

Reasoning), 그리고 “감정”(Emotions)으로 나누어졌는데, 추론 및 사고력과 관련

된 논리학의 분야는 계속해서 그의 주요한 강좌로 포함되어 있었다.129) 이를 통

123) University College, London Calendar of 1831, pp. 98-100.
124) University College, London Calendar of 1831, p. 100.;
125) Hoppus, An Account of Lord Bacon's Novum Organon Scientiarum; or, New

Method of Studying the Sciences. (London, 1827)
126) Hoppus, An Essay, pp. 17-21.
127) University College, London Calendar of 1831, pp. 94-95.
128) Hoppus, An Essay, p. 34.
129) G. D. Hicks, "A Century of Philosophy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Philosoph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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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가 학생들에게 단순히 논리학의 이론 그 자체를 가르치려고 했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유용한 논리적 추론 능력 및 지적 능력을 길러 주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40년대에 이르면, 학위 시험 과목에서도 심리 철학 및 논리학은 분명한 자

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UCL에서 B.A.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논리 및 도

덕 철학’ 시험을 보아야 했는데, 여기에서는 워틀리의 논리학 일부와 자연신학자

로 유명했던 윌리엄 패일리(William Paley, 1743-1805)의 『도덕 철학 및 정치

철학의 원리』(The Principles of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1785), 그리

고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조셉 버틀러(Joseph Butler, 1692-1752)의 『인간 본

성에 관한 세 가지 설교와 미덕에 관한 논설』(Three Sermons on Human

Nature and Dissertation on Virtue, 1726)을 공부해야 했다. 또한 M.A. 학위를

위한 시험 과목에는 논리학을 포함하여 도덕철학, 심리 철학, 정치 철학, 그리고

정치 경제학의 분야들이 포함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시험을 위해서는 베이컨의

『신 오르가논』의 첫 부분과 버틀러의 『자연의 본질과 진로에 관한 자연 및

계시 종교의 유추』(The Analogy of Religion, Natural and Revealed, to the

Constitution and Course of Nature, 1736), 그리고 스튜어트의 『도덕철학의 개

요』(Outlines of Moral Philosophy, 1793)를 공부해야 했다. 따라서 호퍼스의

초기 계획과 개설 과목, 그리고 학위 시험 과목 등을 감안할 때, UCL에서 논리

학 교육이 부재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130)

그러나 구체적으로 호퍼스의 강의에 대한 평가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조금 달

라졌다. UCL의 역사를 집필했던 벨롯은 호퍼스에 대해 평가하면서 그를 철학

및 논리학 교수로 선택한 것은 한마디로 “칼리지에서 철학 공부를 몰살시켰던

끔찍한 선택(disastrous choice)”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그가 이렇게 평가를 내렸

던 데에는 1920년대 말에 J. B. 벤슨(J. B. Benson)이 1860년대의 UCL를 회고하

면서 썼던 아래 글의 내용이 큰 영향을 미쳤다.

“[호퍼스는] 정해진 시간에 손에는 강의 원고를 들고, 겨드랑이 사이로는 책이나

신문을 끼고서 칼리지로 걸어 들어오곤 했다. 그는 상담실 반대편에 있던 작은

강의실의 그의 자리에 앉았다.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1928), p. 470.

130) Hicks, "A Century of Philosophy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p.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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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얼굴을 강의 원고에 묻고서는 궁시

렁거려서 예민한 귀가 아니면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고, 설

령 뭔가를 들은 이들은 그것이 별 쓸모없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더없

이 양심적이어서, 학생이 있든 없든, 혼자 있을 땐 책이나 신문을 읽고, 누구라도

들어오면, 강의 원고를 읽으며 그에게 주어진 시간동안 자리를 지켰다. 어느 날

칼리지의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던 새로운 학생이 실수로 호퍼스 교수의 강의

실에 들어갔다. 신문이 아래로 내려가고, 원고가 올라왔다. 하지만 교수의 머리가

원고 속에 파묻혀 있자,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교수가 못 알아채게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131)

물론 이러한 평가에 대해 UCL의 철학 교수인 조너선 울프(Jonathan Wolff,

1959-)는 벤슨이 UCL에 입학한 게 1864년이고, 그가 호퍼스에 관해 회고할 무

렵은 호퍼스가 퇴임을 얼마 앞두지 않은 때였으므로, 벤슨이나 벨롯의 평가는

젊은 시절의 호퍼스를 평가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1927-28

년경 자신의 학과의 역사를 집필했던 UCL의 철학 교수 조지 도즈 힉스(George

Dawes Hicks, 1862-1928)의 원고에 바탕해 호퍼스를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깊

은 관심을 기울였던 충실한 교수로 평가하였다.132)

그러나 호퍼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단지 벤슨 한 사람의 것만은 아니었음

을 감안할 때, 벤슨의 설명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호퍼스에 대

한 부정적인 평가는 1868년 UCL 위원회의 의장이었고, 이후 심리철학 및 논리

학 교수좌에 6천 파운드를 기부해 이 교수좌에 자기 이름을 넣었던 조지 그로트

(George Grote, 1794-1871)의 부인이 남편을 회고하면서 썼던 전기의 내용과도

겹치는 것이었다. 그녀는 호퍼스가 퇴임할 무렵을 회고하면서, 호퍼스가 UCL의

논리학 교수좌를 30년 넘게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들은 극소수로 줄어들었고”, “그 분야는 칼리지[UCL]에서 죽어 없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호퍼스 박사의 사임 소식이 전해졌을 때,

보다 더 능력있는 교수가 임용될 거라 기대해 역사가들은 만족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회고하였다.133)

131) Bellot, University College London, p. 111. 재인용(J. B. Benson, “Some Recollections

of University College in the Sixties,” ms, UCL Special Collection).

132) Wolff, “Philosophy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p. 7.

133) Harriet Grote, The Personal life of George Grote. Compiled from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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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UCL 위원회의 한 사람이었던 그로트는 호퍼스가 UCL의 초대 ‘심리철학

및 논리학’ 교수 후보로 논의될 때, 교회 목사라는 점 때문에 최초의 세속칼리지

인 UCL의 교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끝까지 반대했었다. 따라서 호퍼스

의 임용 역시 그로트가 잠시 자리를 비워 칼리지 임용 회의에 나오지 못하는 기

간 동안에 이루어졌다.134) 이후 그 사실을 안 그로트가 UCL의 위원회 직을 사

임했으므로 그가 호퍼스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겼을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러한 견해가 그 부인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호

퍼스의 제자들 회고록을 살펴볼 때, 그로트 부인의 회고를 근거 없는 것만으로

치부하기는 힘들다. UCL 출신 중에 전기나 회고록에서 UCL 시절을 아주 자세

하게 소개하는 경우에도, 호퍼스의 강의에 대한 언급은 도무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령, 1848년에 ‘지성 및 도덕 철학’(Intellectual and Moral Philosophy)

분야로 석사학위를 받았던 배젓은 학부 시절 호퍼스의 집에서 기숙하고 있었는

데,13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퍼스의 논리 및 철학 교육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

지 않았다.

이는 가령, 아래와 같이 배젓이 드 모르간의 수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

쳐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확실히 비교되는 것이었다.

“저는 요즘 순수 수학을 공부하느라 바쁩니다. 최근 수론의 일부를 읽고 있는데,

드 모르간은 그것이 머리 회전에 가장 훌륭한 연습이며, 읽기 능력과 기억력을

자극하는 확실히 힘든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136)

Documents, Private Memoranda, and Original Letters to and from Various Friends
(London: J. Murray, 1873), p. 279.

134) 그로트는 이 일을 계기로 UCL를 떠났는데, 이후 1849년에 다시 UCL 위원회의 회원이

되었고, 1868년에는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G. Croom Robertson, "Grote, George",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1885-1900, Vol. 23, p. 287, 290.

http://en.wikisource.org/w/index.php?title=Grote,_George_%28DNB00%29&oldid=2338811

(2011년 8월 20일 접속)

135) 이즈음 호퍼스는 자신의 집에서 UCL 학생들을 받아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배젓의

UCL 시절을 이야기하는 5장의 첫 두 페이지에는 배젓이 호퍼스의 집에 들어간 이후 함

께 생활하게 된 동기생들의 문제를 알게 되어 호퍼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 이로 보아 이 시기 호퍼스가 UCL 학생들을 받아 하숙을 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Mrs. Russell Barrington, The Works and Life of Walter Bagehot,
vol. 10 (The Life),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915) The Online Library Of

Liberty edition

http://files.libertyfund.org/files/2265/Bagehot_1451-10_EBk_v5.pdf, pp.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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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배젓의 경우에만 예외였던 것은 아니었다. 후일 경제학자이자 논리학자로

활동했던 제번즈는 1851년과 1859년 두 번에 걸쳐 UCL을 입학해 다녔는데, 이

후 그의 부인이 그의 글들과 편지들을 모아 엮은 책에는 그의 UCL 시절이 자세

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제번즈가 자신이 수강하는 강의에 대해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자세하게 소개하였던 편지들에는 드 모르간의 수학 수업에 관한 내

용이 자주 등장하였다. 다음의 편지들을 통해 그가 드 모르간의 수학 강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너는 무엇을 읽고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지도해주길

바라는데, ... 칼리지에 입학해서 드 모르간의 수학 수업을 들어보렴. 수학의 유용

성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중의 하나지만, 내가 그의 강의에서 그리 돋보이거

나 성공적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강의로부터 큰 혜택을 얻었다고

느낀단다. 수학은 정신을 훈련시키는 체조 같아서 정신의 형태와 활동을 명확히

활기차게 만든다. 하지만 물론 그것은 네 육체만큼이나 네 정신을 어떻게 응용해

서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137)

“요즘 칼리지 강의가 좀 지겹게 느껴진다. … 하지만 점점 더 드 모르간을 수학

의 진정한 보고로 존경하게 된다.138)

논리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자신이 수강하는 강의들에 대해 편지를 통해 자세

히 소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번즈 역시 호퍼스와 그의 강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호퍼스는 재임 당시 거의 글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강의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를 얻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139) 그러나 그의 교수 요목 등을 살펴

136) Barrington, The Works and Life of Walter Bagehot, p. 107.
137) Barrington, The Works and Life of Walter Bagehot, pp. 88-89.
138) Barrington, The Works and Life of Walter Bagehot, p. 150.
139) 호퍼스는 베이컨에 관한 글 한 편을 제외하고는, 논리학 및 철학에 대해 논문이나 교재

를 출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힉스는 당시 잉글랜드가 철학

연구의 불모지였을 뿐만 아니라, 철학 연구를 출판할 수 있는 학회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

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Hicks, "A Century of Philosophy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p. 471. 하지만 당시 스튜어트나 해밀턴 같은 이들이 굳이 전문 학회지나 전문

교재가 아니어도 다양한 대중 저널들을 통해 자신의 견해들을 전달하였음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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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그는 강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심리 철학 및 논리학 교수로서 학문적으로

훌륭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그가 자신의 강의 분야에 대해 설명하였던

1830년의 글에서도 잘 드러났다. 그가 피타고라스부터 시작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거쳐, 베이컨과 데카르트, 그리고 로크 등의 철학을 논하는 것을 살펴

볼 때, 그가 논리학 및 철학의 지식에 박식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 역시 꿰뚫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140) 이는 초기 그로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그의 임용이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임용되었던 것에서

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증언들을 통해 유추해볼 때, 당시 호퍼스의

강의가 학생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으며 수강생 역시 매우 적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거기에는 그의 논리학 및 철학 강의가 필수 과목이 아니었던 데다, 1, 2학

년이 아닌 3학년에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실제 수강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

았다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141) 더구나 당시 잉글랜드의 대학들에서 논리학

분야는 그다지 관심을 끄는 분야가 아니었다.142) 교과 과정과 관련해서도 호퍼스

의 관심은 점차 철학사나 도덕 철학 분야로 흐르고 있었다.143) 결국 그의 강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논리적인 사고력 및 추론력을 훈련시키는 것과는 달리, 최근의

심리 철학 및 도덕 철학과 관련하여 최신의 철학적 논의들을 깊이 있게 소개하

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드 모르간이 학생들의 논리

사고력 도야의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었다.

그는 수학을 공부하기 전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힉스의 설명은 다소 궁색하게 느껴진다.

140) Hoppus, "An Essay", pp. 6-15.

141) London University, Second Statement, p. 21.
142) Hicks, "A Century of Philosophy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p. 471.

143) 예를 들어, 1853-54년의 강의를 살펴보면, 그는 데카르트의 철학으로부터 시작해, 말브

랑슈(Nicolas Malebranche), 스피노자(Baruch Spinoza), 라이프니츠(Gottfried Leibnitz), 칸

트(Immanuel Kant), 그리고 피히테(Johann Fichte)의 철학을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이어

1854년에서 1855년 사이에는 로크(John Locke)와 볼프(Christian Wolff), 칸트, 그리고 피

히테의 철학을, 1857년에서 1858년 사이에는 셸링(Friedrich Schelling)의 철학에 대해 깊

이 다루고 있었다. 도덕 철학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는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커드워스(Ralph Cudworth)로부터 시작해, 홉스(Thomas Hobbes), 맨더빌

(Bernard Mandeville), 클라크(Samuel Clarke), 버틀러, 벤담, 그리고 밀(James Mill)의 윤

리 체계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었다. Hicks, "A Century of Philosophy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pp. 47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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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 과정 체계나 호퍼스의 논리학 및 철

학 수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당시 UCL에서 수학 공부를 하기 전이나 혹은 하

는 동안 논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없었다. 드 모르간은 1836년 복귀하

면서 수학의 일부를 ‘형식 논리’로 재구성하여 수학 교육을 통해 논리를 가르치

고자 계획하였다. 이는 당시 UCL의 논리 교육의 상황을 고려해야만 제대로 이

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144)

이후 드 모르간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논리적인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

다. 가령, 학생들은 입학 후 가장 먼저 1학년 초급반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었는

데, 이 때 1학년 초급반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기하학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하학의 예비 개념들”이라고 적힌 논리 교육에 관한 노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가 기하학의 정리들이 기반해 있는 원리를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기하학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논리적인 개념과 사고 과정

을 제대로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145)

이러한 태도는 단지 기초 과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도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그는 고등 수학 분야들을 가르치면서도 학생들에게 그 수학적 논

의 아래에 있는 논리적인 측면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는 드 모르간이 복귀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838년경에 그

의 2학년 심화반 수업을 수강했던 허튼의 회고를 통해서도 잘 드러났다.

“당신도 알듯이, 드 모르간 시기에 UCL에서는 수학 강의 시간에 수학을 가르치

는 수업만큼이나 논리를 가르치는 수업이 많았습니다. … 배젓씨는 저와 동급생

이었는데, 우리들 사이의 주된 논의 주제는 수학 수업에서, 특히 극한 이론과 확

률 이론, 미적분학, 그리고 기호가 원래의 정의를 갖지 않고 새롭고 확장된 개념

을 지니도록 응용하는 문제[기호 대수학의 문제]에 관한 당신 남편[드 모르간]의

강의에서 떠오른 논리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146)

드 모르간이 논리적인 사고력 및 추론 능력을 기르는 데 신경을 썼던 점은 부

인이 썼던 전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드 모르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부인

은 드 모르간의 동료나 제자들과도 자주 교류했다. 특히 드 모르간 사후에 그의

144) De Morgan, "The Mathematician: Their Value in Education", p. 139.

145) De Morgan, "On the Method of Teaching Geometry, Part Ⅱ,", pp. 238-9.

146) S. De Morgan, Memoir,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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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쓰면서는 다양한 이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드 모르간의

전기에서 그녀는 “[드 모르간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최대의 지적 자산 가운데 하나인,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정확하게 추론하는 지적

습관은 그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고 언급했음을 지적하였다. 드 모르간의 논리

교육에 대해 언급했던 이가 허튼과 배젓만은 아니었던 것이다.147) 이렇듯 드 모

르간으로부터 직접 수학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의 증언을 살펴볼 때, 드 모르간

은 수학 강의 시간에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

을 길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148)

그리고 그러한 논리 사고력 도야에 대한 관심은 수학 교육에 대한 헌신에서부

터 비롯되고 있었다. 이는 단적으로 드 모르간이 해밀턴(William Rowan

Hamilton)과 나누었던 편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났다. 드 모르간은 논리 연구와

관련하여 해밀턴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평생 긴밀하게 교류했다. 1854년 해밀턴

이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쿼터니온에 대해 드 모르간과 보다 더 깊이 대화하며

논의하고자 했을 때, 드 모르간이 해밀턴에게 보냈던 다음의 편지 내용은 그의

연구와 삶 속에서 수학 교육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쿼터니온 계산은 거의 완전한 하나의 계산법입니다. 나는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사숙고할 정도로 깊이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

든 것들은 직접적으로 교육의 문제로부터 연유된 것들입니다. … 나는 이제껏 내

직업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시간 이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매년

네 개의 다른 반 학생들을 일주일에 3번씩 만나면서 유클리드와 산술의 법칙으

로부터 시작해서 정적분과 같은 분야들에 이르기까지 수학의 전 분야들을 가르

칩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내 관심을

사로잡지 못합니다.”149)

147) S. De Morgan, Memoir, p. 170.
148) 수리적인 방식의 논리 연구가 발전하면서 논리학의 일부 분야들이 수학 교육의 영역으

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가령, 불이 벨파스트의 퀸즈칼리지의 수학 교수가 되었을 때, 그

는 수리 물리학의 분야들을 자연 철학 교수였던 잉글랜드에게 넘기고, 대신 논리학의 일

부, 즉 ‘귀납 논리(Logic of Induction)’를 자신의 교수 분야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Maziere Brady, Report on the Condition and Progress of the Queen's University in
Ireland, from 1st Sep., 1856, to 1st Sep.,(Dublin: Alex Thom and Sons, 1858), p. 202.

149) "De Morgan to William Rowan Hamilton, April 29, 1854", Robert Graves, Life of Sir
William Rowan Hamilton (London: Longmans, 1889), Vol. 3, p.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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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엇보다도 수학 교사였고, 누구보다도 교육에 충실했던 수학자였다.

6.4. 논리 대수와 수리 논리의 발전

6.4.1. 대수학의 논리적 체계화

이렇듯 학생들에게 수학을 통해 논리를 가르치려는 노력 속에서 이후 드 모르

간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갔다. 기존의 비판에 맞서 대수학을 보

다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는 것과 대수 기호와 같은 형식 기호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논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중 전자의 경우는 1842년에 쓴 “대수학의 기초에 대하여"(On the

foundations of algebra)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 글을 살펴보면, 드 모르간이

대수 분야를 크게 “기법 대수”(technical algebra)와 “논리 대수”(logical algebra)

로 나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기법 대수를 기호에 대해 정의

가 주어지면 그 “규칙에 기반해 기호를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했고, 논리 대

수는 “주된 기호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로부터 유도된 기호 연산의 결과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라고 규정하였다.150) 그런 다음 기법 대수

에 고등 대수학의 분야들과 함께 피콕의 기호 대수학의 분야들을 포함시켰다.

1830년대 중반, 휴얼이 프랑스의 해석적·대수적 방법들을 비판하고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회귀했을 때, 드 모르간은 대수학의 논리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는 과정

에서 워렌과 피콕의 기호대수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수학이 형식 논리로

다시 씌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도달하면서, 드 모르간은 일반적인 기호 대수학

의 내용들을 기법 대수의 분야로 밀어 넣기 시작했다151). 기호 대수학에서는 각

각의 기호나 연산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양한 대수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그러한 대수 체계가 모두 논리 정연하고 완성된 대수 체

150) De Morgan, "On the Foundation of Algebra Ⅰ", Transactions of the Cambridge
Philosophical Society 7 (London: University Press, 1842), p. 173.

151) 파이시어는 휴얼의 해석학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이후 기호 대수학의 논의들이 제대로

발전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Pycior, “De Morgan's Algebraic Work”,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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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호의 의미를 제대로 설

명하지 않은 채 연산 기법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논리학자들이 수리 과학의 특

징이라고 비판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특정한 정의에서 하나의 결과가 나올 때,

다른 정의에서는 다른 식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저 의미 없는 규칙들로 이루

어진 연산 기법에 불과해 더 이상 과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즈음에

이르러 그에게 기호 대수를 공부하는 것은 “그저 미리 규칙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 다양한 배열 방식이 나타나는 중국 퍼즐이라 불리는 유명한 장난감을 사

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152)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 모르간에게 워렌이나 피콕의 기호 대수학 체계는

기존의 기호 및 연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일반 대수의 논리적인 연산

체계들을 모두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가장 유력한 후보 체계이긴 했다.153)

그러나 이들은 복소수 자체를 명확하게 정의내리지 않은 채, 다양한 연산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복소수를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었다. 우선, 워렌의 경우, 복소

수를 지수 연산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소개하였는데, 선분 a가 기준 선분에 대

해 각 A 만큼 기울어져 있을 때(0<A<360°) a를

라고 정의한 뒤, 







을 a가

기준 선분에 대해 각 


  · 도만큼 기울어져 있는 선분이라고 규정하였

다. 그런 다음 이를 확장하여 –1의 제곱근 은 기준 선분에 대해 각각 90°와

270° 기울어져 있는 
 
 





과 
 
 





로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는

복소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복소수가 포함된 연산을 지

수 연산의 방식으로 논의하면서 다양한 대수 연산에 관한 논의로 넘어가고 있었

다.154) 이후 삼각법에 관한 논의로 넘어가서도 <그림 6-4>의 AB가 단위 선분

152) De Morgan, "On the Foundation of Algebra, No. Ⅱ", Transactions of the Cambridge
Philosophical Society 7 (London: University Press, 1842), p. 289.

153) 파이시어는 드 모르간이 1830년대에 피콕의 기호 대수학에 몰두하다가 “대수학의 기초

에 대하여”(1842)에서는 기호 대수를 논리 대수로 가기 전의 단계로 묘사하면서 일종의

기술로 바라보고, 『삼각법과 이중 대수』(1849)에서는 하나의 과학 분야로 규정하는 것을

통해 이 시기 드 모르간의 대수 연구가 “모호한 단계ambivalent stage"에 있었다고 이야

기한다. Pycior, "De Morgan's Algebraic Stage", pp. 221-225.

154) -1이 수직선의 왼쪽에 위치하여 기준선으로부터 180〫〫〬기울어져 있는 선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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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복소수를 설명

하기 위한 2차원 원 모델, 출처:

Warren, A Treatise on the

Geometrical Representation, p.

102.

이고, 각 BAF가 θ, 원주가 2π 일 때,

  cos  ,   sin , 그리고

  


라고 설명하면서 cos  sin

을 




로 정의내리고 있었으나, 이 경우에도

복소수의 명확한 정의에 관한 논의는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었다.155)

한편, 피콕은 워렌의 방식을 받아들여 응용

하면서도 을 하나의 수로 보기보다는 주

어진 조건 속에서 특정한 양에 가해지는 하나

의 작용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a가 기준

선에 대해 주어진 각만큼 기울어진 선이라고

가정하면, 은 선분 a를 약속한 각만큼 이동시킨 것이 된다. 그런데

은 a에 이라는 작용을 두 번 가한 것이 되고 그것이 –a로

180°만큼 이동한 것이 되므로 는 선 a를 90°만큼 이동시킨 것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때 은 굳이 기하학적인 선분이라는 양에만 적용되는 것

이 아니라 힘이나 속도와 같은 물리적인 양이나 이득과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수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호라고 생각했다.156) 마찬가지 방식으로 삼각법의 논

의에 응용할 때에는, cos  sin  의 경우 cos  sin 

cos  sin ×cos  sin   이므로, 1의 n 제곱근 




의 값의

하나인 을 기준선에 대해 θ만큼 각을 이루는 이라고 정의하면,

cos  sin와 cos  sin은 서로 역의 관계에 놓이게 되어 각각

와  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도 복소수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체계화는 교묘하게 회피되고 있었다.157) 음수나 복소수에 일관된 개념 체계를 부

과 
 






은 각각 

  · 와 


  ·   

만큼 기울어진 선분이 되어 현대적 의미의 와  가 된다. Warren, A Treatise on the
Geometrical Representation, pp. 29-75,

155) Warren, A Treatise on the Geometrical Representation, pp. 102-110.
156) Peacock, A Treatise on Algebra, pp. 36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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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드 모르간이 제시한 음수에 관한 수직선 모델, 출처: De Morgan,

Trigonometry and Double Algebra, p. 96.

여하면서도 자연수로부터 복소수에 이르는 모든 수의 영역을 아우를 수 있을 논

리적인 대수 체계는 워렌이나 피콕의 논의에서는 발견하기 힘들었다.

결국 워렌과 피콕의 논의의 한계를 파악한 드 모르간은 그 자신 스스로 음수

와 복소수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 대수의 체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158) 그는 “대수학의 기초에 대하여”(On the Foundation of Algebra)라

는 제목으로 1839년부터 1844년 사이에 『케임브리지 철학회보』(Transactions

of the Cambridge Philosophical Society)에 총 4편의 논문을 실었는데, 그 논문

들에서 발전된 아이디어가 이후 1849년의 『삼각법과 이중 대수』

(Trigonometry and Double Algebra)로 완성되었다. 여기서 그는 먼저 음수를

기존의 정·반의 논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즉, 그는 일차원의 수직

선에 기준이 되는 영점을 잡고 영점의 오른쪽 방향의 단위 선분 U를 잡아 U의

배수가 되는 양을 양수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양수와 정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음수는 영점을 기준으로 왼쪽 방향의 단위 선분 -1을 사용해 그 배수로 표현하

였다(<그림 6-5> 참조). 그는 이것을 ‘단일대수’(common or single algebra)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양의 증가 및 감소 등이 수직선의 길이

에 관한 논의로 변형되어 논의될 수 있다고 보았다.159)

문제는 이처럼 일차원의 수직선을 사용할 때, 과 같은 복소수를 표현하

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는 복소수를 위해, 2차의 좌표 평면으

로 논의를 확장하여 크기와 방향의 두 요소를 모두 지니는 기호를 고안하였다.

(a, )가 바로 그것으로, 그는 이렇게 표현되는 복소수가 2차원 평면 위의 선분

가운데 a의 길이를 지니고 기준선에 대해 각 만큼 기울어진 선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때 1은 (1, 0), -1은 (1, π), 은 (1, 

)가 되고,

157) Peacock, A Treatise on Algebra, pp. 381, 386-391.
158) De Morgan, "On the Foundation of Algebra, No. Ⅱ", p. 290.

159) De Morgan, Trigonometry and Double Algebra, pp. 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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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설명하는 모델, 출처: De Morgan,

Trigonometry and Double Algebra,

p. 122.

(a, +2mπ)는 (a,)와 같은 선분이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사칙 연산은 1837년의

『삼각법의 원리』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벡터 대수적 의미를 부여하여 계산하였

다. 이 경우 A=(a, ), B=(b, β)일 때, 다음의 식이 만족된다.

A±B= cos  sin ±  cos  sin
= cos±cos sin± sin

= cos± cos  sin± sin tan 
cos± cos
sin± sin

)

=  cos sin  cos sin±coscos sinsin ,
tan 
cos± cos
sin± sin

)

= (   ± cos   tan 
cos± cos
sin± sin

)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면, A×B=(ab, +

β), 그리고 A÷B=(

, -β)가 된다. 그 결과

<그림 6-6>의 경우에서, ON은 (a, 0) 혹은 a

가 되고, NP는 (b, 

) 혹은 가 되

어 『삼각법의 원리』에서의 선분의 덧셈 정

의에 따라 R은  이 된다. 그리고

  cos(r이 R의 길이일 때)이고,

  sin일 때, R 혹은 (r, ρ)는

cos sin이 된다.

이렇듯 복소수를 두 가지 요소를 지니는 기호로 표현하여 기하학적으로 설명

함으로써 드 모르간은 실수를 포함하여 다양한 복소수의 연산들을 논리적이고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160) 이 때 선분을 가리키는 기호가 선의 길이와 방

향이라는 두 가지 독립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대수를 이중대수

(double algebra)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특정 기호가 기존의 의미를 벗어나 새

로운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워렌과 피콕의 논의를 완성한 것이었다는 측면

160) De Morgan, Trigonometry and Double Algebra, pp. 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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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신의 이중대수를 진정한 기호 대수의 시작이라고 규정하였다.161)

6.4.2. 논리의 수리적 체계화

이렇듯 대수학을 완벽하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야로 확립하는 동안, 드 모

르간은 형식 기호를 이용해 완전히 논리적인 수학 문법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집중하였다. 당시 대수학은 이미 형식 기호를 통해 완벽하게 논리적인 분야로

거듭나고 있었던 반면, 기하학은 서술형의 문장들로 표현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었다. 따라서 1831년의 논의를 이어 기하학적인 명제들을 형식 기호

를 통해 논리 체계로 재구성하는 문제에 대해 몰두하기 시작했다.162) 그는 당시

기하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학생들에게 기하

학을 처음 가르칠 때 학생들이 주어진 명제와 그 명제의 역의 개념을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즉, 학생들 대부분이 ‘모든 정사각형의

네 변은 같다’라는 명제를 보고, 그것이 ‘네 변이 같은 사각형은 모두 정사각형

이다’라는 명제와 동일한 명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실

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삼단 논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논리적인 연역 과정을 먼

저 가르쳐야 한다고 보았다.163)

앞에서도 언급했듯, 드 모르간은 유클리드의 『원론』을 완전한 논리 교재라

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1837년의 글 “수학자: 그들의 교육적 가치”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그에게 “유클리드의 책은 전체적으로 정리들의 모호한 구

161) 복소수를 실수의 순서쌍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1831년의 논문에서 윌리엄 로완 해밀턴이

처음 제시하였다. 그는 실수의 순서쌍  를 하나의 ‘쌍(couple)’이라고 정의하면서 덧

셈과 곱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가 되고 ·      가 된다. 복

소수와 쿼터니언에 대한 해밀턴의 연구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Crowe, A
History of Vector Analysis, pp. 17-42. 드 모르간과 해밀턴은 평생을 긴밀하게 교류하였

으므로 각자의 연구가 발전하는 데 상대편의 관점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짐

작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드 모르간이 복소수를 길이와 각의 순서쌍으로 제시

했던 방식에서 해밀턴의 영향을 엿볼 수도 있다. 그러나 드 모르간이 피콕과 워렌의 방식

을 종합하여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이중 대수의 성과를 해밀턴의 것으로 간주하기는 힘들

것이다. 한편, 같은 해 드 모르간은 『삼중대수』(On Triple Algebra) 역시 출판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이중 대수를 삼차원 공간으로 확장하여 발전시킨 체계였다.

162) De Morgan, "On the method of teaching geometry II", pp. 237-251., esp., p. 3.

163) De Morgan, “On Mathematical Instruction” Quarterly Journal of Education 1(1831),
pp. 272-273.; Rice, “What Makes a Great Mathematics Teacher?”, p.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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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로서, 어떤 것은 순수하게 오로지 논리적이지만, 다른 것은 혼합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가설을 통해 하나의 결론과 또 다른 결

론을 연결시키면서 그 과정에 존재하는 차이에는 그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

는, 미숙하게 이어 붙인 추론”에 불과했다. 그는 그 원인을 유클리드가 아리스토

텔레스 이후의 논리 연구들을 활용할 수 없었던 것에서 찾았다. “유클리드 『원

론』의 기초 기하학 부분만을 본다면, 사고력 도야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 역시 존재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유감이지만 대체물

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드 모르간은 1831년에 고안했던 방식을 보다 일반화하여 기하학적 명제

들을 형식 기호로 재구성함으로써 1837년에 생각했던 ‘형식 논리’의 목표를 달성

하는 데 몰두하기 시작했다. 이후 1839년에 “논리의 첫 번째 개념”(First Notion

of Logic: Preparatory to the Study of Geometry)이라는 제목의 짧은 팜플렛에

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시켰는데, 이것이 이후 1847년의

『형식 논리』(Formal Logic: or, The Calculus of Inference, Necessary and

Probable)로 결실을 맺었다.164)

이 때 1847년의 성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831년 『수학 공부와

그 어려움에 관하여』에서 논의했던 방식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학

공부와 그 어려움에 관하여』에서는 기하학의 명제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러한 명제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책으로 △나 O 같은 간단한 기호들

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1847년의『형식 논리』에서는 명제를 표현하는 기호를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제시하였다(<표 6-2> 참조). 우선 어떤 “문

장의 논리적인 진위”는 “문장의 구조에 있지,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사물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165) 따라서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것은 그 내용을

제거하고 그냥 X 혹은 Y로 명명하였고, 기존의 삼단논법의 모든 정리들은 크게

긍정의 경우와 부정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판단하여 ‘X is Y’나 ‘X is not Y’

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 경우, 1831년에 표현한 방식과 1847년의 방식을 비교

164) De Morgan, First Notions of Logic, Preparatory to the Study of Geometry (London:
Taylor & Walton, 1840). 팬테키(Panteki)는 1846년의 “삼단논법에 관하여On the

Syllogism"가 본격적으로 형식 논리를 추구한 첫 논문이라고 본다. Panteki, "French

'Logique' and British 'Logic'", p. 280.

165) De Morgan, Formal Logic: or, The Calculus of inference, necessary and probable,
(London: Taylor and Walton, 1847),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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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수학 공부와 그 어려움에 대하여』 1847년, 『형식 논리』

1. A All the △ is in the O

A All the ○ is in the □

∴ I Some of the □ is in the △

2. A All the △ is in the O

E None of the O is in the □

∴ E None of the □ is in the △

3. E None of the △ is in the O

A All the ○ is in the □

∴ O Some of the □ is in the △

4. E None of the △ is not in O

I Some of the ○ is in the □

∴ O Some of the □ is not in △

1. Every X is Y

Every Y is Z

Some Zs are X

2. Every X is Y

No Y is Z

No Z is X

3. No X is Y

Every Y is Z

Some Z are X

4. No X is not Y

Some Ys are Z

Some Zs are not Xs

<표 6-2> 1831년과 1847년의 드 모르간의 삼단논법 비교

해보면, <표 6-2>와 같이 된다.166)

이렇듯 보다 추상적인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시키면서 드 모르간은 이에서 머물

지 않고,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명제들을 포괄하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어떤 용어들은 “불완전한(imperfect)”이나 “인간이 아닌(non-human)”

과 같이, 용어 안에 부정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들이 존재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부정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위해 주어진 명제에서 논의

하는 대상 전체를 의미하는 “논의 세계(universe)”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경

우 X가 주어진 논의 대상의 “집합(class)”을 의미한다고 가정할 때, no X는 전

체 논의 세계에서 X가 아닌 모든 것들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No X is Y”라

는 긍정의 명제와 “Every X is not Y”라는 부정의 명제는 논리적으로 동치가

된다.167) 주어진 대상의 부정을 그 대상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논의 대상의 영역

에 포함시키고, 그런 대상들로 구성된 복합 명제들을 논리적으로 논의하고자 했

던 것은 드 모르간의 획기적인 성과였다. 이는 그의 이름이 붙은 ‘드 모르간의

법칙’에서도 잘 드러났다. 명제 'X and Y'의 부정이 명제 ‘no X or no Y'와 동

치라는 것은 형식 논리의 논의 속에서 다음의 식·   로 간단히 정

리될 수 있었고, 명제 ‘X or Y'의 부정이 명제 ‘no X and no Y'와 동치라는 것

166) De Morgan, Formal Logic, pp. 1-25.
167) De Morgan, Formal Logic, pp. 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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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로 간단히 표현될 수 있었다.

이렇듯 부정 명제 대신 부정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 no X 등을 명제의 주어에

삽입시키는 방식으로 드 모르간은 술어를 양화할 수 있었는데, 이후 논리에 관

한 논의에는 명제의 주어와 술부에 명제 X와 Y 외에도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

는 명제 x와 y를 함께 포함시켜 논의할 수 있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X와 Y에

관해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방식의 술어를 생각하여 모든 명제들을 네 가지 카

테고리의 논리 명제들(A, E, I, O)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형식 논리

에서는 X와 Y 외에도 X와 y, x와 Y, 그리고 x와 y의 경우에 관해 논의함으로

써 모두 24가지 종류의 명제들로 확장해 나갔다. 그리고 A 형태의 ‘Every X is

Y’는 X)Y와 같은 방식으로, E 형태의 ‘No X is Y’는 X.Y의 형태로, O 형태의

‘Some Xs are not Ys’는 X:Y로, 그리고 I 형태의 ‘Some Xs are Ys’는 XY와 같

은 식으로 표현한 뒤, 서로 동치인 것들을 제하여 총 여덟 가지의 서로 다른 종

류의 명제들로 정리하였다(이 경우, =는 동치를 의미하고,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명제에 대해서는  ,  ,  , 가 되고,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는 명제에 대해서는  ′ ,′ ,′ , ′가 된다.)(<표 6-3> 참조)168) 이러한 과정을 통

해 드 모르간은 보다 다양한 명제의 논의들을 보다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

여 단순화할 수 있었다. 술어의 양화를 통해 형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명제를

다양화함으로써 논리적인 논의들을 대수 방정식과 같은 형식적 방식으로 체계화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기존의 논리학에서 단순 명제들만이 논의되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그러한 명제들을 “+”(conjunction) 기호로 연결함으로써 복합 명제들을 다루는

시도를 보였다. 이 때 예를 들어, X)Y+x)y의 경우, 모든 X가 Y이고 모든 x가 y

이면 X와 Y가 일치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인 경우로 이를 D로 표기하였

다. 그리고 X)Y+Y:X의 경우, 모든 X가 Y가 되고 어떤 Y는 X가 아니면 Y의 경

우가 X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는 ‘Subidentical’이라고 명명하며 으

로 표현하였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xy+X:Y의 경우에는, 모든 Y가 X이고 어떤

X는 Y가 아니면 X보다 Y의 경우가 더 많아져 X가 Y에 대해 ‘Superidentical’하

다고 규정하고 이를 ′로 나타내었다. 한편 X.Y+x.y와 같이 어떤 X도 Y가 아

168) De Morgan, Formal Logic, pp. 60-61, 72-73, 87-90. 임의의 명제 X, Y에 관해서

Every X is Y인 경우를 (sub A라고 읽음)으로 표현하고, X, Y의 부정 개념을 담은

명제 x, y에 대하여 Every x is y인 경우를  ′ (super A라고 읽음)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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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x)y=+ ′=D
X)Y+Y:X=+′=

xy+X:Y= ′+=′
X·Y+x·y=+′=C
X·Y+xy=+′=

x·y+XY=′+=′
…

X)Y+Y)Z=X)Z ′′ ′
Y:Z+Y)Z=Z:X ′′
X)Y+Z:Y=Z:X ′′
x.y+Y)Z=x.z ′′
X:Y+y.z.=XZ ′ 

…

<표 6-4> 형식 논리의 복합 명제들과 복합 삼단논법, 출처: De

Morgan, Formal Logic, pp. 86-89.

 X)Y Every X is Y’ = X.y No X is y = y)x Every y is x

 X:Y Some Xs are not Ys = Xy Some Xs are ys = y:x Some ys are not xs

 X.Y ‘No X is Y’ = X)y ‘Every X is y’ = Y)x Every Y is x

 XY Some Xs are Ys = X:y Some Xs are not ys = Y:x Some Ys are not xs

 ′ x)y Every x is y = x.Y No x is Y = Y)X Every Y is X

′ x:y Some xs are not ys = xY Some xs are Ys = Y:X Some Ys are not Xs

′ x.y No x is y = x)Y Every x is Y = y)X Every y is X

′ xy Some xs are ys = x:Y Some xs are not Ys = y:X Some ys are not Xs

<표 6-3> 형식 논리의 명제들, 출처: De Morgan, Formal Logic, pp. 60-61.

니고 어떤 x도 y가 아니면 X와 Y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를 ‘Subcontraries’라고 부르고 C라고 표기하며, 마찬가지 방식으로 과

′를 설명하였다(<표 6-4>의 왼쪽 열 참조). 그리고 그것을 삼단 논법의 논의

에도 적용하였다(<표 6-4>의 오른쪽 열, 이 때 =는 ‘따라서(consequently)’의 의

미).169) 이를 통해 복합 명제들과 복합 삼단논법의 논의들을 간단한 기호들로 형

식화할 수 있었다.

169) De Morgan, Formal Logic, pp. 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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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모르간은 이러한 형식 논리를 논하면서 “보고 듣고 만지는 감각 이외의 인

지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논리학자들의 언어가

다양한 경우에 응용될 수 있을 만큼 그 용어들이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논의의 형태와 연산의 법칙을 추상화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또 하나의 새로운 논리를 개발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이름을 다루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물질이나 아이디어

를 다루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가

져서 올바른 결론이 도출되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 결론이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진정한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170) 그는 이러한 새

로운 논리를 새로운 ‘대수’라고 명명하면서, 새로운 대수가 간단한 산술의 법칙

과 마찬가지로 수학적 논의의 기본이 되는 하나의 규칙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

였다. 수학 및 물리 과학의 복잡한 논의들에 응용되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는 것이었다.171)

이후 이러한 그의 형식 논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 논리로 발전해 나갔다.

드 모르간은 보다 다양한 논리 명제들을 보다 형식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is”

와 “is equal to”의 두 계사(copula)들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추이성(transitivity)172)”이나 “치환성(convertibility)173)”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관계 용어는 삼단논법의 규칙을 만족시킴을 인식한 그는 그러한 형식적인 성질

들을 기준으로 “추상적인 계사(abstract copula)”로까지 계사의 범위를 확대시켜

관계 논리의 체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즉, X가 Y에 대하여 L의 관계에 있을 때,

이를 ‘X. .LY’라고 표기하고, 계사들 역시도 서로 복합하여 X가 Y에 대하여 M

의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L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로 표현

하는 식으로 추상적인 관계들을 형식화해 나갔다(<표 6-5> 참조).174)

그리고  와 같이 두 관계 과이 결합될 때 그것이  와에 대하

여 또 하나의 관계를 구성함을 인식하였다. 기존의 삼단 논법이 한 가지의 관계

만을 다루었던 것에 반해, 드 모르간은 반드시 동일한 관계를 논할 필요는 없으

170) De Morgan, Formal Logic, pp. 42-43.
171) De Morgan, Formal Logic, p. 46, 48, 51.
172) ‘If A is B and B is C, then A is C’의 관계를 담고 있는 성질을 말한다.

173) ‘If A is B, then B is A인 경우를 일컫는다.

174) Merrill, Augustus De Morgan and the Logic of Relation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0),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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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is one of the Ls of Y

X is not one of the Ls of Y

Y is one of the Ls of X

X is not one of the Ls of Y

X is one of the Ls of the one of the Ms of Y

X is an L of every M of Y

X is and L of none but Ms of Y

Every L of a Z is an M of that Z

L))M and M))L

<표 6-5> 관계 논리의 기본 기호들, 출처: Merrill, Augustus

De Morgan and the Logic of Relations, p. 118.

며, 여러 관계들을 결합하여 논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A

가 B와 같고, B가 C와 같으면, A와 C는 같다’라는 기존의 삼단논법에서는 “와

같다”라는 동일한 관계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A가 B의 형이고, B가 C의 아

버지이면, A는 C의 삼촌이다”라는 삼단논법에서는 ‘의 형이다’와 ‘의 아버지이다’

라는 두 가지의 관계가 서로 결합되어 “의 삼촌이다”라는 새로운 관계가 도출된

다.

한편, 드 모르간은 현실에서 다양한 관계 명제들이 사용될 때 실수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음을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존의 모든 부모는 매

리의 친구이다”는 “존은 매리의 오로지 친구인 사람의 자녀이다”와 서로 동치가

되는 명제이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논의의 복잡함으로 인해 비효율적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드 모르간의 관계 논리의 체계를 이용할 경우, 위의

명제들은 을 ‘~의 부모이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관계로 보고, 을 ‘~의 친구이

다’라는 의미의 관계라고 할 때, 로 간단하게 표기될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관계를 결합하여 논의하는 삼단논법을 “bicopular syllogism”이라고 논하

면서 여러 관계들을 대수적으로 논하기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논리 명제들의 형

식화를 추구하였다.175)

175) De Morgan, “On the Syllogism: Ⅳ. and on the Logic of Relations”, Transactions of
the Cambridge Philosophical Society 10 (1860), pp. 212, 220-227.; Merrill, Augustus De
Morgan and the Logic of Relations, pp. 119-119-120. 드 모르간은 자신의 형식 논리와
관계 논리 연구에서 . 이나 ) 같은 추상적인 기호들을 이용해 복잡한 논리 명제들을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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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수학이 무엇보다도 논리적인 분야라고 생각했고, 대수적 기호들의 유

용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그는 논리적인 수학 분야들을 공부하기

위해 먼저 가르쳐져야할 논리를 형식적인 기호 체계의 형태로 제시하였던 것이

다. 그는 논리를 도야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각각의 명제들이 옳은 것인지, 아니

면 그릇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보다는 전제한 가정의

논의를 참이라고 가정할 때, 그러한 가정으로부터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176) 이것이 기호 대

수학의 논의로부터 논리 대수학의 논의에 이르기까지의 드 모르간의 한결 같은

생각이었음은 분명했다.177)

드 모르간이 논리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그 연구에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은 이후 그가 런던 수학회 초대 회장이 되면서 했던 연설에서도

잘 드러났다. 런던 수학회의 회원들이 주력해주었으면 하는 연구 주제로 “논리

수학(Logical Mathematics)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야들”을 제시하였던 것이

다.178) 그는 1860년의 글에서부터 수학자의 논리학과 논리학자의 논리학을 뚜렷

이 구분 짓고 있었다. 논리학자의 논리학이 “사고의 필연적인 법칙”(Necessary

Laws of Thought)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수학자의 논리학은 “사고의 필연적인

요소”(Necessary Matter of Thought)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

면서 “논리학과 수학에 대한 통합된 관심이 증가할 때, 수학적 요소들을 논리학

에 적절히 종속되게 함으로써, 논리학자들의 논리학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논리

학이 수학자들 사이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179) 또한 “수학과

논리학 둘 다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밀 과학의 거대한

두 분야, 즉 논리학과 수학 사이의 관계에 대해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

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용되는 기호들이 서로 비슷하고, 각각의 저술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그의 저술을 더욱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

려운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176) De Morgan, Formal Logic, p. ⅴ.
177) Macfarlane, Lectures on British Mathematians of the Nineteenth Century, pp. 29-30

Benjamins S. Hawkins, Jr., "De Morgan, Victorian Syllogistic and Relational Logic",

Modern Logic 5 (1995), pp. 131-166.; Panteki, "French 'logique' and British 'logic'", p.

280.

178) De Morgan, “Speech of Professor De Morgan”, p. 4.

179) De Morgan, “Syllogism, 3”, p. 78. Hawkins, "De Morgan, Victorian Syllogistic and

Relational Logic", p. 132-133.; Merrille, Augustus De Morgan and the Logic of
Relations, p. 172, 재인용.



- 251 -

라 생각했다.180) 수학과 논리학을 서로 연결 지어 연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가 진정으로 바라는 연구였다.181) 그리고 결국 이 과정을 통해 19세기 후반 영국

에서는 순수 수학의 새로운 연구 분야들이 개척되고 있었다.

180) De Morgan, “Syllogism 5”, p. 345. Merrille, Augustus De Morgan and the Logic of
Relations, pp. 172-173, 재인용.

181) De Morgan, “Speech of Professor De Morgan”,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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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결론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드 모르간이 UCL에서 주로 순수 수학만을 가르치게

되었던 상황과, 순수 수학 교육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순수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들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주력했던 측면, 그리고

이후 논리 연구를 통해 순수 수학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켜 나갔던 과정들을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드 모르간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후 순수 수학

중심의 런던 수학회가 결성될 수 있었던 상황과 드 모르간이 위대한 수학 교사

로 추앙받는 이유, 그리고 드 모르간의 논리 연구를 통해 순수 수학 분야의 연

구가 발전했던 과정 등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넓히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글의 논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때, 수학, 더 나아가 특정 학문

분야의 발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함의들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매우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수학 분야라 하더라도, 그 분야를 규정하

고 경계 짓는 문제는 학문 내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수학은 18세기를 거치면서 그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었고,

그 결과 19세기 초에 이르면 수학과 자연 철학, 그리고 실험 철학 분야들 간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교육 기관과는 달리 유독

UCL에서는 수학의 경계가 순수 수학 분야들로 상당히 좁게 책정되었다. 이는

당시 수학 분야의 학문적 발달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수학의 인접 분야였던 자연 철학 분야의 교수좌에 어떤 인물이 임용되었으며,

그 분야의 교과 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시 UCL

교수들의 급료 체계는 어떻게 결정되고 있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30대 중반의 라드너가 UCL의 자연 철학 교수로 임용될 당시에 그는 이미 드

모르간에 비해 상당한 학문적·사회적 평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드 모르간보

다 시기적으로도 6개월 이상 앞서 자연 철학 교수로 임용되어 있었다. 이는 수

학 교과 과정이 계획되기도 전에 라드너가 임용되어 자연 철학 교과 과정을 수

립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UCL의 주된 설립자였던 브로엄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던 라드너는 교과 과정을 구성하고 교육 기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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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UCL의 교수 급료 체계가

강의 수강생 수에 비례해서 계획되자 초기 자연 철학 강의에 충분한 수의 수강

생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라드너는 혼성 수학 분야를 포함한 수리

물리학의 분야들과 실험 철학의 분야들을 자신의 교과 과정 속에 모두 포함시켜

교과 과정을 매우 폭 넓게 구성해 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20

대 초반의 젊은 드 모르간이 뒤늦게 수학 교수가 되었을 때, 수학 교과 과정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정 기관에서 교

과 과정을 구성하는 문제에는 해당 교수의 학문적인 관심이나 능력 못지않게,

해당 기관의 학장이나 설립 위원들과 같은 기관 관계자들과의 신뢰 관계나 급료

체계와 같은 학문 외적인 문제들, 그리고 인접 분야의 상황 등이 의외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 분야의 교과 과정이 다양한 변수들 속에서 독특한 방식으

로 일단 자리를 잡고 난 뒤에는 일부 환경이 변화되더라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

고 대체로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급료 문제를 둘러싼 초기의 불협화음 속에

서 1831년 라드너가 사임했을 때, 드 모르간이 그 틈을 이용해 라드너의 교수

분야 일부를 가지고 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1831년경에는 이미 교과

과정의 분배가 이루어져 각 분야의 교과 과정이 전체 교육 과정 체계 속에서 자

리를 잡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분야의 교수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해

서 교과 과정을 후임 교수에게 불리하게 조정할 경우, 그가 반발할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는 라드너의 후임으로 리치가 임용되면서 칼리지 측이 ‘기술 및 역학 이론

의 기술적 응용’ 분야의 교수를 별도로 채용하려고 했을 때, 리치가 반발하면서

오히려 토목 공학 분야의 특별 강의가 개설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 라드너 이후 UCL의 자연 철학 강의가 실험적인 경향으로 흘렀음

에도 불구하고, 수학 교수였던 드 모르간이 혼성 수학의 영역에 속했던 수리 물

리 과학의 분야들을 곧바로 자신의 교과 과정 안으로 가지고 들여올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드 모르간의 고등 심화반 수업을 듣던 우수한 제

자들이 자연 철학 교수로부터 수리 물리 과학의 분야들을 제대로 지도받지 못하

면서 드 모르간에게 그 분야의 지도를 요청하였을 때도, 드 모르간은 이 분야를

가르치는 문제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UCL 위원회 측에 이

사실을 알려 양해를 구하였고, 그 분야를 강의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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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야 비로소 그 분야의 내용을 정규 강의와는 별도로 지도할 수 있었다.

또한 하나의 교육 기관 내에서 수학이나 자연 철학과 같은 분야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되면서 교과 과정이 확정된 뒤에도, 그 분야의 발전 과정은 학문

내적인 논리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실험 강연에 대한 열광이 지배

적이었던 데 반해 수학 교육의 수준은 열악했던 런던에서 수학 지식은 물론, 수

리 자연 철학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했던 어린 학생들을 접하면서 자연 철학

교수였던 라드너는 처음 계획했던 수리 자연 철학 강의보다는 실험 대중 강연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신입생을 두고 처음부터 고등 수리 자연 철학을 강의하

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급료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라드너가 야

간 실험 대중 강연을 강화해서 자연 철학 강의를 매우 실험적이고 실용적인 방

식으로 구성해 나갔던 것이다. 그것은 UCL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었고,

그로인해 흥미를 끌었으며, 결과적으로 큰 인기를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

은 다른 한편으로 그의 수리 자연 철학 정규 강의에 대해 흥미를 잃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험 기구와 모형 등을 통해 자연 철학의 분야들이 보다 더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을 때, 수학적 논의들은 그만큼 더 어렵고 지

루한 영역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안 그래도 수학 및 수리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팽배했던 상

황에서 수리 자연 철학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

과적으로 결국 수학 교육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수학 교육의 목적

을 더 이상 수리 자연 철학 공부를 준비시키는 것에서 찾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수학의 응용의 측면들을 강조하기는 힘들었다. 수학이나 수리적 방식에 대해 관

심이 없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이들을 위해서는,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

념과 원리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그들이 수학에 대해 갖는 거

부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수학에 대한 지식은 물론, 관심 자체가 부족한 학생들을 만나 어떻게 가르치

고 지도해야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드 모르간은 수학 교육이 개선되어야 함

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교육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게 되었다.

이후 그러한 열정은 1831년 사직해서 1836년 복귀하기까지 다양한 교육 저널들

에 수학 교육과 관련된 글을 기고하고 책을 읽어 서평을 쓰는 과정에서 더욱 강

화되었다. 19세기 전반 영국에서 대학의 모든 수학 교수들이 학생들 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아니었다. 드 모르간이 수학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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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열정을 보였던 것은 당시 영국 사회의 수학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UCL 학생

들의 성향, 그리고 인접 분야인 자연 철학 교육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수학 분야들은 오랜 역사를 거쳐 대학이나 칼리지들에서 전통적으로 확

고한 학문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나, 특정한 맥락에서는 그 교육적 가치를 정

당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었다. 대중적이고 개혁적인 기관을

추구했던 신생 UCL에서 독특한 교수 강의 시스템과 수강생에 비례하는 급료 지

급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 교수의 역할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중시되었던 것

은 바로 ‘교육’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교육을 구매하게 될지도 모르는

불특정 예비 고객들의 관심이나 태도 등은 그 교육을 제공하는 교수들에게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는 19세기 초 교육 과정 속에서 수학의 비중이 증가되는 가운데 수학 교육

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나타났을 때, 드 모르간이 자기 분야의

교육적 가치를 정당화하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의미했다.

이 때 그가 다른 일반적인 수학 교수들처럼 순수 수학 분야들을 포함하여 혼성

수학의 분야들을 비중 있게 가르칠 수 있었다면, 수학 교육의 가치를 위해 수학

의 응용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순수 수학 분야들만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수학 공

부에 그다지 관심도 능력도 없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쳐야 하는 상

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수학 교수로서 드 모르간에게 가장 시급했던 문제 가운

데 하나는 학생들에게 왜 순수 수학을 배워야 하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유용

한가를 설득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UCL에서 수학 교육을 정당화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매

우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수학이 일반적으로 수리 자연 철학을 위한 준비 과목

으로 규정되었던 시기에 UCL에서는 수리 자연 철학에 대한 흥미는 물론 그 입

지 자체가 축소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학 분야를 정당화하는 것은 쉬운 문제

가 아니었다. 결국 UCL에서 드 모르간은 자연 철학으로의 응용의 측면을 벗어

나, 수학 그 자체만으로 그 의의를 정당화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교육

을 받게 될 이들의 관심이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특정 분야의 강의 방식이나 성

격 등이 특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교육 과정 속에서 그 분야와

연속선상에 놓여 있었던 인접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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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육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방식 역시 해당 교육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달

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케임브리지 대학과 같은 곳에서 수학 교육을

논리적인 사고력 도야의 측면에서 정당화할 때, 그것은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논리 사고력이 갖춰져 있지 않아 기초적인 수학

공부 자체가 어려운 학생들을 앞에 놓고, 수학 공부를 하고 나면 사고력이 길러

진다는 논리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 드 모르간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

면서 수학적 논의 과정의 ‘논리적’인 측면들에 주목하였고, 그런 논리적인 분야

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 이전에 전통적인 논리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절감했다. 그리고 논리학 교수의 강의를 통해 전통적인 논리 교육이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자신이 직접 논리를 가르치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기하학 못지않게 대수학이 매우 논리적인 분야라고 생각했던 드 모르

간은 대수적·해석적 방식이 논리 사고력 도야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거

세지자 피콕의 기호 대수학의 논의를 통해 대수학의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드러

내 보였다. 이후 기호대수학이 기계적 조작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 의미를 지니

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거세졌을 때는, 실제 그 의미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

대수학’을 통해 그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수학의 일부를 논

리적으로 재구성해서 수학과 논리를 동시에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그의

연구는 결국 형식 논리와 관계 논리의 연구로 발전해 나갔다. 그동안의 연구에

서 드 모르간이 왜 대수학이나 논리 관련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드 모르간이 UCL에서 처했던 상

황이나 수학을 둘러싼 지적 논쟁 등을 이해하게 되면, 그의 연구의 배경을 새롭

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수학사의 연구에서 한 학자의 연구에 대해 살펴볼 때는 주로 그의 수

학 연구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 서술해왔다. 그 때, 그 학자가 연구하던 시기의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그가 연구하고 가르치던 분야를 둘러싼 지적, 문화적

맥락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가 연구하면서 머물렀던 제도적인 기관은 어떤 특징

을 지니고 있었고, 또한 그 곳에서 해당 학자에게는 어떤 역할이 기대되었는지

등의 문제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학자가 자신의 자원으

로 자유롭게 연구하지 않는 이상, 그 수학자는 특정한 제도적 맥락 속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당 학자의 지적 경로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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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수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선택하게 되는 직업이 구

속하는 ‘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세기에 대학의 수학 교수가 더 이상 홀로 ’

연구자’로만 남아 있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즉 수학자의 ‘교육적’ 역할 비중이

점점 더 증가되었던 상황에서, 수학 분야의 발전은 해당 교육 기관의 사회적·제

도적 특징들, 수학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들, 그리고 수학과 인접 분야와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UCL에서 드 모르간이 순수 수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주력하는 가운

데, 19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영국에서는 순수 수학 분야들이 그 자체로 연구

되고 교육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전문 과학 분야가 되어 가고 있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UCL에서 드 모르간이 순수 수학 분야를 가르치고 연구했기

때문에 19세기 중·후반 영국에서 순수 수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

는다. 대신 이 글에서 필자가 시도하는 작업은 UCL이라는 제한된 맥락 속에서

순수 수학과 혼성 수학, 그리고 수학과 자연 철학 사이의 경계가 나뉘어져 갔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곳에서 순수 수학 분야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교수

되는 가운데 교수와 그 곳 학생들 사이에서 순수 수학 분야의 독자성과 전문성

이 인식되어 갔던 과정을 그리면서, 마침내는 UCL이라는 런던의 대표적인 대학

에서 수학이 순수 수학으로 규정되어갔던 과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대학이

라는 체제 속에서는 교수좌나 교과 과정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학문 분야 간의

경계가 나누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정해지고 나면 그 경계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을 지닌다. 그런 대학이라는 체제 속에서 하나의

분야가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자기 자리를 찾아 나가게 될 때, 그것은 그 분야의

독자적인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19세기

말에 이르러 영국에서는 순수 수학과 물리학의 경계가 보다 더 분명해지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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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gustus De Morgan and the Development of

Pure Mathematics in England

: On the Transformation of Academic Boundaries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Su Nam Cho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boundary of mathematics including pure and mixed mathematics was

very wide until early nineteenth century. But there were some gradual

changes in the boundary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course, pure

mathematics which was considered as the preparatory field for mixed

mathematics or natural philosophy grew as the independent professional

discipline through the mid and late nineteenth century.

This dissertation traces the development of pure mathematics in England

through the education and research by Augustus De Morgan(1806-1871) in

University College, London (UCL). For such, this study examines De

Morgan's mathematics curriculum and compares it with the other

mathematics professors' curriculums of various institutions. And then this

paper raises a question of why his curriculum was organized unusually with

only pure mathematics.

This study finds the answer in the wage system for professors, the

educational backgrounds and interests of students, and the situation of

mathematics and natural philosophy in UCL when De Morgan's mathematical

interest and ability and UCL's intention could not explain about the

construction of his curriculum. UCL Committee determined wages of UCL

professors in proportion to the fees of students who were young and had a

low-level of mathematical knowledge. In this situation, Dionysius



- 278 -

Lardner(1793-1859), the first 'Natural Philosophy and Astronomy' professor,

preoccupied the wide areas of mixed mathematics in his curriculum under the

support of UCL committee before appointment of mathematics professor.

Afterward, De Morgan's teaching areas were naturally decreased when the

young De Morgan was appointed too late as mathematics professor in UCL.

The case of King's College, London also supports the arguments about

curriculum-making in UCL because the curriculum of Henry

Moseley(1801-1872), the first natural philosophy professor, was reduced when

Thomas G. Hall(1803-1845), the first mathematics professor, taught the wide

areas of mathematics including mixed mathematics with King's College

committee's support. As a result, this shows that boundaries and curriculums

were not always constructed automatically by the generally accepted

academic boundary. De Morgan’s case suggests that the curriculums can be

constituted by the accidental, systematic, or adjacent area related factors.

And then this dissertation examines whether mathematics curriculum could

be changed in a relation with natural philosophy professor or not. The

various materials about Lardner reveal that he had difficulty in maintaining a

sufficient wage although he preoccupied the mixed mathematics parts. In the

situation which experimental science enjoyed popularity and difficult

mathematics roused antipathy in the nineteenth century, UCL students didn't

attend mathematical natural philosophy classes by Lardner. After that,

Lardner began to prepare and concentrate on the popular experimental

lectures, but it made UCL students regard mathematical science as more

difficult and unnecessary. Contrary to this, De Morgan felt very tired

teaching classes with overflowing students. Then he had no choice but to

adjust his curriculum not to overlap Lardner's mixed mathematics fields.

The effects of Lardner's experimental natural philosophy and De Morgan's

pure mathematics were not confined in De Morgan's classroom. On the

negative condition of mathematics, he began to pay deep attention to the

proper method for teaching mathematics to UCL students and to find the

meaning and usefulness of mathematics education in UCL. These efforts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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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logical reasoning in learning mathematics.

And arguments over the merits of geometrical and algebraic methods and

dispute between William Whewell and William Hamilton made him reconsider

about the meaning of algebraic symbols and the appropriate tool for logical

training. When the first 'Logic and Philosophy of Mind' professor, John

Hoppus(1789-1875) could not cultivate the logical ability of reasoning

properly. De Morgan began to train his students to get the proper ability of

logical reasoning. And his interest in the logical training and pure

mathematics teaching led De Morgan to research a new area of pure

mathematics like formal logic and relational logic. Later, he was remembered

as ‘Pure Mathematics’ professor by his students. And some of his students

established the first professional society for mathematics, London

Mathematics Society which was centered on pure mathematics. Then, the

boundary between mathematics and logic came to be also changed slowly.

As a result, this dissertation contributes on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about why De Morgan's disciples thought London Mathematics Society was

necessary, why the research of London Mathematics Society centered around

pure mathematics, why De Morgan was remembered as the great

mathematics teacher, and why and how De Morgan’s new logic was

developed. In conclusion, these reveal some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pure mathematics in the nineteenth century England.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tellectual activities by the certain mathematician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nstitutional and interdisciplinary contexts surrounding the

mathematician besides mathematical matters.

Key Words: Augustus De Morgan, Academic Boundary between

Adjacent Areas, Pure Mathematics, Natural Philosophy, Logic, University

College, London

Student Number: 2000-3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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