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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함수의 정의역 개념과 연속성에

대한 고찰

본 논문은 학교 수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함수 단원의 정의역에 대

하여 다룬다.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함수 관계의 3요소로

이루어지지만 학교수학에서는 함수 관계를 강조함에 따라 많은 학

생들이 함수에서 정의역과 공역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

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의역과 공역의 구조는 함수의 정

의뿐만 아니라 성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학교수학에서 정의역

과 관련되어 논의되는 문제들이 다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의역에 관한 오류들을 조사하여 원인과 해결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한 점에서 정의되지 않은 유리함수의 연속성문제와 관련된 심

화된 논의를 라카토스의 반례대응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의역이란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로써 함수 관계, 공

역과 함께 주어시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함수식을 제시하고 정의

역을 구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루었다. 두 번째로는 보통

학교수학에서 다루는 많은 함수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함수를

다룸으로써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함수를 다룰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 미적분과 함수의 합성 과정에서

함수의 정의역을 고려하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과 같은 함수의 연속성과 관련된 문제는 수학교육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논

의되고 있는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정의된 점에서만 함수의 연속성



- ii -

을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을 라카토스의 반례대응방법 중 예외배제

법과의 유사점을 찾아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보조정리합체법과 유사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위

상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연속성의 역사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를 찾

아보았다.

주요어 : 함수의 정의역, 라카토스의 예외배제법, 함수의 연속성

학번 : 2013-2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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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문제

함수는 정의역(domain), 공역(codomain), 함수 관계(function

relation)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Brourbaki, 1939; Dimitric,

2003; 김진환, 2010). 이는 언급한 함수를 정의할 때 세 가지의 요소

를 항상 포함시키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1) 다음 예에서 볼 수 있

듯이, 학교수학에서는 함수를 정의역 집합 X와 공역 집합Y, 그리고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정의한다.

두 집합  , 에 대하여 집합 의 각 원소에 집합 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집합 에서 집합 로의 함수라고 한다.

이 함수를 라고 할 때, 기호로

   → 

와 같이 나타낸다. 이때 집합 를 함수 의 정의역, 집합 를 함수

의 공역이라고 한다(김원경 외, 2014, p.65).

뿐만 아니라, 함수의 세 가지 요소는 함수의 성질에도 영향을 준

다. Dimitric(2003)에 의하면 함수의 정의역, 공역, 관계가 유기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성질로 전단사성이 있다. 전사는

1) 다음과 같이, 함수에 대한 대학 수학에서의 엄밀한 정의 또한 정의역과 공역이 
포함된다(박대희 & 안승호, 2013, p.22).

두 집합 와 에 대하여 에서 로의 함수(function)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에서 로의 관계  ⊂  ×를 뜻한다.

(ⅰ) 모든 ∈에 대하여  ∈인 ∈가 존재한다.
(ⅱ) 만약  ∈ ,  ∈이면   이다.

만약  ⊂  ×가 에서 로의 함수이면   →로 나타내고  ∈
를   로 나타낸다. 이 경우 를 정의역, 를 공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  ∈ ⊂ 
를 의 치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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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경우이며 단사는 일대일함수를 뜻하기 때문에 이 성질

은 직접적으로 정의역, 공역, 그리고 함수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정

의역, 공역이 바뀌면 원래 함수에서 성립하던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

예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Krner(2003)는 실수 정의역

을 갖는 함수에서 성립하는 성질들이, 정의역이 유리수로 바뀌면 더 이

상 성립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위와 같이 함수 개념에서 정의역, 공역, 함수 관계는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중요하다.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함수단원에서 정의

역과 공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공역과 치역이 차이가 있는 개

념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김예진, 2009; Dimitric, 2003).

실제로 정의역, 공역의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Ⅱ에 등장하기 때문

에 초등학교 때부터 함수를 학습한 학생들에게 함수 관계에 비하여 정

의역, 공역이 익숙한 개념은 아니다. 또한 수학과 교육과정(2011)에는 수

학Ⅱ의 함수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와 기호’에서 정의역과 공역

이 등장할 뿐, 그에 대한 ‘교수․학습상의 유의사항’이나 ‘학습목표’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으로부터 학교수학의 함수학습에서 정의역과 공역

의 비중이 함수 관계에 비하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함수 관련 논문들은 함수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다루며 그에 따른

함수의 개념과 함수의 극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그리고 극한에

관련된 오개념에 대한 논문들이 다수이다. 함수의 극한은 많은 학생

들이 어려워하는 ‘무한’과 관련된 개념으로써 Cornu(1983),

Ervynck(1981), Ferrini-Mundy, Graham(1994), Tall(1996) 등 이 주

제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이 많다. 함수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과도

연관이 많아 두 주제를 함께 연구하기도 하였다(Prezenioslo, 2004 ;

Roh, 2009 ; Tall, Vinner, 1981). 이 중 Prezenioslo(2004)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이미지를 ‘근방, 그래프의 접근, 값의 접

근, 에서 정의된 값, lim
→ 

   , 알고리즘’과 관련한 이미지로

나누어 그들의 이미지를 자세하게 분류하여 설명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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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2010)는 수열의 극한에서 -strip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개념 이

미지를 분류한다.

이 외에도 함수 관련 논문은 많다. Vinner(1983)은 학생들의 함수

개념을 개념이미지로 설명하며 이는 함수가 단순히 수식으로만 제

시되기 때문이며 학생들은 함수적 사고를 이해하기보다는 함수를

  라는 독립적 공식으로 이해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밖에도

Vinner, Dreyfus(1989), Dreyfus, Einsberg(1982)는 학생들이 함수의

그래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한다고 하였다. 국내에도 함수

의 개념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주된 주제로는 함수의 역사적

발달과 연속함수, 특정 함수에 대한 이해도나 함수 영역에서의 오류

분석 등이다(박교식, 1993 ; 박달원, 홍순상, 신민영, 2012 ; 양기열,

장유선, 2010). 안종수(2012)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능력을 연구한

결과 학생들의 기초 개념 부족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역,

공역, 치역, 주기, 최대값, 최소값 등 기초적 개념을 교육하여야 한다

고 역설한다. 양기열, 장유선(2010)은 고등학생들의 함수 학습에서의

오류과정을 분석하는데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서의 함수 정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많은 연구들이 학생들의 함수의 오개념과 그래프, 극한과

연속에 대한 이해도를 다루었지만 함수의 구성요소 세 가지 중 정

의역과 공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학교수학에도 정의역, 공역과 관련된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문

제들이 많이 있다. 그 예로 수열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학생들에게

수열   이 수열인지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오던 수열은 1,2,3,4,5… 또는 1,3,5,7,9…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유한개의 숫자가 반복되는 수열은 수열이라고 생

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수열값을 집합으로 나타낼 때 이 집

합이 유한집합이 되는 경우 학생들이 이 수열을 수열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개념이 다수 발생한다(Prezenioslo, 2006). 이는 수열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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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규칙적이지 않고 임의성을 가지고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

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수열에서 항의 값이 무한이어야 한다고 생

각하는 오개념이다. 하지만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볼 수

있고(McDonald et al, 2000) 그렇기 때문에 수열의 항들은 임의성을

갖는다. 물론 항의 값이 유한개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함수 관련 기

초적 내용들을 모두 학습한 학생들이 수열의 개념을 어려워하고 수

열의 극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의역이 실수가 아닌 함수를

함수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함수의 정의역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는 유

리함수의 연속성이다. 함수   

과 같은 한 점에서 정의되지 않은

유리함수는 대학 수학에서의 연속성 정의에 의하면 연속함수이다.

하지만 학교수학에서는 불연속인 함수로 간주되며 많은 학생들은

함수의 그래프가   에서 끊겼기 때문에 이를 불연속함수로 생각

한다(박달원, 홍순상, 신민영, 2012; 이경화, 신보미, 2005; Dimitric,

2003). 이에 대하여 박달원, 홍순상, 신민영(2012), Dimitric(2003),

Jayakody, Zazkis(2015) 등은 공통적으로 ‘정의된 점에서만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과 같은 함수는

  에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에서 불연속인 것이 아니라,

연속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함수의 연속성과 함수 그래프의 연결성을 혼동하는 경향

을 보이는데(Tall, Vinner, 1981; 이경화, 신보미, 2005) 이는 연속에

대한 학생들의 잘못된 개념이미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의된 점

에서만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설명은 함수의 그래프

가   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연결이므로 연속이라고 생각하게

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설명은 함수   

이 연속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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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유를 학교수학의 수준에서 설명하는 데에는 알맞으나 학생들

의 개념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한 그 것은 함수   

이

정의된 부분에서만 함수의 연속의 정의를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로

써 라카토스의 반례대응방법 중 예외배재법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의역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으며, 이를 찾아서

분석하고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의역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의 연속성에 관한 연구들을 조사하

고 ‘정의된 점에서만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설명을

라카토스의 반례대응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결

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안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학교수학에서 함수의 정의역이 어떻게 다루어지며 그

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1. 교육과정에서 함수의 정의역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1-2. 함수의 정의역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정의된 점에서만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학생들의 연속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미지를 개선하는지 알

아보고자한다.

2-1.   

의 연속성에 관한 논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2. ‘정의된 점에서만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라카토스의 이론에 비추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정의역과 관련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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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을 찾고 ‘정의된 점에서만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해야 한다.’ 는

설명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는 함수의 정의역에 관련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며 학생들의 연속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미지를 수정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 연구를 통하여 함수 단원에서 함수

의 관계뿐 아니라 정의역과 공역에도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가르치

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 이어 연구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할 것이다. Ⅱ장에서

는 본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함수의 역사와 라카토스의 반례

대응방법에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교과서, 논

문 등에 소개된 정의역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정의역과 관련된 문제 중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함수   

의 연속성 문제가 무엇인지 다루며 이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라카토스의 반례대응방법을 통하여

이 문제를 검토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

약, 정리한다.

2. 연구대상과 방법

본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들에서 나타난 정의

역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먼저 학교수학에서 정의역

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과서와 수학과교

육과정(2011), 2009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2011)을 통하

여 교육과정에서 정의역이 등장하는 시기와 방법을 살펴본다. 학교

수학에서의 함수의 정의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으며(김남

희, 2011). 학교수학에서 함수를 소개할 때 종속성을 강조할 것인지

대응을 강조할 것인지는 수학교육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왔다

(Khinchin, 1968).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하여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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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 비하여 2009개정교육과정에서의 함수의 정의의 도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의역과 관련된 많은 질문과 문제점들을 찾기 위하여 인

터넷 자료를 찾아본다. 이 중 “Mathematics Stack exchange"2)라는

인터넷사이트는 수학에 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질문들이 다수 제

기되고 있다. 함수와 정의역에 관련된 많은 질문들 또한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찾기에 유용하다. 또 한국에서는 “수학사랑”3)이

라는 모임이 있다. 이는 수학교구 및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수학 관

련 전문 서적을 출판하고 보급하며 수학 문화 사업을 개최하는 등

의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이곳에서는 현직 수학교사들이 쓴 수학교

육 관련 에세이를 모아 정기적으로 출판을 하는데 이를 통하여 수

학교사들이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교육에 관한 문제들을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인터넷 자료와 글들을 검토하여 정의역과 관련된

문제들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정의역과 관련된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김진환(2010),

Krner(2003), Even(1990) 등은 정의역이 실수가 아닌 함수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연속성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Dimitric(2003), 박달원, 홍순상, 신민영(2012), Jayakody,

Zazkis(2015) 등이 연구하였음을 알고 이를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하

였다.

연구문제2를 해결하기 위하여 Lakatos의 반례대응방법을 이용한

다. Lakatos는 절대주의 수리철학의 실패 이후 수학적 지식의 확실

성을 부정하고(김남희 외, 2011, p.224) 추측과 반박을 통해 지식이

성장한다는 준경험주의 수학관을 주장하였다(강문봉, 2004). 그의 방

법은 Popper의 방법론을 수학교육에 적용시킨 것으로, 반례를 중요

하게 여기고 이로 인하여 수학적 지식을 개선해나가는데 목적이 있

2)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math.stackexchange.com/
3)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mathlo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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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함수   

의 연속성 문제를 학교수학의 연속

성의 반례로 취급하여 정의역이 실수가 아닌 함수에서도 연속성을

논할 수 있도록 Lakatos의 반례대응방법을 적용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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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서는 앞으로 다룰 함수와 함수의 정의역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함수의 역사를 다룰 것이다. 또 Ⅳ장에서 라카토스

의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라카토스의 반례대응방법에

대해 다룰 것이다.

1. 함수의 역사

함수 역사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때는 ‘함

수’라는 단어조차 없었으며 함수에 대한 개념 또한 없었다. 이 시기

에는 천문학적 변화나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함수표를 사

용하였다(김남희 외, 2011).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 시대의 자료를 보

면 자연수의 제곱, 자연수의 세제곱 등의 함수표들이 등장한다. 또

한   ⋯ 일 때, 그 두 함수의 합   의 값을 나타내는

표도 사용되었다(박교식, 1993). 이들이 함수 개념을 다루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을 의식하며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함수 개념에 대

한 논의도 없었다.

그리스 시대, Ptolemaeos는 천문학 저서인 <Almagest>에서 삼각

함수를 사용하였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기하적인 언어로써 천체 운

동을 표현하는데 함수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들도 함수의 개념을

의식하고 사용하지는 않았다. 바빌로니아와 그리스 시대의 함수는

분명 종속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그들은 함수가 무엇인지 의식하거

나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가 등장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본격적으로 함수의 개념이 수학에서 등장한 것은 14세기이다

(Youschkevitch, 1976/77, pp. 37-85). 이 시기의 Galilei와 Oresme



- 10 -

는 함수를 운동을 나타내기 위한 곡선으로 사용하였다(Kline, 1972).

그 시대의 역학자들은 ‘속도가 변할 때 이동 거리의 증가’에 대한 규

칙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Oresme은 시간-속도 그래프

를 고안하였다(정연준, 김재홍, 2013). 이것은 해석 기하학의 그래프

와 가까운 것으로써 가로축에 시간, 세로축에 속도로 나타내어졌다.

그는 수직인 선분의 끝점들은 직선이 되며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시작되면 속도를 나타내는 선분들은 직각삼각형이

된다고 해석하였다(김용운, 김용국, 1986). 또 ‘물체가 운동을 하는

것은 평균속도로 등속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는 일반적인 해석을

제시했다(Steiner, 1988).

더 나아가, Galilei는 Oresme의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선분들의

합인 그래프의 넓이가 제체 이동거리가 됨을 알아내어 등가속도 운

동에서 이동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정연

준, 김재홍, 2013). 이렇게 Galilei는 운동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였지

만 수학적 연구들은 함수의 개념에 근접했음을 보여준다. 1638년,

그는 같은 중심을 가지는 큰 원 A와 지름이 절반인 작은 원 B의

두 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작은 원과 큰 원의 점들이 일대일

대응을 이루게 할 수 있음을 알아내었다. 그리고 양의 정수와 그 제

곱들 사이의 일대일 대응을 만들어 내며 집합 사이의 관계를 탐구

하였다.

이 후 17세기 R. Descartes에 의한 해석 기하학이 발달하게 되면

서 많은 곡선들이 방정식으로 표현되었다. 해석 기하학은 기하학적

내용을 대수적 방정식으로 나타내어, 방정식을 풀고 그 결과를 기하

학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이다. 또 이 시기에 Newton과 Leibniz에

의하여 미적분학이 발달하게 되었다(박교식, 1993). 이 시기의 수학

에 변수가 도입되었으며 수학자들은 변량과 함수 개념을 의식화하

였다(Ferraro, 2001). 하지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별이 분명하

지 않았으며 ‘함수’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제한적이고 비수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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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였다. 1698년, 요한 베르누이의 논문에서 그는 "functions of

ordinates"라는 말을 썼다(Youschkevitch, 1976/77, pp. 37-85). 이때
까지 함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시도하지 않았었으며 수학자들은

함수를 ‘종속성’과 ‘임의성’을 지닌 변량들 사이의 관계로서 취급하였

다. 다음은 18세기 후반 Lagrange가 언급한 것이다.

함수를 구성하는 모든 변량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로서 함수를 조사

할 때는, 변량을 추상적인 것으로 하고 이 변량이 함수에 들어가는 방식,

즉 그 자체와 다른 양들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만을 고려한다.(정연준, 김

재홍, 2013, 재인용)

‘함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정의한 것은 Euler였다.

때문에 이 시기에 함수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함수의

개념이 눈에 띄게 발달하였다. 17세기 말부터 Briggs, Jame

Gregory, Newton, Brook Taylor, Colin Maclaurin 등에 의하여 멱

급수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Euler는 어떠한 함수라도 멱급

수 전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박교식, 1993). 이는 Euler가

1748년 [무한소 해석의 입문(Introduction in analysin infinitorium)]

에서 다음과 같이 함수를 서술하였기 때문이다(김남희 외, 2011).

(1) 상수는 일정하게 동일한 값을 갖는 확정적인 수이다.

(2) 변수는 모든 확정적인 수들이 예외 없이 포함되는 불확정적인 또는

일반적인 수이다.

(3) 변수는 그것에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하면 확정적인 수가 된다.

(4) 한 변수에 대한 함수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수와 수 또는 상수들이

결합되어 있는 해석적 표현이다.

(5) 한 변수의 함수는 따라서 다시 하나의 변수이다.

Euler는 ‘해석적 표현’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따로 하지 않았지

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근호, 지수, 로그, 삼각함수, 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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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이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Kleiner, 1989, pp.284-285). 또 함수

를 다항식의 가감승제로 표현되는 대수적 함수와 지수, 로그함수 등

으로 구성된 초월적 함수로 나누었다. 또 그는 이러한 연산들이 무

한번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비수학적이었던

함수적 개념을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정의한 것이며 



 




 




 

와 같이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Jahnke(2003)은 Euler 이전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의

삼각함수가 함수라기보다는 원과 관련된 선으로 여겨졌음을 지적하

며 함수적 관점을 소개한 사람이 Euler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d'Alembert의 진동하는 현의 일반해에 관한 논쟁 이후

Euler는 함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다. 이 시대 수학자들은 ‘임의

의 두 해석적 표현이 어느 한 구간에서 동일하다면, 그 두 해석적

표현은 나머지 어느 구간에서나 동일하다.’고 생각하였었다. 따라서

어떤 한 구간에서 해석적 표현이 알려지면, 그 해석적 표현은 전 구

간에 걸쳐 성립한다고 보았었다(Kleiner, 1989, p.287/박교식, 1993,

재인용). 진동하는 현의 일반해 문제는 ‘양 끝점(0, )이 고정되고,

탄력이 있는 끈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초기조건), 잡았던 끈을 놓

으면 끈이 진동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끈이 있다. 이 끈

이 시간에 따라 변형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함수의 식을 찾아라.’이

다. 이 문제에 대하여 d'Alembert는 경계조건

      

과 초기조건

     


    

을 만족하며 는 임의의 초기 함수라 둘 때, 편미분 방정식

  
   

을 풀어서 진동하는 함수의 일반해를 구하였다(박교식,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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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Euler는 ‘물리적 관점에서 현을 잡아당

길 경우, 현에 뾰족한 부분이 생기며 따라서 현의 모양은 각 연속적

으로 연결되어 있는 곡선들이 결합된 형태가 되며, 연속된 부분 곡

선들을 표현하는 여러 식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함수를 미적분의 대

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정연준, 김재홍, 2013) 즉, 진동현의

초기 함수는 힘에 의하여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띌 수 있으며 곧,

각각의 구간에서 다른 해석적 표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Euler는 해석적 표현으로 나타낼 수 없는

함수 또한 함수로서 받아들이게 되며 하나의 해석적 표현이 가능한

함수를 연속함수, 2개 이상의 해석적 표현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함

수를 불연속 함수라고 정의하였다. 그 후 Euler는 1755년

[Institutiones calculi differentialis]에서 함수의 정의에서 변수 조건

과 ‘해석적 표현’이라는 말을 제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의하였다

(Kline, 1972).

어떤 양이 다른 어떤 양에 의존하는데 후자가 변하면 전자도 변하는

값이면 후자의 함수라 다. 이 정의는 넓게 적용되며 다른 값에 따라 어떤

값이 결정되는 모든 방법들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x가 변량이면 x에 의존

하는 모든 양들 또는 그것에 결정되는 모든 양들이 x의 함수이다.4)

그 후 2개 이상의 해석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함수가 때때로 하나

의 해석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예를

들면 1844년 Cauchy가 발표한 다음과 같은 함수는 하나의 해석적

4) MacTutor History of Mathematics, “The function concept" 
  http://www-history.mcs.st-andrews.ac.uk/HistTopics/Functions.html 
  If some quantities so depend on other quantities that if the latter are 

changed the former undergoes change, then the former quantities are called 
functions of the latter. This definition applies rather widely and includes all 
ways in which one quantity could be determined by other. If, therefore, x 
denotes a variable quantity, then all quantities which depend upon x in any 
way, or are determined by it, are called functions of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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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그 시대의 수학자들은 Euler의 정의대로 연속인 함수만이 하나의

해석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비약점이 있는 불연속 곡선에

는 하나의 해석적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김남희 외,

2011, p.122). 하지만 Fourier급수의 이후 Euler의 함수 정의는 물론

아직도 남아있었던 ‘임의의 두 해석적 표현이 어느 한 구간에서 동

일하다면, 그 두 해석적 표현은 나머지 어느 구간에서나 동일하다.’

는 생각을 뒤집어놓았다(박교식, 1993). 이에 따라 1822년 [Théorie

analytique de la Chaleur]에서 푸리에는 함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를 주었다.

일반적으로 함수 f(x)는 임의의 각각의 값들이나 y좌표의 연쇄를 표현

하였다. 무한값은 가로좌표 x에 의해 주어지면 같은 개수의 y좌표 f(x)가

있다. 모두는 실제 숫자값이며 양이거나 음이거나 0이다. 우리는 이러한

y좌표가 공통된 법칙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의 뒤를 이

으며 그들 각각은 하나의 양인 듯 주어진다.5)

비슷한 시기인 1821년에 Cauchy는 그의 논문[Cours d'anlyse

algebrique]에서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만약 변수들이 관련이 있어서, 이 변수들 중 하나의 값이 주어지면, 다

른 변수들의 값을 결정짓는다. 이러한 변수는 그들 중 하나의 방법으로

다양한 양이 표현되는데 이러한 것의 이름을 독립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5) MacTutor History of Mathematics, “The function concept" 
   http://www-history.mcs.st-andrews.ac.uk/HistTopics/Functions.html  
  f(x) represents a succession of values or ordinates each of which is 

arbitrary. An infinity of values being given of the abscissa x, there are an 
equal number of ordinates f(x). All have actual numerical values, either 
positive or negative or nul. We do not suppose these ordinates to be 
subject to a common law; they succeed each other in any manner 
whatever, and each of them is given as it were a single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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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립변수로 표현되는 다른 양들을 이 변수의 함수라고 한다.6)

그리고 이 논문에서 Cauchy는 ‘대수적 함수에서 성립하는 성질을,

마치 그것이 모든 함수에서 성립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과, 또 발산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님을 지적했

다.’(박교식, 1993)

이에 다음과 같이 모든 점에서 불연속이지만 Euler 해석적인 표현

이 존재하는 Dirichlet함수가 출현함에 따라 함수의 정의가 ‘연속성’

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된다.

   가유리수 
 가무리수 

 lim
→∞

lim
→∞

cos 

이 예는 해석적 표현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자유롭게 그려진 곡선

도 아니고, 모든 곳에서 연속이 아닌 함수의 최초의 예가 되었다

(Kleiner, 1989, p.29). 더욱이 Dirichlet은 1837년 그의 논문에서 ‘주

어진 구간에서 의 각 값에 의 유일한 값이 대응할 때 는 의 함

수’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구간에 있어서 가 하나의 법칙 또

는 여러 개의 법칙에 따라, 에 종속되건 말곤 또는 에 대한 의

종속성이 수학적 연산으로 표현될 수 있건 말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Kline, 1972, p.948/ 박교식, 1993, 재인용)

이로 인하여 함수는 현대적 의미의 함수가 되었고 함수에서 변수

개념을 없애게 되었다. 또한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해 치역의 단

6)MacTutor History of Mathematics, “The function concept" 
  http://www-history.mcs.st-andrews.ac.uk/HistTopics/Functions.html 
   If variable quantities are so joined between themselves that, the value of 

one of these being given, one can conclude the values of all the others, 
one ordinarily conceives these diverse quantities expressed by means of 
the one of them, which then takes the nam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other quantities expressed by means of the independent variable are those 
which one calls functions of thi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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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원소가 대응된다는 조건’인 일가성과 ‘함수는 어떤 특별한

표현에 기술되거나 또는 어떤 규칙성을 따르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형태를 가진 그래프에 묘사될 필요가 없다’는 임의성을 강조하게 되

었다(김남희 외, 2011).

하지만 모든 수학자들이 이 정의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1838

년, Lobachevsky는 아직도 연속함수일 것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함

수의 정의를 제시하였다.7) 이후 독특한 함수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1872년 Weierstrass는 Berlin Academy of Science에 모든 점에서

미분불가능이지만 모든 점에서 연속인 다음과 같은 함수를 발표하

였다.

  
  

∞

cos

는 홀수, 는 (0,1) 사이의 실수,   


1870년대까지 연속 함수는 유한개의 점을 제외하고는 어느 점에서

나 미분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었는데 이 예를 통하여 연속과 미분가

능성 또한 분리되어 생각하게 되었다(박교식, 1993). 이에 대하여

Lützen은 다음과 같이 썼다(Jahnke, 2003).

Weierstrass의 함수는 연속함수는 특별한 점을 제외하고는 미분가능하

다는 직관적인 동시대의 믿음에 모순된다. Hankel에 의하면 그것은 세상

을 놀라게 하였고 du Bois-Reymond가 1875년 그것을 출판했을 때 믿지

않았다.8)

7) MacTutor History of Mathematics, “The function concept" 
  http://www-history.mcs.st-andrews.ac.uk/HistTopics/Functions.html 
  A function of x is a number which is given for each x and which changes 

gradually together with x. The value of the function could be given either 
by an analytic expression or by a condition which offers a means for 
testing all numbers and selecting one from them, or lastly the dependence 
may exist but remain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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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Goursat은 “y가 x의 함수라는 것은 x값이 y값에 대응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을 y=f(x)이라 한다.9)”며 오늘날 대부분의 교과

서에 나오는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후 Topology가 발달함에 따라

함수가 정의된 집합과 함수값이 놓여있는 집합의 구조에 많은 함수

의 성질이 의존함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집합 구조에 관한 연구의

발달에 따라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정의되었다(Malik, 1980). 1917

년 Caratherdory는 집합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관계로 함수를 정의

하였고 1939년 Bourbaki는 함수를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subset

of the cartesian product of sets)로 함수를 정의하였다.

함수가 정의된 역사에 의하면,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고 미적분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초기의 함수는 함수관계 자체로 의미가 있

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Euler는 함수를 ‘해석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라고 정의하였고(김남희 외, 2011) 많은 수학자

들이 이 정의를 옳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Euler의 정의에 의한 함

수만으로도 충분히 미적분 과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Malik,

1980). 하지만 함수관계뿐 아니라 함수가 정의된 집합의 구조가 중

요함을 알게 되고 정의역과 공역의 개념이 포함되어 함수가 새롭게

정의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해석학과 관계없는 방향으로 발전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러한 함수 정의의 발달은 ‘적분’의 발달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Malik, 1980).

8) MacTutor History of Mathematics, “The function concept" 
  http://www-history.mcs.st-andrews.ac.uk/HistTopics/Functions.html 
  Weierstrass's function contradicted an intuitive feeling held by most of his 

contemporaries to the effect that continuous functions were differentiable 
except at "special points". it created a sensation and, according to Hankel, 
disbelief when du Bois-Reymond published it in 1875. 

9)MacTutor History of Mathematics, “The function concept" 
  http://www-history.mcs.st-andrews.ac.uk/HistTopics/Functions.html
  One says that y is a function of x if to a value of x corresponds a value of 

y. One indicates this correspondence by the equation y =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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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카토스의 반례대응방법

Lakatos의 수리철학과 수학적 발견의 논리는 Polya의 수학적 발

견술, Hegel의 변증법, 그리고 K. Popper의 비판적 오류주의에 바탕

을 두고 있다(강문봉, 1993, p.17). Popper에 따르면 과학적 지식은

추측과 반박, 시행착오에 의하여 발전한다고 한다. 따라서 어떤 이

론이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검사 가능하고(testability), 반박 가능하

며(refutability), 반증 가능(falsifiability)해야 한다(우정호, 2001). 어

떠한 추측이나 이론에 대하여 입증 가능성보다는 반증 가능성이 과

학 지식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증거는 반박하기 위해서 제

시해야 한다. 포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강문봉, 1993, p.17, 재인

용)

지식, 특히 과학적 지식이 진전하는 길은 합리화되지 않은(합리화 될

수 없는) 예상, 추정, 우리의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 추측에 의해서

이다. 이들 추측은 비판에 의해서, 곧 엄격하게 비판적인 검사를 포함하는

기도된 반박에 의해서 조종된다. 그것들은 이들 검사를 헤어날 수도 있지

만, 명확하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곧 확실하게 참인 것으로 확립될 수도

없으며, 확률적인 것으로조차 확립될 수 없다. 추측에 대한 비판은 결정적

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착오를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

제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한다. 어떤 이론, 곧 우리의 문제에 대한 어떤 중

대한 잠정적인 해답에 대한 반박 그 자체는 항상 진리에 보다 더 접근하

는 일보 진전이다.

Popper의 이론은 과학 지식에 대한 방법론으로써 귀납을 부정하

고 추측과 반박을 제안하였다. Lakatos는 Popper의 방법론을 수학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수리철학은 수학적 지식의

확실성을 확보하려는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 등의 절대주의

수리철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Lakatos에 의하여 수학적 지식의 확

실성에 회의적인 준경험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Lakatos는 ‘공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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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에서 체계의 나머지로 ‘아래로’ 진리를 전달하는’ 유클리드 이론

에 대하여 ‘수학을 전체로서 유클리드적으로 재조직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고 말한다(Lakatos, 1978, pp. 28-29/강문봉, 2004, 재인용).

수학을 형식적이고 공리적인 추상화와 동일시하는 수리철학인 형식

주의에 대해서 Lakato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Lakatos, 1976, p.2,

trans. 우정호, 2001)

형식주의는 일반적으로 수학이라고 이해되어 온 대부분의 것에 대해서

수학의 자격을 부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학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수학 이론에 대한 그 어떤 ‘창조적’ 시대도,

그 어떤 ‘비판적’ 시대도 형식주의자의 천국에의 입장은 용납되지 않을 것

이다. 거기서 수학 이론은 지상의 불확실성이라는 불결함을 모두 쫓아내

고 천사처럼 거주한다. … (중략) … 아마도 여기서 우리는 메타수학자가

직면하고 있는 역설적인 곤경에 대해서 언급해야만 할 것 같다. 형식주의

자적인 기준 또는 연역주의자적인 기준에서조차 말하더라도 메타 수학자

는 정직한 수학자가 아니다.

즉, Lakatos의 수학적 발견의 논리[Proofs and Refutations - The

logic of Mathematics Discovery(1976)]는 Popper의 비판 철학을 바

탕으로 한 메타수학(mata-mathematics)10)과 수학적 형식주의에 대

한 도전이다.

Lakatos는 오일러 다면체 정리와 관련된 수학적 역사를 통하여

수학 지식이 개선되고 확장되며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수학적

지식은 유클리드 방법적으로 공리-정의-정리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확장되는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원시추측에서 시작하여 소박한

증명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반례가 등장하면서 반박되고, 반례에 대

처하는 과정에서 증명이 개선되는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발전

한다고 주장한다(박경미, 2009). 다음은 ‘증명’에 대한 라카토스의 글

이다.

10) 공리화된 수학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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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고실험 또는 ‘준실험(quasi-experiment)'에 대해 유서 깊은 ‘증

명’을 계속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증명은 원시적 추측을 부분추측이나 보

조 정리로 분해하며,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식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다(Lakatos, 1976, p.9/ 김남희 외, 2011, 재인용)

이에 따르면 Lakatos에 있어서 ‘증명’의 본질은 사고실험이며 ‘증

명’의 절차는 추측을 부분추측으로 분해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사고실험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대상을

검토하고 증명과 추측을 반박하고 개선하는 과정으로써 증명이 추

측을 비판하기 위한 것임을 말해준다. 증명의 절차에 관해서는 증명

이 아래에서 위로, 결과에서 추측으로 나아가는 분석적 사고 방식을

따른다는 것을 말해준다(김남희 외, 2011).

따라서 Lakatos의 수리철학에 있어서 ‘반례’는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그는 ‘반례’를 ‘국소적 반례’와 ‘전면적 반례’로 나누어서 설명한

다. 먼저 ‘전면적 반례’는 원래의 추측에 반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소적 반례’는 부분 추측에 반례가 되는 것이다. 이 중 ‘국소적 반

례’이지만 ‘전면적 반례’가 아닌 반례는 추측에 반례가 되지 않고 증

명에 반례가 되는 것이므로 증명을 개선하면 해결이 된다. ‘전면적

반례’이면서 ‘국소적 반례’인 반례가 제기되면 원래의 추측을 확인하

게 된다(우정호, 2001, p.282).

하지만 ‘전면적 반례’이지만 ‘국소적 반례’가 아닌 반례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증명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여

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러한 반응들로는 기각법,

괴물배제법, 예외배제법, 괴물조정법, 보조정리합체법 등이 있다. 먼

저 기각법은 반례를 수용하고 원래의 추측이 옳지 않다고 항복하는

것이다. 이는 ‘완성된 이론 체계에서는 타당한 방법일 수 있으나, 성

장하는 이론에서는 추측을 얻기까지의 오랜 노고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강문봉, 2004) 괴물배제법은 반례를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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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취급하고, 즉 반례가 실제로 반례가 아니라고 거부하고 원래

추측의 용어를 재정비하여 반례가 재정비한 용어에 포함되지 않음

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이 잘못된 것이며 원래의 추측을 존

속시킨다. 이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감추어진 가정과 보

조 정리를 들추어내어 추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극’이 되는 긍

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우정호, 2001, p.283).

예외배제법은 반례를 배제하고 추측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원래의

추측에 반례에 대하여 언급하는 조건절을 첨가하는 것이다. 예외배

제법은 추측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존속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반

례가 출현할 때마다 조건절을 첨가하게 되어 ‘안전한’ 영역으로 철

수할 수 있지만 과소 또는 과대 일반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우정호,

2001, p.283). 네 번째로 ‘괴물조정법’은 반례를 원래 ‘예’이지만 잘못

된 해석으로 반례가 된 것으로 보고,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여 ‘예’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반례를 인정하지 않으며

‘순수한 이성적 관점에 대한 독단적 견해’로 볼 수 있다(우정호,

2001, p.283).

마지막으로 보조정리합체법은 ‘전면적 반례’이면서 ‘국소적 반례’가

아닌 것은 불가능하다-곧, 증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증명을 다시

분석하여 ‘전면적 반례’를 ‘국소적 반례’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원

리를 Lakatos는 결론으로부터 가정으로의 ‘허위성의 재전달 원리(거

짓의 재전달 원리)’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반례를 국소적 반례로 만

들기 위하여 증명-분석에 적당한 보조 정리를 첨가하여 반박된 추

측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중심으로 한 Lakatos의 수학의

발견술을 ‘증명과 반박의 방법’이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요약한다(우정호, 2001,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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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Lakatos의 ‘증명과 반박의 방법’

괴물배재법과 예외배제법은 반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괴물

이나 예외로 간주하려 한다. 강문봉(2004)에 의하면 괴물 배제법은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의를 번역할 뿐이며, 괴물 배

제 방법은 소박한 추측을 개선한 것이 아니므로 발견적으로 유용하

지 않은 방법’이다. 또한 예외 배제법은 ‘모든 예외를 다 열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증명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발견적으로 불모’인 접근방법이다. 따라서 Lakatos는 보조정리합체

법이 ‘증명에 의해 추측을 개선하며, 첨가된 조건이 증명을 통하여

생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보조정리합체법을 선호한다.

규칙1. 추측을 하면 그 증명이나 반박에 착수하여라. 증명을 주의 깊게 조사

하여 자명하지 않은 보조 정리의 목록을 마련하여라(증명-분석). 추측에 대

한 반례(전면적인 반례)와 의심스러운 보조 정리에 대한 반례(국소적인 반

례)를 양쪽 다 찾아보아라.

규칙2. 전면적인 반례가 있으면 추측을 버리고 반례에 의해 반박될 적절한

보조 정리를 증명-분석에 추가하고 그 보조 정리를 조건으로 합체시킨 개선

된 추측으로 기각한 추측을 대체시켜라. 반박을 괴물이라고 보고 버려지도록

허용하지 마라. 모든 ‘감추어진 보조 정리’를 명백하게 하려고 시도하여라.

규칙3. 국소적인 반례가 있의면 그것이 또한 전면적인 반례인지 아닌지 검

사해 보아라. 만약 그렇다면 규칙2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규칙4. 만일 국소적인 반례이지만 전면적인 반례가 아닌 반례가 잇으면 반

증되지 않는 보조 정리로 반박된 보조 정리를 대체시켜 증명-분석을 개선하

도록 시도하여라.

규칙5. 만약 어떤 유형이든 반례를 얻었다면 연역적 추정에 의하여 그것들

이 더 이상 반례가 되지 않는 보다 깊은 정리를 발견하도록 시도하라.



- 23 -

Ⅲ. 정의역과 관련한 문제들

함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숫자나 도형을 대응시키거나 규칙

성을 찾는 등의 함수적 사고를 기르는 활동으로 처음 등장한다. 6학

년 과정에서는 정비례, 반비례 관계를 학생들에게 소개하지만 ‘함수’

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는다. 본격적으로 ‘함수’라는 용어가 학교수학

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중학교 1학년이다. 이때는 함수를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두 변수 , 와 같이 의 값이 변함에 따라 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

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가 성립할 때, 를 의 함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한 개에 1300원인 비누를 개 살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원이라고 하면 의 값이 1, 2, 3, …으로 변함에 따라 의 값이 1300,

2600, 3900, …으로 하나씩 정해지므로 는 의 함수이다(우정호 외,

2014. p. 123).

이러한 정의에는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

[2009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에는 중학교 과정에서 함수

와 관련된 ‘학교급별 수학 교과서 개발 지침 사항’으로 “이차함수에

서 최댓값과 최솟값은 의 범위가 실수 전체인 경우만 다룬다.”,

“정의역, 공역, 치역 용어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다(신이섭

외, 2011, p. 108). 이에 따라서 중학교 함수단원에는 함수를 소개할

때, 표나 그래프의 몇 개의 점을 찍는 활동으로 시작하지만 그 후에

는 실수에서 정의된 일차함수, 이차함수 등을 다룬다.

이후 고등학교과정에서 대응 관계로써의 함수의 정의를 새롭게 배

우며 이때 정의역, 공역의 용어가 등장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에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실수의 일부인 유리함수, 무리

함수,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을 학습한다. 2007개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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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정의역’, ‘공역’의 용어가 중학교에서 소개되었으며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내용이 중학교 과정에서 빠지게 되어 고등학교에

서 소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김남희 외, 2011).

이러한 교육과정의 결과 학생들은 새로운 정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중학교에서 여러 가지 함수를 다루며 함수에 대한 개

념이 형성되어서 함수의 대응, 정의역, 공역, 치역 등의 새로운 정의

가 도입되었을 때 인지적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고등학

생들은 함수 개념의 정의 방식이 바뀌어 어렵게 느끼고 있다.(양기

열, 장유선, 2010). 그에 따라 학생들이 정의역과 공역, 치역을 잘 구

별하지 못하고 어려워하게 된다.

실제로 교육과정을 살펴볼 때 함수의 개념은 초등학교부터 강조되

고 있지만 함수의 관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함수의 정의역과 공

역은 고등학교에서 정의되며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함수를

소개한다. 하지만 함수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써 정의역이나 공역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가 없으며 미분과 적분, 극한과 연속성을 다룰

때도 주로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매끄러운 함수만을 다룬다. 심지

어는 정의역을 잘못 표현하거나 정의역을 잘 고려하지 않은 문제들

도 있으며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함수에 대해서는 연속성의

개념이 대학수학과 다르게 소개되고 있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정의역이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

생하는 문제들을 찾아보고 해결하는 것은 함수 교육에서의 정의역

의 위상을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교과서와

논문, 인터넷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리함수를 비롯하여 수학교육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함수의 정의역과 이와 관련된 미분, 적

분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먼저 정의역의 기본이

되는 정의역의 개념과 관련된 교과서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두 번

째로는 정의역을 그래프에 잘못 표현하는 문제로부터 정의역이 실

수가 아닌 함수 문제까지의 고찰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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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 함수의 합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1. 정의역의 개념에 관한 문제

2009 교육과정에서는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에 대해서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이 함수이고

집합 X가 정의역, Y가 공역이라고 소개한다(류희찬 외, 2014). 실제

로 정의역과 공역은 함수를 정의하는 주어진 집합이며 함수는 그

정의역과 공역 위에서 정의가 된다.

예를 들면 자연수에서 정의된 함수   → ,   는 자연수가

아닌 0.5, -1에서는 함수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함수   →,

  은 모든 실수에서 함수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함수의 형태는

  로 같지만 정의역과 공역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함수가

될 수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함수  는 전혀 다른 함수식을 갖

고 있다.

  →        ,   →        

하지만 두 함수  의 정의역과 공역이 로 같으며    ,

   ,   이고    ,    ,   이므로 정의역의

각 원소에서 공역의 원소로 대응되는 규칙이 같다.

1939년 Brourbaki는 함수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를 집합이라 하자. 의 변수 와 의 변수  사이의 관계가 만

약 모든 ∈에 대하여 와의 주어진 관계에 있는 ∈가 하나만 있

다면 그 관계를 함수적 관계라고 한다(Steiner, 1988/ 김남희 외, 2011,

pp.124 - 125, 재인용).

Brourbaki의 함수 정의에서 집합 E는 함수의 정의역, 집합 F는

함수의 공역이다. 즉, 정의역과 공역은 함수의 정의에 주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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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Williams(1988)은 함수의 지식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과 대학생들 집단의 함수에 대한 concept map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와 대학교 학생들의 함수에 대한 개념 사이에는 많

은 차이가 있었다. 그 중 함수의 정의에 관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

은 정의역과 공역을 함수의 정의와 성질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학생

들은 소수만이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일가성을 연결시켰다. 또 많

은 학생들이 정의역과 공역의 단어 대신 투입(input)과 산출(output)

의 단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학생들이 정의

역과 공역에 대한 정의를 학습하였지만 많은 함수들을 다루다보면

정의역과 공역의 정의에 대하여 소홀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함수의 정의는 잊고 함수에 대한 이미지로 바뀌어 남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정의역과 관련한 문제 중 하나가 ‘주어진

공식의 정의역 구하기’ 문제이다. 실제 고등학교 문제 중에는   

,

   ,   tan 와 같이 주어진 식의 정의역을 구하라는 문제들이

있다. 다음은 실제 미적분Ⅰ 교과서의 ‘함수의 연속’ 단원에 출제된

정의역 문제이다.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간을 이용하여 나타내어라.

(1) 


(2)  

(이준열 외, 2014, p.78)

하지만 함수란 정의역이라는 집합과 공역이라는 집합, 그리고 일

가성과 임의성의 성질을 갖는 대응관계로 이루어진다(Dimitric,

2003).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식의 정의역을 구하라는 말은 함

수의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의 정의역은 주어지는 것이

기 때문에 {∈  ≥} 뿐만 아니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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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같이 더 작을 수도 있다. 물론 복소수 단원이 아

닌 학교수학에서 함수   의 정의역에 음수가 포함될 수는 없

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양수가 정의역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함수   의 정의역은 모든 양의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 결국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정의역을 구하라.’는

문제는 의미 없는 질문이다.

사실 ‘정의역을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비록 알맞은 정의역을 구하

라고 하였지만 ‘공식이 작동하는 최대의 정의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대 정의역의 모든 부분집합이 함수의 정의역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함수의 치역은 공역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집합

이다(Dimitric, 2003). 함수가 정의되는 치역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지

만 공역을 구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 것처럼 정의역의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정의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Font, Bolite, Acevedo, 2010). 따라서 정확하게 문제를 기술한다면

‘다음 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 가장 큰 정의역을 구하여라.’ 또는 ‘다

음 함수의 함수값이 존재하는 최대 정의역을 구하여라.’라고 바꿔서

물어보는 것이 좋다.

함수를 사용할 때 우리는 집합론적인 함수, 즉 함수의 정의를 만

족하는 모든 함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 Dirichlet의 함수 등, 함

수의 역사에 나타났던 많은 복잡한 반례 등은 단지 함수 정의를 건

설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뿐이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함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과거의

함수는 운동을 나타내고 표현하기에 유용하였기 때문에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미분방정식

을 만족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원하는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이다.

이러한 함수들이 정의되는 가장 큰 정의역을 구하는 것은 실제적인

유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의미 있는 활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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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함수에 관한 문제

이러한 유형의 문제 외에도 함수 단원의 문장제 문제 등에서 정의

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경우에도 ‘실수 전체’인 것처럼 그래프를 나

타내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김진환(2010)은 ‘일차함수의 개념형

성을 위한 표상활동에서 정의역의 역할에 대한 고찰’에서 중학교 교

과서 일차함수 단원에서 정의역을 고려하지 않은 문장제 문제들을

예로 들면서 정의역을 함수의 개념에 동반하지 않는 것이 함수의

종속과 대응의 연결을 힘들게 하고, 오개념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

한다. 함수는 정의역, 공역, 함수 법칙의 3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만 학교수학에서는 정의역과 공역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함수

법칙만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래프를 잘못 그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들이 일차식은 무조건 직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며

함수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발생하게 만든다. 따라서 교과서

에서 문장제 문제들을 만들 때, 사례에 대해 표상과 번역 과정을 점

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수학이나 대학수학에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이다(Even, 1990). 이는 수학교육에서 미적분

등의 해석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생각은 학교수학에서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

만 그 외,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다른 영역의 학습에 있어서

인지적 장애를 겪을 수 있다.

Even(1990)의 연구는 한 연구 참여자가 함수       유리수
    무리수

의 그래프를 그릴 때, 1,  , e, 2 등을 대입하여 얻은 점을 부드럽게

이어 진동하는 주기함수를 그리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는 실수가 가산 또는 이산적인 성질을 갖는다고 생각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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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그래프가 (0, 0)에서 시작하여 다음 함수값으로 부드럽게 이어

진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는 연구 참여자가 실수의 구조에 대한

오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함수에서 그랬듯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함수로 접근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러

한 오개념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정의역, 공역에 관

한 구조의 오개념이 함수와 그래프의 오개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양기열, 장유선(2010)의 연구에서도 실수의 유한부분집합에

서 정의된 함수를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라 생각하여 함수의 그래프

를 선형으로 그리는 오류를 찾을 수 있다.

학교수학에서의 함수 학습은 실수 정의역에서 성립하는 성질들로

주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뿐 아니라 유

리수, 무리수가 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수학에서 기본적으로 성립

하였던 성질들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서 사이값 정리11)가 있다.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정리는

사실 함수의 정의역이 실수라는 것에서 유도되는 성질이다. 정의역

이 ‘실수 전체’가 아니게 되면 명백하지 않은 성질인 것이다. 예를

들면 정의역이 유리수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함수는 사이값 정

리를 만족하지 않는 반례가 된다(Krner., 2003).

  → ,      

    ≥ 

여기서 함수 는 유리수에서 연속인 함수이다. 하지만   을

만족하는 c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사이값 정리를 증명할 때 정의

역의 연결성과 실수의 기본 정리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

례 는 모든 에서 ′   인 미분가능 함수이지만 상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Constant value theorem이 성립하지 않

은 것을 보여주는 반례가 되기도 한다(Krner., 2003).

11) 함수 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  일 때, 와  
사이의 임의의 값 에 대하여    인 가 와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
한다.(비상교육, 김원경 외, 2014,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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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value theorem)
  →이 미분가능하고 모든 실수t에 관해  ′  이라면 f는 상수

이다.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함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함수의 정의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학

교수학에서 대부분의 함수의 정의역, 공역으로 이용되는 실수에 대

한 이해뿐 아니라 수열의 정의역이 되는 자연수,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한 이해로부터 함수 자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학교수학과 해석학에서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함수를 주로 다

루지만 자연수나 정수, 또는 특별한 집합을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들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학년별 평균 점

수, 나이별 키와 몸무게의 분포 등 많은 통계자료 함수들의 정의역

은 자연수이다. 연속적인 성질을 지닌 정의역을 고른다고 하여도 인

간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유한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

상생활에 있어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즉 수열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함수에 대한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고등학교 수학과정에 포함된 수열 단원을 어려워하며 수열에

관한 오개념을 갖는다.

Prezenioslo(2006)는 자신의 논문인 'Conceptions of a sequence

formed in secondary schools'에서 폴란드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수

열을 ‘점의 나열(ordering)’로 생각하는 학생들과 ‘함수’로 생각하는

학생들을 나누어 그들의 생각을 조사한다. 수열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미지를 주고 수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라는 과제를 주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수열에 대한 오개념을 자세하게 분석하

고 있다. 이 결과, 상대적으로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수열을

함수로 인식하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함수를 수의 나열로 생각한

다고 분석한다. 다음은 Prezenioslo(2006)이 분석한 학생들의 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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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대한 이미지이다.

<표 Ⅲ-1> 학생들의 수열 개념의 이미지(Prezenioslo, 2006)

수열을 함수로 생각하는 학생들

1) 정의를 잘 알고 효율적으로 사용

2) 정의를 잘 알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3) 수열은 무한한 항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오개념을 가진다. (무한수열)

4) 수열의 정의역은 자연수의 임의의 부분집합이라 생각하는 오개념을

가진다.

수열을 ordering으로 생각하는 학생들

1) 수열의 항은 증가, 혹은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개념을 가진다.

2) 수열의 항이 항상 단조 감소, 증가 하거나 모든 값이 같아야 한다는

오개념을 가진다.(단조수열)

3) 수열의 항의 차가 항상 일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개념을 가진다.

4) 수열이 항상 어떠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오개념을 가진

다.

5) 수열에 어떤 일정한 규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오개념을 가진다.

6) 수열에 어떤 주관적인 조화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오개념을 가진다.

7) 열(sequence)은 항상 수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한다.(수열)

학생들의 수열에 대한 생각을 보면, 수열에서 매우 다양한 오개념

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학생들이 수열의

개념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는 것은 수열 자체가 자연수에 정의

되면서 갖는 자연스러움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수열

을 소개할 때 규칙성이 있는 예시만 들거나 수열을 피상적으로 제

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그래프, 표, 화살표

다이어그램, 순서쌍들의 집합, 공식 등 수열을 처음 소개할 때 다양

한 수열의 특성들을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슷한 사고가 필요한 과정인데도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상황이라 생각하며 연관성을 찾지 못하고 두 가지 사고를 따

로 하는 경우가 있다. 마치 이는 강연을 하러 가기 위해 운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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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머릿속으로 강연을 준비하는 사고와 신호를 하나씩 지키며 운전

하는 사고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분리된 사고처럼 보이는 것과 비

슷하다. 수학과 물리에서는 동형인 구조와 문제를 다루지만 서로 다

른 개념과 사고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Bassok,

J.Holyoak, 1989). 이러한 현상을 Hiele(1974)는 ‘System Separation'

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함수 관련된 개념에서도 이러한 System Separation이 발

생하는 경우가 있다. 함수 개념은 일상생활이나 수학 전반에서 사용

되는 개념이다(김남희 외, 2011, pp. 114-115). 하지만 함수단원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실생활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충

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함수인지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수열의 경우가 그렇다.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이며 등차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일차함수, 그리고 등비수열

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지수함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

열을 함수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인식한다고 하여

도 문제풀이에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Prezenioslo,

2006).

따라서 함수와 정의역, 공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의

역이 실수가 아닌 함수, 수열이나 일차변환의 학습 시 학생들이 그

것이 함수임을 이해하도록 교사가 도와야 한다. 수학에서 함수는 상

황․언어적 표현, 표, 그래프, 공식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측정하

기, 그래프 개형 그리기, 모델링, 읽기, 점 찍기, 공식 알아내기, 해석

하기, 점의 좌표 읽기, 곡선 알아내기, 매개변수 인식하기, 계산하기

등을 통하여 번역활동을 할 수 있다(JAnvier, 1980, 1982/김남희 외,

2011, 재인용). 이와 마찬가지로 수열을 나타낼 때도 숫자를 나열하

는 방법으로만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은 수열을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라는 개념이미지가 생길 것이며 잘못된 개념이미지는 쉽게

수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수열을 학습할 때, 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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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내고 왜 함수인지를 판단해본다면 수열에 대한 어려움과 오

개념이 다소 해소될 것이다.

<표 Ⅲ-2> 함수 표현 양식 간의 번역 활동

(JAnvier, 1980, 1982/김남희 외, 2011, 재인용)

상황․언어적

표현
표 그래프 공식

상황․언

어적 표현
측정하기

그래프 개형

그리기
모델링

표
읽기 점 찍기 공식 알아내기

그래프
해석하기

점의 좌표

읽기
곡선 알아내기

공식
매개변수

인식하기
계산하기

그래프 개형

그리기

수열 이외에도 함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학습을 돕기 위하여,

정의역과 공역이 다양한 함수에 함수단원에서 학습한 개념과 성질

을 적용하고 응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활동은 수학뿐

만 아니라 물리나 생물 등 함수 개념이 등장하는 다른 과목의 학습

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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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분과 적분과 관련된 정의역 문제

정의역의 개념과 관련된 논의 외에도 미적분 과정에서 정의역을

고려하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함수   


의 적분 문제와 함수의 미분, 합성 등으로 다른 함수가 되었을 때

정의역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는 보통 ln (C는 적분 상수)로

계산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외워서 쓸 정도로 보편화된 식이다. 다음

은 고등학교 미적분Ⅱ 과정의 적분법 단원에 적분법을 소개할 때

나오는 내용이다.

<표 Ⅲ-3> 함수   의 부정적분

이 실수일 때, 함수   의 부정적분에 대하여 알아보자.

≠ 일 때,  


   ′  이므로

  


     (C는 적분상수)

이다. 한편   일 때, ln ′  


   이므로

  


  ln   

이다. (류희찬 외, 2014, p.162)

하지만 이 식의 정확한 적분값은 


  ln    

ln    
이

다. 가 0보다 클 경우와 작을 경우 적분상수가 다를 수 있다는 말

이다. 물론  과  가 같을 수도 있지만  ln   
ln   

와 같이  과  가 다른 함수를 미분하여도 그 도함수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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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의된 함수   


이다. 교과서에서는 함수   


의 정의역이

마치 ‘실수 전체’인 것처럼 간주하여 적분값을 ln   로 두었지만

이 함수의 정의역은 이다. 함수 ln   의 그래프는 두 개의

연결 성분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 함수는 정의역이 양수일 때와 음

수일 때 서로의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때문에 함수   


의 적

분은 


  ln    

ln    
이라 쓰는 것이 정교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함수   

을 포함한 식을 적분하는 경우,   


을 가 0

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은 복잡한 식을 전개하

는 데 불편한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적분을 하는 경우 적분구간이

0을 포함하게 되면 적분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적분을 하는 경

우 적분구간은 양수이거나 음수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을 ln로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적분상수 

는 값에 따라서 적당한 값이 될 수 있는 상수로 표현되며 이는 수

학을 쓰는 사람과 그 식을 읽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의 표현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는    또는   로 나타낼 수 있는

데 보통 이를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로 나타낸다.

ln을 비슷한 맥락으로 본다면 이는   

이 포함된 적분식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만 ln의 표현

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적분값


을 ln로 쓸 수 있

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적분에 관련된 문제 외에도 정의역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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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다. 김흥규(2014)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 를 미분

하여라. (≥)’라는 문제에 대하여 함수의 정의역은 ∈   ≥ 

이지만   에서 미분가능하지 않은 식임을 지적하였다. 미분계수

라는 것은 주어진 함수에 대하여 공역이 실수인 다른 함수로 볼 수

있다. 즉,  ′


이므로 함수 ′


가 도함수가 된다.

그런데 함수 의 정의역은 0을 포함한 양수였지만 함수


의

정의역은 0을 포함하지 않는 양수가 된다. 즉 ′가 0에서 정의되지

않은 것이므로 ∈   ≥ 에서   를 미분하라는 것은 정의

되지 않은 영역에서 함수값을 물어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 ‘ 를

미분하여라. (≥)’의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은

∈  ≥이며 이 함수를 미분하면  ′


, (>0) 이므

로 이는 =0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옳은 답을 요구하는 문제이며 학교에서

는 학생들이 이 문제의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와 같은 식을 미분할 때, 종종 양 변

에 log를 씌워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다.

  
 

⇒log  log  log  log  

⇒

′
 









⇒′  
 




 


 

 
  

 

하지만 log는 에서 정의되므로 이 식에서    ,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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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쓴다면    ,   

에

서 따로 미분값을 생각해 주어야 하므로 더 계산이 복잡해진다. 그

러므로 몫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이 식의 미분값을 구해주어야 한다.

<그림 Ⅲ-1>   ( ≥ )의 미분 (류희찬 외, 2014, p.125)

위에서 언급한 두 문제는 정의역이 주어진 어떤 함수가 새로운 함

수로 바뀌는 것이다.   ( ≥ )의 문제는 도함수를 구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함수 ′


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함수의 정의역은 (  )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함수   
 

의 정의역은   이지만 이 함수에 log를 합성하게 되면 새로운
함수가 된다.   log  log  log   log   이 새로운

함수의 정의역은    

  이다. 이렇게 주어진 함수를 변형하

여 새로운 함수를 구하는 경우에는 정의역을 반드시 고려해주어야

한다. 정의역은 함수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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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속성으로 본 함수의 정의역

학교수학에서 연속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표 Ⅳ-1> 학교수학에서의 연속(김원경 외, 2014, p.64)

일반적으로 함수 와 실수 에 대해서

[1] 함수 가   에서 정의되어 있고

[2] lim
→

가 존재하며

[3] lim
→

 

일 때, 함수 는   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함수 가   에서 연속이 아닐 때, 가   에서 불연속이

라고 한다.

대학 해석학에서의 연속은 다음과 같다.

<표 Ⅳ-2> 해석학에서의 연속 (정동명, 조승제, 2004, p.195)

를 실수의 집합 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실수 를 ∈라고 하

자. 함수   →에 있어서 명제

[임의의   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적당한     이 존재하

여     이고, ∈이면     이다.]

를 만족하면 함수 는 점   에서 연속(continuous at c)이라고 한

다. 특히 가 모든 점 ∈에서 연속이면 는 위에서 연속

(continuous)이라고 하고, 이 때 는 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continuous function)이다. 또 가 점   에서 연속이 아닐 때, 는

  에서 불연속(discontinuous at c)이라고 한다.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다항 함수의 연속은 두 정의에 의하여 모

순이 아니다. 하지만 함수   

과 같은 유리함수는   에서 정의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교수학에서의 연속의 정의 조건 중 [1]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불연속함수이다. 하지만 해석학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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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   은 함수   

의 정의역의 원소가 아니며  의

모든 점에서 함수   

은 연속이므로   


은 연속함수가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은 점에서의 함수의 연속성의 정의가 학교수

학과 학문수학에서 다른 결과를 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함

수의 연속성의 정의 문제는 수학교육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Dimitric, 2003; 박달원, 홍순상, 신민영, 2012; Jayakody, Zazkis,

2015). 이번 장에서는 함수   

과 같은 유리함수의 연속성에 관한

논문들을 조사하고   

의 연속성 문제에 대한 논문들의 의견을

라카토스의 반례대응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정의되지 않은 점에서의 연속성

함수   

과 같은 유리함수는 함수의 연속성에 관련한 논문에

자주 등장해왔다(Dimitric, 2003; 이경화, 신보미, 2005; Tall, Vinner,

1981; 이진영, 2011). 이와 같이 실수 위의 한 점에서 정의되지 않은

유리함수는 그 점에서 끊어져 있는 그래프를 가지므로 많은 학생들

이 연속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많은 선행 논문에서

학생들이 유리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박달원, 홍순상, 신민영, 2012; 백승주, 2014). 다음은 정의

역이 실수가 아닌 연속함수들에 대한 학생들의 오류와 그 원인에

관련한 논문들의 내용이다.

논문들의 내용을 보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함수의 연속성

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많은 수학교육자들이 연속의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수의 연속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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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는 Tall, Vinner(1981)의 연구로부터 시작한다. 이들은 여

러 가지 함수의 연속성을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이들의 잘못된 개념

이미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의 실험참가자들은 유리함수가 끊어져

있고, 한 점에서 정의가 되지 않았으며 그 점에서 극한이 무한임을

이유로 불연속이라 주장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반복 설계한 연구로,

이경화, 신보미(2005)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상위권 학생들 또한 유

리함수를 불연속이라 생각하며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여야

연속함수라고 생각하는 등의 개념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조사하였다.

아래 표의 세 연구에서는 연속함수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이미지가

야기하는 오개념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Dimitric(2003)은 연속함수를 길연결 그래프와 혼동하는 이

유를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밝히며 정의 되지 않는 점에서의 연속

성을 물어보는 것이 명백한 참(Vacuously True)이므로 의미가 없다

고 주장한다. 박달원, 홍순상, 신민영(2012)와 Jayakody,

Zazkis(2015)은 학교수학에서 연속 함수의 정의의 불일치성에 대해

비판하며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 모순이 없는 정의를 선택해야 하

고 정확히 정의하여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함을 역설한다.

이 논문들은 각각 주장하는 어조와 관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되

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함수에

대하여, 정의되지 않은 점에서의 연속성은 의미 없는 질문이며 정의

가 된 점에서만 연속, 불연속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수학에서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못된 개

념이미지를 가지며 연속함수에 대하여 옳지 않은 판단을 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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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함수   

에 관한 논문들

박달원 외

2인(2010)
Dimitric(2003)

Jayakody 외

1인(2015)

원인

1) 교과서에서 함수

의 연속에 관한 개

념이미지를 그래프

의 연결성으로 보고

이에 따른 지도방안

을 제시했기 때문이

다.

2) 한 점에서 연속

에 대한 정의와 연

속함수에 대한 정의

가 교과서별로 차이

가 나기 때문이다.

→연속함수의 정의

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1) 함수는 정의역,

공역, 함수관계의 3

가지 요소로 이루어

지지만 학생들은 정

의역과 공역, 특히

공역을 잘 알지 못

한다.

2) 역사적으로 저명

한 수학자들이 연속

의 개념에 대해 잘

못된 생각을 가졌었

으며 continuity와

contiguity를 혼동하

였다.

연속에 대한 두 가

지 정의가 모순되며

다르다.

비판

정의역이 아닌 점에

서의 연속성 판단을

지양해야 한다.

정의역이 아닌 점에

서 연속성을 물어보

는 것은 고양이가

없는 사람에게 ‘당

신의 고양이를 사랑

하냐?’고 묻는 것과

같다.

정의 되지 않은 점

에서 연속성을 물어

보는 것은 3.14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묻는 것과 같다.

결론

1) 학교수학에서 함

수의 연속과 불연속

은 정의역의 원소에

대하여만 정의해야

한다.

1) 함수   

는 0

에서 정의되지 않았

으므로 0에서 명백

한(vacuous) 참이

다.

1) 교과서와 교육자

가 두 가지 정의의

차이를 인지하고 그

들이 사용하는 정의

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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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의 정의나

교육과정에서의 지침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백승주,

2015).

다음은 2009 교육과정 미적분Ⅰ 교과서에 실제로 실린 문제와 풀

이이다.

<표 Ⅳ-4> 함수   


의 연속성에 관한 교과서 문제

다음 함수가   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여라.

 



풀이) 함수  


은   에서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함수 은  에서 불연속이다.

(류희찬 외, 2014, p.75)

2) 학교수학에서 정

의역의 끝 점에서의

함수의 연속성을 정

확하게 정의해야 한

다.

3) 학교수학에서 연

속함수에 대한 정의

를 정확하게 기술해

야 한다.

2) 함수   

은 0

에서 정의되지 않았

으 므 로

 ∞ ∪ ∞에

서 contiguous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 가 에서 연속

함수인 것과  에

서 의 그래프가 연

결인 것은 동치이므

로 contiguity도 의

미 있는 개념이다.

2) 두 정의의 차이

를 잘 알아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정의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기르기 위하

여 각각 다른 정의

를 이용해 연습해보

는 것이 필요하다.



- 43 -

2. 라카토스의 반례대응방법으로 본 유리함수 문제

라카토스는 수학적 지식이 준경험적이고 오류가능하며 인간의 발

명의 산물이라 주장하는 대표적인 준경험주의자이다. 그는 폴리아의

수학적 발견술의 부흥과 칼 포퍼의 비판 철학을 바탕으로 ‘Proofs

and Refutation-The logic of Mathematics Discovery’(1976)을 발간

하였다. 이 책에서 라카토스는 오일러 다면체 정리와 관련된 수학

이론의 발전 과정을 그 역사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수

학적 지식은 유클리드의 철학처럼 공리, 정의, 정리 순으로 차곡차

곡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적 추측에 반례가 등장하게 되어 증

명을 개선하고 오류로부터 새로운 개념을 찾아내는 증명과 반박의

논리에 의하여 발전함을 보여준다. 그는 오일러 다면체의 예를 이용

하여 증명과 반박의 논리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간다. 이 때, 증명이란 원시적 추측을 많은 부분 추측으로 분해

하는 사고이다. 라카토스는 원시적 추측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반례

를 국소적 반례와 전면적 반례로 나눈다. 그에 의하면 국소적 반례

는 부분추측을 반박하는 것이며 전면적 반례는 원래 추측을 반박하

는 반례이다.

이중 전면적 반례이지만 국소적 반례가 아닌 반례에 대응하는 방

법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라카토스는 이러한 반응을 5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먼저 반례를 받아들이고 원래의 추측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항복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반례를 배재하고 원

래의 추측을 유지하는 괴물배재법이다. 괴물배제법은 원시적 추측의

대상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정교하게 한다. 세 번째로 반례가 되는 대

상을 예외로 간주하여 이들을 배재하는 조건절을 추가하여 수학적

지식의 범위를 좁히는 예외배제법이 있다. 네 번째로는 반례가 되는

대상은 기괴한 해석이라고 보고, 반례를 예로 바꾸어 조정하는 괴물

조정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반례가 증명의 반박이 아닌 것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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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고 ‘감추어진 보조정리’를 찾아 증명에 합체시킴으로써 증

명과 추측을 개선하는 보조정리합체법이 있다(우정호, 2001).

이러한 라카토스의 입장에서 한 점에서 정의되지 않은 유리함수를

다루는 연구들에 대해 분석해 볼 수 있다. 학교수학에서 연속 개념

은 미적분을 학습하기 위한 발판이 된다. 따라서 학교 수학에서 주

로 다루는 함수들은 대부분이 미분이 가능하며 학생들이 주로 다루

는 함수의 점은 미분가능하고 연속이다. 실제로 미적분은 매끄러운

관계의 함수만을 다룬다(Malik, 1980). 이러한 매끄러운(Smooth) 함

수에 비하여 한 점, 또는 구간에서 정의되지 않은 함수는 예외로 취

급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함수의 개념의 발달 과정에서 함수 개념을 수학적 개념으로 정의

한 것은 오일러(Euler)이다. 하지만 디리클레(Dirichlet)와 코시

(Cauchy)등 많은 수학자들이 오일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

운 함수들을 찾아내면서 함수의 정의가 바뀌게 되어 오늘날의 임의

성과 일가성을 지닌 함수의 정의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하

여 1899년, 푸엥카레(Poincaré)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반세기 동안, 우리는 이상한 함수들을 많이 보았다. 이들은 어떤 목적

을 가지고 정직한 함수들과 가능한 한 조금만 닮아 보이도록 힘이 가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전에 새로운 함수가 생긴다면 이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생긴 것이다. 오늘날. 그들은 우리의 조상들의 이유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

하기 위해 생겨나고 우리는 그러한 이유 외에는 그 함수들이 필요하지 않

다.12)

12) MacTutor History of Mathematics, “The function concept" 
  http://www-history.mcs.st-andrews.ac.uk/HistTopics/Functions.html 
   For half a century we have seen a mass of bizarre functions which appear 

to be forced to resemble as little as possible honest functions which serve 
some purpose. ... Formerly, when a new function was invented, it was in 
view of some practical end. Today they are invented on purpose to show 
that our ancestor's reasoning was at fault, and we shall never get anything 
more than that out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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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정의역이 실수인 연속함수들은 학교

수학과 학문 수학에서의 연속의 정의에 모두 부합한다. 정의역이 실

수일 때 함수의 연속성은 길연결성(path connectedness)과 동치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정의역이 실수인 연속함수들은 학교수학에서

일반적인 함수로 볼 수 있다(Dimitric, 2003). 그리고 학교수학의 연

속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학문수학에서는 연속함수인 유리함

수들은 학교수학의 정의가 틀렸음을 반증하는 반례가 될 수 있다.

함수   

의 연속성이 학교수학과 대학수학에서 다르게 나타나

는 문제점은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나 구간에서의 연속성의

정의에 관련된 것이다. 즉, 학문 수학의 연속 정의를 학교 수학의

연속의 정의로 전환할 때 함수에서 정의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간

과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실수이지만 함수

의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연속성의 정의를 다르게

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학교수학의

정의를 학문수학의 정의와 부합하게 바꾸는 것을 제안하였다(박달

원, 홍순상, 신민영, 2012; Jayakody, Zazkis, 2015).

하지만 학교수학에서 학생들이 정의되지 않은 점에서의 연속성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 이후에 학습하게 될 미분이나 적분에서의 오개

념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학교수학의 미분과 적분은 정의되지 않은

점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는 ‘명백한 연속’이라는 것을 배운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수학의 수학과 교육과정(2011)에

서도 함수의 연속은 미분법과 적분법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다루도록 하고 있다.

비슷한 예로 대학교 해석학에서는 한 점에서 정의된 함수, 즉 고

립점은 어떤 함수값을 갖던지 연속이라는 정의가 등장한다(정동명,

조승제, 2004, p.195). 이는 적당한   에 대하여     를 만족

하는 는 뿐이면   를 만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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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연속의 엄밀한 정의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고립점에서의

연속성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실제적으로 연속의

개념에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며 그저 정의에 부합하기 위하여

설정된 개념이고 약속일뿐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함수가 정의된 점에서만 연속성을 판

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반례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 하지만 반례들

의 출현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연구들이 그저 정의의

문제가 아닌 학생들의 연속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미지들 때문에 실

시되었다는 것을 상기했을 때, ‘함수가 정의된 점에서만 연속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학생들의 연속에 대한 개념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설명이다.

이는 라카토스의 반례대응방법 중 예외배제법과 일맥상통하는 면

이 있다. 예외배제법은 반례가 등장했을 때, 이에 대하여 언급한 조

건절을 첨가하여 안전한 영역으로 철수하는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함수가 정의되지 않은 점에서는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는 설명은 학교 수학에서의 함수의 연속에 대한 정의에 안전한 영

역으로의 철수를 위하여 조건절을 첨부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

다. 조건절로 인하여 원시 추측 즉, 원래의 학교수학에서의 함수 연

속의 정의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수학의 연속의 정의에 의하면 함수   

과 같은 유리함수는

한 점   에서 정의되지 않으며   에서의 극한도 존재하지 않

는다. 따라서 유리함수는 한 점에서 연속이 아니므로 학교수학에서

불연속함수가 된다. 이와 비슷하게 한 점에서 정의되지 않은   


와 같은 함수도  에서 연속함수이지만 학교수학에서는 불연속

함수로 분류 되고 있는 함수이다. 이 함수도   

과 마찬가지로 많

은 학생들이 불연속함수라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몇몇 학생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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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수의 분자, 분모를 로 약분하여   에서 정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오개념도 나타난다(이경화, 신보미, 2005). 이 함수   


는   

과 같이   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이와는 다르게

  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함수   

와   



는 모두   

에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수학에서 불연속으로 분류되지만

학교수학의 연속 정의의 조건들을 검토해보면 함수   


은 <표 Ⅳ

-1>의 조건[2]를 만족하지 않으며 함수   


은 조건[2]를 만족하

는 함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불연속 점을 극한의 존재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교 해석개론에서는 불연속함수의 불연속점을 ‘제 1종

의 불연속점’과 ‘제 2종의 불연속점’으로 나눈다. 제 1종의 불연속점

은 그 점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13)이 존재하는 점이며 제 2종의 불

연속점은 우극한 또는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말한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함수   

와   



의 불연속점이라면 함수

  

은   에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

점이 제 2종의 불연속점이 되며 함수   


은   의 우극한과 좌

13) E가 함수 의 정의역이고 실수 c가 E의 집적점일 때, 함수   →에 있
어서 적당한 실수 이 존재하여 다음을 만족하면 의 우극한이 존재한다고 한다. 
(정동명 & 조승제, 2004, p.229)
 임의의   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적당한   이 존재해서 
  ∩ ≠ ∅이고

      ∈ 이면 반드시    이다.
마찬가지로 다음을 만족하면 의 좌극한이 존재한다고 한다.
 임의의   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적당한   이 존재해서 
  ∩ ≠ ∅이고

      ∈ 이면 반드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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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이 존재하므로   의 점이 제 1종의 불연속점이라고 할 수 있

다. 게다가   에서   


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0이 되므로   

일 때 함수값을 0이라 하면 이 함수  













 ≠ 

    

는   가

되어 연속함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제거가능한 불연속점이라

고 한다.14)

이와 같은 관점에서   

,   



,  













 ≠ 

    

, 그리고

 










 ≠ 

    
와 같은 함수들의 비교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연속의

의미를 논의하게 할 수 있다. 먼저 함수   가 연속임을 상기시

킨 후에 이 함수에서 한 점   을 제외한 함수   


이 연속임을

이해시킨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지만 정의역을 실수로 확장하여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함수가 되지 않는 함수   

의 예를 통하여

제 1종의 불연속 점과 제 2종의 불연속 점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

고 실수가 아닌 영역에서 정의된 함수의 연속성을 토론을 통하여

도입하고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  

,   



의 연속성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  

,   



의 연속성 논의’는 라카토스의 오류주의 수

학 철학에 따라 소박한 추측이 증명과 반례에 의한 반박의 단계를

거쳐 추측이 개선되고 세련된 개념이 나타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과 관련된 반례 대응 방법은 보조정

14) 실제로 이 점은 불연속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 가능한 특이점(removable 
singularity)라고 한다.



- 49 -

리합체법이다. 보조정리합체법은 전면적 반례이면 국소적 반례가 아

닐 수 없다는 ‘허위성의 재전달 원리’로부터 증명을 분석하여 적당

한 보조정리를 첨가함으로써 전면적 반례를 국소적 반례가 되게 한

다.

라카토스의 방법은 정리와 증명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므로 함수

  

이 학교수학의 연속 정의의 반례가 되는 문제에서 보조정리합

체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정의를 반박하는 상황

에서도 라카토스의 수리철학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임재훈, 박

교식(2004)은 학교수학에서 접선 개념의 교수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추측과 증명’이 없는 개념을 지도할 때도 “반례를 개념의 예가 아닌

것으로 배재하기 위해 정의를 수정하는 방향과 반례를 예로 포섭하

는 방향으로의 수정이라는 두 방향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밝

히며 라카토스의 ‘예외배제법’과 ‘보조정리합체법’을 활용하여 접선의

개념의 학교수학에서의 수정, 개선할 수 있음을 보였다.

‘  

,   



의 연속성 논의’에서는 먼저 반례가 해당되는 정의

의 조건을 찾아내는 과정이 보조정리합체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

다. 유리함수들은 분모가 0이 되는 점에서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수학에서의 연속 정의, <표 Ⅳ-1>의 [1]에 맞지 않으며 조건

[1]이 연속함수의 정의에서 문제가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조건을 개선하여 연속의 정의를 다시 한다면 Jayakody,

Zazkis(2015)가 제안한 정의 D215)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   



와 같은 반례를 새롭게 연속함수의 예로 받아들이면

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연속함수에 대해서도 연속성을 논할

15) 함수 가 정의역의 점   에서 lim
→

  이면 연속이다. 또한 가 정

의역의 점   에서 lim
→

≠ 이면 불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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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즉, 정의역이 실수가 아니어도 연속이 될 수 있는 것

이며 이는 연속함수에 대한 개념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Lakatos(1978)에 의하면 괴물배재법은 개념을 유지하는 반면 보조정

리합체법은 개념을 확장하고 증명을 개선하여 수학적 지식을 증가

시킨다. 또한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기도 한다16). 이렇게 ‘  

,

  


의 연속성 논의’는 불연속점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발견법은 Lakatos의 긍정적 발견법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정의역이 실수인 함수만 연속함수가 될 수 있다.’는 핵의

역할을 하며 그에 부합하는 성질을 갖춘 다항함수 등이 보호대 역

할을 한다. 하지만 ‘  

,   



의 연속성 논의’에 의하여 결국은

핵을 바꾸어 ‘정의역이 실수가 아닌 함수도 연속함수가 될 수 있다.’

는 결론을 얻으며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라카토스에 의하면 예외배제법은 추측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수

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개념의 확장과 수학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은 증명과 반박의 논리, 즉 보조정리합체법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말한다(우정호, 2001). 반례는 귀찮은 ‘괴물’과 같은 존재

가 아닌 수학적 지식의 개선과 확장을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16) 라카토스의 ‘Proofs and Refutation-The logic of Mathematics 
Discovery’(1976)에는 코시(Cauchy)가 “연속함수의 임의의 수렴하는 급수의 극
한 자신도 연속”이라는 추측을 증명하였지만 푸리에(Fourier)급수가 반례가 되
며 아벨(Abel)이 삼각함수를 이 정리에서 제외하려 하였지만 사이델(Seidel)이 
코시의 증명을 분석한 결과 평등수렴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발견한 내용이 
나온다. 이는 해석학에서 ‘평등수렴’ 개념의 유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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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역, 공역의 중요성과 연속개념에의 영향

함수의 정의역은 고등학교 수학Ⅱ에서 함수를 대응으로 소개할 때

처음 등장한다. 이 후 학교수학에서는 특별히 정의역이 중요하게 기

능하지 않는다. Williams(1988)의 연구에 사용된 concept map에서

전문가들은 정의역과 공역을 함수의 정의로 분류하였다. 이는 정의

역, 공역이 함수의 정의에 포함되는 개념임을 말해준다. 하지만 함

수에서 정의역과 공역은 함수의 정의 뿐 아니라, 성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정의역, 공역이 함수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예이

다.

<표 Ⅳ-5> 정의역, 공역이 함수의 성질에 미치는 예

(Dimitric, 2003)

함수   

  →
전사가 아니다.
단사가 아니다    → 

전 단 사 ( 일 대 일
대응)이다.

   →

전사가 아니지
만 단사이다.
(일대일함수)

  → 
전사이지만 단
사가 아니다.

위의 예에서와 같이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달라지면 함수의 기

본적인 성질인 전단사성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함수의 정의역

과 공역은 그 외에도 함수의 중요한 성질인 연속성에도 영향을 미

친다. 위상 수학에서는 연속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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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위상수학에서의 연속(박대희, 안승호, p.160-170)

(1)  가 위상공간이라고 하자. 함수   →가 점 ∈에서 연

속이란 점 의 임의의 열린근방  ⊂ 에 대하여  ⊂    

(즉,   ⊂  )를 만족하는 의 열린근방  ⊂ 가 존재함을 의미한

다.

(2) 함수   →가 연속사상(continuous map)이란 임의의 의 열

린집합 에 대하여    가 의 열린집합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즉, 함수   →가 연속함수이기 위해서는 공역 Y의 모든 개집

합O의 역함수에서의 상   이 X에서 개집합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함수   →가 연속함수이기 위해서는 함수식뿐만 아니라 X

와 Y에서의 개집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X, Y가 실수 보통

위상일 때 아래의 <그림 Ⅳ-1>의 그래프1은 연속, 그래프2는 불연

속이다. 하지만 <그림 Ⅳ-1>의 그래프1에서 Y가 보통위상을 포함

하며 더 많은 개집합을 갖는 low limit topology(하극한위상)일 때,

새롭게 생긴 개집합들은 역상이 X에서 개집합이 되지 못하기 때문

에 불연속 함수가 된다. 또한 <그림 Ⅳ-1>의 그래프2에서 X가 low

limit topology일 때는 보통위상에서 역상이 개집합이 되지 못했던

Y의 개집합이 X의 개집합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Y의 모든 개집합의

역상이 X의 개집합이 되어 연속함수가 된다. 결과적으로, 함수의 정

의역이나 공역이 바뀌면 함수의 연속성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함수의 연속성은 그래프의 개형만으

로 판단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함수를 구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정의역, 공역, relation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더

정확히는 정의역, 공역의 개집합들과 그들 사이에 정의된 관계에 의

하여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이 정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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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그래프2

<그림 Ⅳ-1> 함수의 그래프와 연속

이와 같이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은 함수의 연속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따라서 함수의 연속에 대하여 논의할 때 정

의역과 공역에 대한 논의가 빠질 수 없다. 하지만 학교수학에서 연

속을 정의할 때, 연속함수로 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함수만

을 다루기 때문에 연속성에서 정의역에 대한 논의의 비중이 크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는 익숙하게 연

속성을 따지지만 점이나 구간에서 정의되지 않은 다른 함수들을 접

하면 정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함수에서의 연속개념이 처음부터 학문적 정의대로 개집합

또는  논법을 사용하여 정의된 것은 아니었다. 함수개념과 연속

개념은 역사적으로 함께 발달하게 되었는데 연속의 개념을 함수의

정의에서 벗어나 현대적 개념과 비슷하게 처음 제시한 사람은

Bernard Bolzano이다. 그가 제시한 개념은 “가 충분히 작으면

  를 원하는 만큼 작게 할 수 있다”는 개념이었으며 이

개념은 현대적 연속의 의미와 유사하다. 비슷한 시기에 Louis

Cauchy도 이와 비슷하게 함수의 연속을 정의하였다. 그는  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지만 연속의 정의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리의 증명과정에서 사용하였다(박달원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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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Karl Weierstrass가 1874년  를 이용한 연속의 정의를 발

표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현대 해석학에서는 연속을  를 이용하여

가르치고 있다. 다음은 Weierstrass가 발표한 연속의 개념이다

(Dimitric, 2003).

가 의 연속함수라는 것은, 임의의 값에 대하여,   와    사이의 모

든 값에 대하여 그 대응값 가   와   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가 존

재하는 것이다.17)

이러한 연속의 정의는 현대의 해석학과 비슷한 논리구조를 가진

다. 이러한 해석학에서의 엄밀한 정의는 결국 의 반경, 의 반

경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이는 실수 위상공간에서 개

집합, 개구간의 개념이다. 위상수학이 발달하게 되자 위상수학에서

연속의 개념은 해석학에서의  정의를 확장한 정의가 채택되며 함

수의 연속성은 정의역, 공역 공간의 개집합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점에서 정의되지 않은 유리함수의 문제로 돌

아가면 함수   

의 정의역은  이며, 공역은 이므로 실수에

서의 임의의 개집합을 잡으면(혹은 개구간) 그 개집합의 역상은 항

상 실수에서 개집합이며 따라서  에서 개집합이다. 결국 함수

  

은 단지 ‘한 점에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빼고 생

각해야 한다.’는 설명보다는 함수가 정의된 정의역과 공역에서의 개

집합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더 심층적인 설명이 될 것이

다.

함수와 연속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연속성의 개념은 함수의 연결성

17) K. Weierstrass: Theorie der analytischen Funktionen, Vorlesung an der 
Univ. Berlin 1874, manuscript (ausgearbeitet von G. Valentin), Math. Bibl. 
Humboldt Univercitat Berlin,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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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길연결성과 혼동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로 Aristotle는 연속을 기하적 직선에 대한 직관으로 정의하였다. 따

라서 임의로 분할 될 수 있다는 것이 연속성의 성질이라 생각하였

고 “부분들로 나눌 수 있지만, 분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분들

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다(정연준, 김재홍, 2013). Euler(1748)는

하나의 해석적으로 표현되는 함수를 연속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과 같은 함수는 연속이라고 판단했으나 Aristotle의 기준에 의

하면 불연속이었다(Youschkevich, 1976. pp.67-68; 정연준, 김재홍,

2013). 또한 Euler의 정의에 동의하여 Arbogast(1791)는 Euler의 정

의에 의하면 불연속인 함수들 중 해석적 표현이 바뀌는 부분에서

연결되어있으면 contiguous, 연결되어있지 않으면 discontiguous하다

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contiguity는 손을 떼지 않고 그릴 수 있는

길연결성(path connectedness)의 개념과 유사하다(Dimitric, 2003).

연속의 엄밀한 정의가 형식화 된 후에도 이러한 혼동은 없어지지

않았다. Cauchy는 함수 연속의 엄밀한 정의를 시도하였으나 실제

연속성을 판단할 때에는 “의 특정한 값의 근방에서 함수 의

연속이 멈추면 불연속”이라 판단하여 함수   

은 불연속인 대표

적인 함수로 판단하였다(백승주, 2015). 그리고 Cauchy를 포함한 19

세기의 많은 수학자들은 “사이값 정리를 연속성의 정의와 동치로 간

주하였다.” 사이값정리를 만족한다는 것은 함수가 끊어지지 않고 연

결되어 있는 것이다.(사이값정리는 정의역이 연결인 연속함수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이들은 연속함수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정연준, 김재홍, 2013). 형식적으로는  논법을 이용

하여 증명하지만 실제로 초기의 많은 수학자들이 직관을 완전히 떨

쳐버리지 못하였다. 사실 함수   →의 그래프

  ∈ ×  ∈에 대하여 함수 가 연속인 것과

  →,    가 위상동형사상인 것이 필요충분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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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박대희, 안승호, 2013, p.209). 따라서 정의역 X가 연결공간일 때,

연속함수   →에 대하여 의 그래프

  ∈ ×  ∈는 연결이다. 하지만 연결성과 연속성

은 매우 다른 개념이다. 실제로   →,  








sin


 ≠ 

    
와 같

이 연결된 그래프이지만 연속함수가 아닌 경우가 존재하며   →

가 연속함수이지만 정의역 가 연결이 아닐 경우 함수의 그래프도

연결이 아닐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함수   

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학생들 또한 연

결성과 연속성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Tall, Vinner(1981)은 대부

분의 학생들에게 연속함수는 ‘끊어짐이 없고 하나의 조각을 이루는’

개념으로 생각하였음을 보여준다. 이경화, 신보미(2005)도 이와 마찬

가지로 상위집단 학생들이 연속함수에 갖는 개념이미지 5가지 중

하나가 ‘함수의 연속성을 그래프의 연결성으로 대치하는 것’이라 하

였다. 백승주(2015)는 함수의 연속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본 후

Núñez와 Lakoff(1988)을 인용하며 학생들의 오개념은 엄밀하지 못

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우며 다른 것이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된 점에서만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해야 한

다.’ 즉, 함수   

은 ‘  에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

연속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마치 함수   

이   에서

정의되지 않으며 나머지 정의역의 각 구간  ∞ , ∞에서는

하나의 끊어지지 않은 곡선이기 때문에 연속함수가 되는 것처럼 들

릴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이미지를 개선

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니다. 처음에 생긴 잘못된 개념이미지는 학생

들이 대학교에 가서 그렇지 않은 반례를 만났을 때 수정되기 힘들

다. 실제로 학생들은 연속에 대한 개념을 학교수학에서 충분히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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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해석학의  정의를 매우 힘들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한다(Roh, 2009).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반례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끊어지지 않는 곡선’으로서의

연속 개념이미지를 연속에 관한 올바른 정의에 입각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고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지며 이들 사

이의 관계가 주어지는 정의역, 공역, 관계의 3요소로 구성된다

(Bourbaki, 1939). 하지만 학생들은 정의역이 실수인 함수들이 교과

서에 주로 나오며 그러한 함수들만을 자주 다루기 때문에 함수의

정의역, 공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오개념을 가질 수 있다(Even,

1990). 그러므로 함수의 3가지 요소를 모두 비중 있게 학습하며 함

수의 연속에 대한 논의에서 정의역이 실수가 아닌 다른 영역일 때

도 연속성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

리고 학생들이 올바른 연속성의 정의에 따라 연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면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한 반례가 등장하

였을 때, 자신의 개념을 수정하고 개선하여 지식의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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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함수의 정의역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역과 관련한 문제

점들과, 함수   


의 연속성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학교수학에서 함수의 정의역이 어떻게 다루어지며 그와

관련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함수   


의 연속성 논의에 대하여 ‘정의된 점에서만 함수의 연속

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학생들의 연속에 대한 잘못된 개념

이미지를 개선하는지 탐구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문헌 등을 이용하여 정의역에 관

련된 문제점들을 찾아보았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라카토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의된 점에서만 함수의 연속성을 판

단해야 한다.’는 설명을 분석하였다. 또 위상수학의 연속성 개념과

연속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함수   


의 연속성 문제를 검토

하였다.

Ⅲ장에서는 정의역에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정의역이란 함

수식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함수를 결정하는 3 가지

요소 중 하나이다(Broubaki, 1939). 그럼에도 불구하고   


,

  와 같은 함수를 주며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여라.’라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는 특별한 함

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최

대의 정의역을 구하여라.’라는 문제로 바뀐다면 의미 있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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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의역이 실수가 아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마

치 정의역이 실수인 것처럼 잘못 표현하는 오류가 있었다. 이러한

오류는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지만 학생들이 ‘함수의 정의역이 실

수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함수 그래프는 연속된 직선이다.’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김진환, 2010). 실제로 정의역이

실수일 때 성립하는 성질들이 실수가 아닐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함수에서 정의역을 유의하여 다뤄야 한다(Krner,

2003). 또한 고등학교에서 학습하는 수열은 정의역이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인 함수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를 함수로 생각하지 못하고,

처음 학습한 수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Prezenioslo,

2006). 따라서 정의역이 실수가 아닌 함수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어

야 하며, 수열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봄으로써 수열이 함수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고등학교 미분이나 적분 문제에서의 정의역에 관련된

오류들이 있었다. 먼저 함수   


를 적분하면 ln   (는 적분상

수)가 된다고 학교수학에서는 배운다. 이는 ln 의 도함수가   



이 나오기 때문으로 정당화 되지만 사실  ln   
ln   

을 미분하여도   


이 된다. 따라서 정확한 적분값은 다음과 같다.




  ln   

ln   

그렇지만 이 적분값을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미분방정식을 풀

거나 복잡한 식을 적분하는 경우 비효율적인 과정이 된다. 그러므로




 ln   (는 적분상수)라고 쓰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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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에 관한 문제 외에도 함수   의 도함수를 구하는 문제와

  
 

를 미분할 때 양 변에 로그를 합성하는 방법 등에서

나타난 정의역 문제가 있었다(김흥규, 2014). 이는 함수를 미분하거

나 합성하면서 다른 함수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의되지 않는 점

이 생기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는 미분, 합성 등을 통하여 함수

가 바뀌면 함수관계 뿐 아니라 정의역과 공역도 확인해 주어야 함

을 말해준다.

Ⅳ장에서는 한 점에서 정의되지 않은 유리함수에 대한 논의를 주

제로 삼았다. 함수   


과 같은 분모에 변수가 있는 유리함수가

지금의 교육과정에 의하면 연속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연속이며 이

에 관한 논문들이 다수 있었다. Dimitric(2003), 박달원, 홍순상, 신민

영(2012), Jayakody, Zazkis(2015)은 이 논의에 대하여 ‘정의된 점에

서만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교수학

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정의역이 실수이며(Even, 1990)

학교수학의 정의에 의하여 연속성을 판단하는데 오류가 잘 나타나

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와 같은 함수는 연속성 판단에서

반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의된 점에서만 함수의 연속성

을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의되지 않은 한 점에 대한 논의를

차단하는 것으로써 예외 배제법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Lakatos가 수학적 지식의 발전을 이끌기 때문에 선호하였던 보조정

리 합체법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설명을 찾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

에 대하여 같은 유리함수이고 학교수학의 함수의 연속 정의에 모순

되는 반례이지만 함수   

과 함수   



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보조정리 합체법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학교

수학에서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고 유죄인 보조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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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내는 방법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논의 이후에는

정의역이 실수가 아닌 연속함수에 대해서도 연속을 논할 수 있게

되어 지식의 확장의 면에서 닮은 점을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 1종의 불연속점’, ‘제 2종의 불연속점’ 등의 새로운 개념이 생겨

나기도 하는 것이 보조정리 합체법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가 된 것은 학생들이 함수의 연속에 대

한 잘못된 개념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학생들이 함수

의 연속성을 그래프의 연결성으로 대치한다(이경화, 신보미, 2005).

따라서 함수   

의 논의는 사실 이러한 잘못된 개념이미지에 대

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며 ‘정의된 점에서만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

해야 한다.’라는 설명은 ‘  을 제외한 부분에서 연결되어있기 때

문에 함수   

이 연속함수’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

념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잘못

된 개념이미지를 연속에 관한 올바른 정의에 입각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고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함수 연속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Cauchy를 비롯한 많은 수학자들

이 연속성과 연결성의 개념을 혼동하였다(백승주, 2015). 그 후 함수

연속의 개념이 발달함에 따라서 직관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형식적

인  정의에 따른 연속성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며 이러한 발달은

실수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정의된 함수의 연속성을 정의에 입각하

여 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학생들 또한 연속성을 연결성과 분리

하여 생각하는 것이 힘들며 함수 그래프의 연결성으로서의 연속성

은 학생들에게 개선하기 어려운 개념이미지가 된다(이경화, 신보미,

2005). 이 개념이미지는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를 주로 다루는 학교

수학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대학수학에서의 학습에서

는 오개념이 된다. 그러므로 함수의 연속성에 관한 문제는 수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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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서 학생의 수준에 맞게 변환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정의역의 개념은 고등학교에서 처음 학습하게 되는 학생들

이 매우 어려워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추상적

인 개념들에 익숙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함수와 정의역을 다루

며, 학교수학에서 정의역의 개념이 실수 집합에만 고착되지 않도

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함수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달해왔으며 대

응, 종속성, 순서쌍 등의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김남희 외,

2011, p.125). 함수 개념은 관련된 용어가 다양하고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며 한 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통합적인 것이므로(양기열, 장유

선, 2010) 학교수학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서 함

수의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며 이는 대학교에서도 계속된다. 초등학

교에서는 규칙성과 문제해결 등의 함수적 사고를 학습하며 중학교

에서는 함수 종속성에 따른 함수 정의와 일차함수, 이차함수와 같은

예를 배운다.

정의역, 공역, 치역과 같은 용어가 포함된 대응으로서의 함수 정의

는 고등학교에서 소개되며 이는 학생들에게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함수의 개념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써의 함수이다.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지도할 때는 정확하게 설명하여 학생이 새로운 개념에 잘

적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기열, 장유선(2010)의 연구에 따르

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함수 개념의 정의 방식이 바뀜에 따라 어려

움을 겪으며 여러 가지 오류를 보인다. 이러한 학생들의 오류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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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새로운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을

올바르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해야 한다.

Even(1990)은 학교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아닌 함수에 관하여 오개념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짚었다. 학교수학에서 함수의 연속성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연속함수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속에 대한 정의

방식은 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닐 때 오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다루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에 국한될 뿐 아니라

이산적 정의역이나 실수가 아닌 정의역 등을 다루어 다양한 예를

연습하도록 해야 한다.

2. 학교수학에서 함수 관계만을 강조한 나머지 함수의 세 가지

요소인 정의역의 역할을 간과한 측면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개념적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학교수학의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학생들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의역의 개

념, 표현, 미분과 적분, 합성과 연속성에 관련된 문제에서 정의역

의 독립적인 역할에 유의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정의역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찾아본 결과 정의역의

개념, 표현, 미적분과 합성과정, 연속성 등 다양한 범위에서 학생들

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먼저 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정의역은 공역, 함수관계와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함수   

,   의 정의역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는 함수의 정

의를 혼동한 것이며 여기에서 함수 정의역에 대한 어려움이 시작된

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함수의 정의를 학습하였지만 위와 같은

문제를 풀게 되면 정의역이 함수관계에 종속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함수에서 정의역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지 못하며 이후 함수를

다루는 과정에서 정의역을 소홀히 여길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함수식을 그래프로 번역할 때, 정의역을 바르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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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김진환, 2010). 실제로 양기열, 장유선

(2010)의 연구에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님에도 마치 실수 전체

인 것처럼 그래프를 그리는 학생의 오류가 제시된다. 이와 같이 교

과서나 교사가 제시하는 문제의 사소한 오류가 학생들에게 큰 혼동

이 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소개하는 경

우, 더욱 더 정확하고 오류 없이 제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미분, 적분 그리고 함수를 합성하여 다루는 함수가

바뀌는 경우에 함수식뿐만 아니라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바뀔 수

있다. 이는 정의역과 공역, 치역이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종종 학생들이 정의역을 고려하지 않고 특수한

계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김흥규, 2014), 이러한 경우

에는 반드시 다루는 함수가 변함에 따라 정의역과 치역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함수를 다룸에 있어서 함수 관계를 강조하면

서 상대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다. 고등학

교에서 처음으로 ‘정의역, 공역, 치역’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는 ‘대응’으로써의 함수의 관점을 강조하는 추상수학에 적합한 정의

이며(양기열, 장유선, 2010) 집합론적인 함수 개념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Malik, 1980). 이 같은 개념을 단지 용어를 소개하기 위하여 등

장시킨 것은 아닐 것이다. 함수의 중요한 요소로써 ‘정의역, 공역, 치

역’이 소개되는 이유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충분히 강조하

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3. 함수   

의 연속성 문제에 관하여 “정의된 점에서만 함수

의 연속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라카토스의 예외배제법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는 ‘발견적 불모’인 접근방법

이며 학생들의 잘못된 개념이미지를 개선하지 않는 설명이다. 따

라서 라카토스의 ‘보조정리합체법’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설명으

로 이를 대체하여 학생들이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함수의

연속성에 관하여 심도 있는 고찰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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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에 대한 틀리지 않은 정답이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는 설명이 있을 수 있다. 함수   

의 연속성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문들은 “정의된 점에서만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설

명을 하고 있다. 이는 올바른 설명이지만 이 설명으로 인하여 연속

성과 연결성을 혼동하는 학생들의 개념이미지를 개선하지는 못한다.

이는 반례에 대하여 언급한 조건절을 첨가하여 안전한 영역으로 철

수하는 라카토스의 예외배제법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설명이며 정

의역이 실수 전체인 함수의 연속성만을 판단할 수 있는 학교수학의

연속성의 정의를 바꾸지 못하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라카토스의 보조정리합체법에서 힌트를 얻어 지식을 확

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 가지 방법은   임을 이용하여   



이 연속함수임을 이해시킨 후 함수   


과 비교하여 정의역이 ‘실

수 전체’가 아닌 함수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 논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을 통하여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함수도 연속이 될 수 있

다.’는 지식의 확장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게 된

다.

브루너(Bruner)는 ‘교육의 과정’에서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올바른 관점과 그것을 제시하는 올바른 언어’를 안다면 어린아이도

그 어려운 내용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연속

성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학적으로

변환된 학교수학에서의 연속의 정의가 대학수학에서의 정의와 미묘

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것이다. 이를 발견적인 방법과 발

전적인 논의를 통하여 지식이 확장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여긴다

면 함수 ‘  

의 연속성 논의’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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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 논문은 정의역에 집중하여 연구를 전개하였지만 함수에서

정의역, 공역, 함수관계 각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로 이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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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als with the domain of function chapter taught in

school mathematics. Although a function is composed of three

elements ; domain, codomain and functional relation, we can find

that many student do not fully understand the concept of a

domain and codomain. Also they have difficulties in those concept

because the school mathematics emphasizes functional relation.

However, the structure of the domain and codomain has a lot of

influence on the properties, as well as the definition of the

function. There are numerous issues discussed in school

mathematics related to the domain.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rror of the domain and presents causes and

solutions. Especially, it analyzes continuity problem of rational

function undefined at a point and the intensified discussion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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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using Lakatos' method of responding to

counterexamples.

Specifically, it deals with the problem which demands to figure

out functional formula and domain, even though the domain is a

component of a function, with functional relation and codomain.

Second, this paper discuss the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we

deal with a function whose domain is not real, because the

domain of most of functions dealt with in school mathematics, is

real. Also, it deals with issues that occur when we fail to

consider the domain in the process of function composition.

Specially, the continuity problem of function such as   

is

being widely discussed in mathematics education. This paper

analyzes prior research discussed with this problem, also analyzes

the explanation ‘we can determine the continuity of the function

only on the point that the function is defined.' using the

exception-barring method. Then, it presents the alternative

playing a similar role like lemma-incorporation method of

Lakatos. Finally, it interprets the problem with topological method

and looks for what the problem implies according to history of

continuity.

keywords : domain of function, exception-barring method,

continuity of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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