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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적분학2”를 소개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 “미적분학1”을 이미

수강하였거나 적어도 그 과목에 익숙한 분들이겠지요? (그렇지 않은 이에게 “미적분학2”는 아주

힘든 과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미적분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영어 또는 라틴어로는 “Infinitesimal Cal-

culus”라고 불렸는데, “Calculus”는 원래는 셈을 하는 돌멩이를 뜻하였습니다. 오일러 (L. Euler,
1707–1783)의 시절에도 “Calculus”는 셈을 하는 방법, 즉 “셈법”을 뜻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분법

(Differential Calculus)과 적분법 (Integral Calculus)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매우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미분적분법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은 Calculus라는 단어로

축약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의 표지 1권에는 돌 하나, 2권에는 돌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미지의 바다”를 상징하구요.

수학에서는 직선이나 평면, 공간, 다각형 등 다양한 대상(object)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대상들의

총체나, 대상과 대상 사이의 “관계”(relation)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수학에서 다루는 관계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함수”
(function)라는 관계입니다.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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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은 독일의 G. Leibniz(1646–1716)에서 유래한 것이라고도 말 할 수 있는데, 그 후로도 수

세기에 걸쳐서 발전한 개념입니다. Leibniz는 I. Newton(1643–1727)과 함께 “미적분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분으로 필자의 14대 스승입니다.

“미적분학1”에서 다룬 함수들은 주로 정의역이 실수체 R 또는 실수 구간인 함수들을 다루었습

니다.1 이제 “미적분학2”에서는 정의역이 평면 또는 더 나아가 Rn, 또는 그 부분집합인 함수들을

다룹니다.

Calculus 1

f: ℝ ···≻ ℝ

Calculus 2

F: ℝn ···≻ ℝ

다시 말하면, “미적분학1”에서는 정의역의 차원이 일차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정의역의 차원이

높아집니다. 이는 매우 큰 변화이지만, “최대최소정리”와 “임계점 정리”등의 기본적인 정리들이

여전히 사실입니다.

최대최소정리는 “옹골집합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최대점과 최소점을 가진다.”는 존재정리를

뜻하고,2

임계점정리는 “미분가능함수의최대점과최소점에서는미분값이영이다.”라는정리를뜻합니다.

또 라그랑주 (Joseph-Louis Lagrange, 1736–1813)의 승수법과, “다변수 벡터함수”나 “벡터장”
등의 미분법과 적분법을 다룹니다.

1오늘날 주로 사용하는 수의 체계의 바탕에는 “실수체(R)”가 깔려 있습니다. 이 개념은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해 온

것으로 매우 정교한 개념입니다. 현대인들이 냉장고에서 꺼내어 급하게 데워서 익힌 음식들을 많이 먹으며 살듯이,

수천년의 고민 끝에 탄생한 실수(real numbers)를 그냥 활용합니다. 어쩌면 실수체나 또는 그 확장인 복소수체 등이 아닌

“새로운 수의 체계”, 즉 “무한소”나 “무한대”가 들어 있는 수의 체계를 널리 활용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요.
2유클리드 공간 등의 “거리 공간”에서 유계이고 닫힌 집합을 옹골집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거리 공간이 유계라는

것은 그 지름(diameter)이 유한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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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서 “field”라는 용어는 두 가지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벡터장(vector field)이나 더

나아가 “다발의 절단”(section of a bundle)을 뜻하고,3 또 다른 뜻으로는 “실수체”처럼 가감승제가

자유로운 “대수적 체” (algebraic field)를 뜻합니다. 미적분학에서 다루는 field는 주로 벡터장을

뜻합니다. 이 개념은 현대물리학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4

벡터해석, 즉 “미적분학2”는통계학이나물리학뿐아니라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경제학, 사회학

등에도 널리 쓰입니다.

1843년 10월 16일에사원수(quaternion)를발견한(?) 아일랜드수학자 William Rowan Hamilton
(1805–1865)은 사차원 세계를 실수(t)와 순허수들(xi+ yj+ zk)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페니키아의

하프나 유대인들의 악기인 nabla의 모양을 딴 기호인

∇ := i ∂
∂x

+ j ∂

∂y
+ k ∂

∂z
(gradient)

를 벡터해석에 도입하여 이로부터

∇× (curl), ∇ · (divergence), ∇2 (Laplacian)

등의 미분연산자(즉 미분작용소)를 설명하였습니다.5

“미적분학2”에서는 Green 정리, 발산정리, Stokes 정리 등을 이해하면 됩니다.

3다발이란 어떤 집합 X의 각 점 x마다 집합 E(x)가 하나씩 대웅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데, 절단이란 각 x마다 E(x)

(정확히는 {x} × E(x))의 원소가 하나씩 정해진 것을 뜻합니다.

다발과절단

4물리학에 관심 있으면, 다음 책도 좋아요. S. Hossenfelder, Lost in Math, Basic Books, 2018.
5하지만 스코트랜드의 수리물리학자인 Peter Guthrie Tait(1831–1901)와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미국의 수리물리학

자인 Josiah Willard Gibbs(1839–1903)는 사원수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고 [Marsden & Tromba], 내적과 벡터곱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벡터곱은 H. Grassmann이 1844년에 발견한 외적 (exterior product)의 일종입니다 [H.-
D. Ebbinghaus et al., Numbers, Springer, 1991] . 1901년 Gibbs의제자였던 Edwin Wilson이출판한 “Vector Analysis”
에서는 nabla(∇)를 “del”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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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시간

수학의 훈련 중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말하기”와 “글쓰기”를 들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글을 쓰는 훈련은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줍니다.

추천도서

벡터 해석에 대하여 좋은 참고문헌으로는 다음 책을 추천합니다.

Marsden & Tromba, Vector Calculus, 6th ed., W. H. Freeman and Company, 2012.

미적분학2 이후

우리가 하루를 더 살면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학은어제의지혜를바탕으로하루하루더높은세상을이해하는데큰역할을해왔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유클리드 공간이나 민코프스키 (Hermann Minkowski, 1864–1909) 공간을 넘어

서 자연의 법칙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1854년 6월 10일 B. Riemann의 기념비적인 강연 이후로

Fermat-Descartes의 수공간(Rn)은 다양체(manifold)로 바꾸어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미적분학2에서 공부한 벡터 해석은 앞으로 “다양체 해석학”으로 발전합니다.

큰 발전!

Calculus on Manifolds

f: M⟶ N

Calculus 2

F: ℝn ···≻ ℝ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