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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한수학회는 1981년 10월에 그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였다. 8.15해방
직후의 혼란하던 때인 1946년 10월에 창립된 대한수물학회는, 4년후
닥쳐온 전화의 소용돌이 속인

1952년에 대한수학회로 분리되며, 1978년에는 사단법인으로 재창립되
었다. 이에 35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사람의 증언과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하여 그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학과는 이렇가 할 창립기념행사도 없이 지내다가, 1970년에 초대 최
윤식회장의 10주기를 맞아 추념문을 회보에 실을 때, 최회장의 이력서
속에서 창립년대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물리학회에도 통보하였다. 연
이어, 1971년 격렬했던 학원사태 때문에 정기총회는 KIST(한국과학기
술연구소)에서 열렸으며, 이 때 간단한 2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대의 기념식은 회장의 기념사와 한국물리학회 전회장 권영대박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기념페난트가 만들어져 배부되었다. 그 뒤 5년 후에
는 비교적 성대한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고 이번에 35주년을 맞이하
게 된 것이다. 창립 이래의 시대구분은 제1기(1946-1960), 제2기
(1961-1970), 제3기(1970-1981)로 나누었다. 제1기의 회장은 최윤식,
분리된 이후의 부회장은 장기원, 심형필이고, 제2기의 회장은 장기원,
박경찬, 부회장은오용진, 윤갑병이며,제3기의 회장은 김정수, 박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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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연(현)으로 이어지고, 부회장은 박을룡, 손문수, 정운경, 엄장익,
권택연, 민사기, 엄상섭, 박세희(현)로 이어진다.

1.
815해방 당시의 우리의 수학인구는 극히 적었다. 이 때, 고등교육기관
의 수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분은 최윤식(경성광산전문학교, 뒤에 교
장, 서울대학교문리과대학장)와 장기원(연희전문학교, 뒤에 연세대학교
부총장)의 두 분뿐이며,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대학의 조수, 연구
원, 대학원학생, 중등교원으로 있었던 분이 10여명이었다.
이들이 해방 직후의 우리 나라 대학 수학교육의 주역이 되는데, 당시
의 사회적 정치적 혼란과 국대안사건의 와중에서 일부는 월북하고, 남
은 분들이 1946년 10월에 뜻있는 물리학자들과 더불어 대한수물학회
를 창립하였다. 이는 국립서울대학교의 발족과 거의 때를 같이 한다.
학회의 창립은 서울대문리대의 교수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회원수는
40명을 조금 웃도는 정도의 집회였으며, 수학회회원은 대학생을 포함
해서 24명에 지나지 않았다. 참고로 이때의 대학의 형편을 살펴보자.
1945년 경성대학 이학부 수학과가 개설되어 46년 2월에 8명의 학생이

면
최윤식, 전임강사 이임학, 강사 박정기, 박경찬, 신영묵, 유충호로 교수
진이 짜여졌다. 한편 서울대학교의 공과대학 수학교실은 박경찬, 정봉
래, 이임기로 이루어졌으며, 1948년에는 대구사범대학에 오용진을 중
심으로 하여 수학과가 개설되었다. 또, 1949년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등록하였고, 이듬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로 개편되 서 교수

연희대학의 수물과에서 수학과가 분리되었고, 교수진은 장기원, 박정
기를 중심으로 하였다.
수학회 창립 당시의 사회적 혼란상은 학회에도

협 음

파급되어 좌우양파의

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였다고 전해진다. 그러한 와중에
서도 정기총회와 발표회를 연 2회씩 대한수학회의 35년 춘-추에 가졌
불 화 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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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중학교의 교실을 빌어, 최윤식이
Fourier 급수, 장기원이 산목을 쓴 Horner의 방법을 차아트를 써서 발
표하였고, 또 그 밖의 몇 분이 연구발표를 하였다.
이 시기에 이미 이임학은 Bull. Amer. Math. Soc.에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6-25 뒤에 카나다로 건너가 “단순군"의 발견으로 세계적
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같은 업적 이외에, 초창기의 한국수학계는
중고교교과서의 집필과 체계적인 대학수 학강좌를 세우는 데 힘을 썼
다. 그 내용도, 예를 들면, 서울 문리대에서는 고전적인 해석학, 기하
학, 기본적인 현대대수학이 강의되었다.
는데, 1948년 10월의 경우, 어

2.
임시수도이던 1952년 10월에 대한수물학회가
분리되어 대한수학회가 창립되었는데, 이 때의 총회는 50여명이 모여
경남상고에서 열렸으며, 회장에 최윤식, 부회장에 장기원, 간사로 주석
형을 선임하였다. 이 당시에, 전시연합대학이란 형태를 거쳐서 여러
도에 지방국립대학이 생기면서 수학과의 수가 늘어났다.
이 때에 특기할 만한 것은, 서울대문리대를 중심으로 하여, 최윤식, 이
임학, 윤갑병, 김정수 등이 등사판으로 된 논문지 형식의 “지상담화회
"란 소책자를 두 번 발간한 것이다. 이것은 뒤에 서울문리대의 ”수학
625 동란을 만나 부산이

과회지"라는 형태로 1959년 제6집까지 발간되었다. 이 “과회지"의 5집
까지는 부산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이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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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남아 있는 것 같지 않

3.
환도 후 1954년 5월에 제2회 정기총회와 연구발표회를 서울고
교에서 가졌으며, 그 뒤로 매년 두 차례씩 집회를 가졌는데, 처음에는
주로 서울문리대에서만 주최하다가 차차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지방대
학에서도 열리게 되었다. 한편, 1954년경에 대한수학회의 기관지로 ”
수학교육" 제1집이 발간되었으나 현재 남아 있지 않으며, 1957년 봄과
1958년 봄 두 차례에 걸쳐 제2집과 제3집이 발행되었다.
“수학교육" 제2집은 본문 104페이지의 프린트판으로, 최윤식의 ”최근
수학의 동향"을 비롯한 여섯분의 글이 실렸는데, 대체로 수학교육에
관계되는 내용이며, 문교부제정 수학 술어집이 들어 있다. 여기에는
1956년 9월 15일에 제정된 회칙이 실려 있고,
1953년

임원진은
회 장: 최윤식
부회장: 심형필, 장기원

봉

이 사: 정의택, 정 래, 김병희, 최병성, 이우한,

유인식, 정구성,

박원

우, 조병국, 한필

헌

호
차기환, 지기룡
감 사: 박경찬, 이임기, 신원근
이었는데, 52년분리 후의 임원과 대동소이하리라고 본다.
대체로 대학-고교-문교부에 재직하고 있던 분들이다.
화, 이성 , 김창 , 오용진, 이영필,

”

이 분들은

망
롯
18분의 글이 실려 있다. 이들은 수학교육에 관한 4명의 글 외에 홍성
해, 최지훈, 박한식, 엄상섭, 배미혜, 최태호, 안재구, 김순규, 이춘원,
김[ ]환, 김진배, 김동기, 한경택의 논문이며, 앞의 세 분 것을 제외하
고는 영문타이프로 된 등사판이다. 이 제3집은 당시의 문리대조수 이
“수학교육" 제3집은 68페이지로서, 최윤식의 회상과 전 "을 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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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가 편집하였다.

위의 논문들은 대체로 1958년 5월 31일의 정기총

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따르면, 이사진에 임창구, 김정수, [?]일형, 정홍근, 박종근, 홍
성해, 김진배, 강명경, 박을룡, 유희세, 박정기, 강 권, 장재일, 정진명
이 보강되어 있다. 이는 전국대학의 수학과가 30여개로 늘어난 데에
발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전기 최윤식의 글에 따르면 1957년 춘계총회가 서울문리대에서 열
제3집에

렸고, 전기 제2집이 이 때 배부되었으며, 이 때에 박정기, 박을룡, 이
기안,

유희세, 강신원 외

10여명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1957년 추

계총회는 경북대에서 열렸고, 최윤식, 오용진, 장기원의 특별강연 외에
박정기, 박을룡, 엄상섭, 안재구, 서태일, 최태호, 배미혜, 김진배, 하광
철, 길선[?], 윤옥경, 윤재한, 장재일, 김[?]환, 최윤식이 연구발표를 하
였다. 이와 같이, 주로 서울문리대에서만 열리던 총회가 1957년 가을

린 것이 학회의 진일보를 뜻한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경북대에서 열
박정기의

노력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한 경북대학교의 문리대-

g

J
제호로 구문 논문지를 창간하여, 우리 수학계의 역사상 획기적인 거보
를 내어디뎠다. 경북 Journal은 이제까지 24년간 각국에 배포, 교환되
었고, MR, Zentralblatt 등에 Review 되었다. 경북학파는 이밖에도 수
학회의 정례발표회의 반 가량의 발표를 거듭하여 단연 우리 학회의
일대중심세력이 되었다. 위와 같은 수학회의 활동 이외에도, 우리 수
학계에 뜻있는 일로는, 6-25 이후에 도미 유학의 길에 올랐던 이임학,
임덕상, 윤갑병, 최경환, 이정수이 이맘때에 학위를 받고, 또 여러 편
의 논문을 미국잡지들에 발표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밖의 학계활동으
로는 최윤식, 하광철, 박세희가 서울대의 ”문리대학보"에 몇 편의 해
설논문을 실은 것도 기억될 만하다.
사대수학과는 1958년에 “The Kyun pook Mathematical ournal" 이란

떻

이 시기의 수학회가 어 게 운영되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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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하여, 1959년

에 공사에서 주최한 정기총회와 발표회의 경우를 들어 보자.

느날 문득, 최윤식회장께서 “아참! 수학회를 열 때가 되었군." 하시
고는 전부터 얘기가 오고 가던 공사수학교실에의 연락을 조교이었던
박세희에게 지시하신다. 그 다음에 회장 손수 동아일보에 가셔서 2단
-10행 정도의 광고를 내시고, 조교를 시켜 각대학에 있는 이사들에게
등사로 된 편지를 내어 회원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요망한다. 총회 당
일 모인 회원들의 등록을 받고 오전에는 총히 및 몇 사람의 특별강연,
그 동안에 준비를 하여, 오후에는 회원전원이 한 분과로서 발표회를
가지고, 저녁 때는 서울대교수회관에서의 리셉션으로 막을 내린다. 이
때 발표를 한 분들 중 생각나는 대로 들어 보면, 윤갑병, 이기안, 이석
구, 박한식, 노재철, 박을룡, 김동기, 유희세, 박세희와 그밖의 몇 분이
었다. 1960년 8월 3일, 4cdot19 직후의 혼란 중에 최윤식회장께서 서
거하시었다. 이에 앞서 1959년 11월 28일 최회장의 회갑에는 최회장과
제자들의 글을 엮어 만든 조촐한 ”송수기념집"이 간행되었다.
제 1기의 수학회는 최윤식회장의 고군분투시대로서, 무에서 시작하여
명실 공히 우리나라 유일한 수학계의 조직체로 자라났다. 당시의 형편
상 학자와 교육자의 연합체이기는 했으나, 꾸준히 발표회를 가지는 등
초창기의 중고교 및 대학교육의 내실화와연구의 토착화를 위한 노력
을 볼 수 있다. 한편, 50년대 말부터는 해외유학의 기회를 가진 회원
어

들이 더러 돌아와서 대학교육이 강화되고, 대학원교육이 정상화되기

작

풍

착

시 하였으며, 연구 토의 토 화에

크게 보탬이 되었다.

4.
음

d 혁
체
금지로 60년에서 62년까지는 학회활동이 별로 없었다. 이에 회장직을
승계한 장기원회장과 하광철, 우성구, 박한식, 이우한의 노력으로 수학
최윤식회장의 서거와 그 다 해의 5c ot16 명 후의 사회단 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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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회의 활동이 재개되어, 사 실을 연세대 안에 두게 되었다.

무

림 맡아, 우선 이 총회에서는

이 때에 우성구가 총 로서 학회의 살 을

매년 10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서울과 지방의 대학이 교대
로 주최하기로 하였다. 이제 참고로 1962년 이후의 총회일시, 주최기
관, 주관회원

및 요점을 종합해 보면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다.

종근)에는 명효철 외 20
명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 때 회칙을 개정하였는데, 주요골자는 상
임이사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 때에, 전임원진에 윤갑병이사를 부회장
으로, 박한식을 새로 이사로 보강한 결과, 임원진은 다음
1963년 11월 23일 전북대에서의 총회(주관 박

과 같이 되었다.
회 장: 장기원
부회장: 오용진, 윤갑병

헌
환 임 봉
세, 장재일, 박종근, 강종식, 한필하, 김창호, 박한식
상임이사: 이우한, 박한식, 우성구, 하광철
감 사: 하광철, 박을룡

이 사: 조병국, 이성 , 김병희, 조기 , 이 기, 정 래, 박정기,

마

유희

빼놓고는, 이들 임원은 1962년 연세대에서의 재
발족시에 선출된 것 같다. 또, 이 때에 기관지를 간행키로 결의하였다.
아 도 전기 두 분을

일 시 주 최 주관 주

요내용

1962. 10. 9 연 세 대 우성구 장기원회장

종근 회칙개정, 21명의 발표

1963. 11. 23 전 북 대 박

옥

1964. 6. 6 해 사 윤 경
1965. 11. 20 서울사대 박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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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대 강종식
1967 서울공대 정봉래 박경찬회장
1966. 10. 24 조

임

임

1968. 10. 25-26 부 산 대 엄장익 상 이사분 제, 12명 발표, 9명 강
연
1969. 10. 24-25 단 국 대 김형보 20명 발표, 12명 강연, 127명 참
1970. 10. 23-24

충 남 대 신용태 김정수회장, 104명 참석

석

1971. 10. 29-30 KIST 박세희 창립25주년, 25명 발표, 12명 강연, 160

석

명 참

1972. 10. 2-3 전 남 대 정진명 30명 발표, 9명 강연
1973. 10. 8-9 서 강 대

노재철 31명 발표, 6명 강연, 260명 참석

1974. 10. 4-5 울산공대 이도원 박을용회장, 21명 발표, 5명 강연

균 24명 발표, 5명 강연

1975. 10. 3-4 아주공대 최희

1976. 10. 1-2 서울자연대 이일해 창립30주년, 29명 발표, 8명 강연

옥

1977 해 사 윤 영

균

1978. 10. 7-8 성 관대 엄상섭 사단법인으로 개편, 31명 발표, 4명 강
연

계 명 대 신용태 31명 발표, 5명 강연
1980. 10. 3 인하대 구자흥 권택연회장, 51명 발표
1979.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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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10. 9-10 영 남 대 조 용 35주년, 40명 발표, 10명 강연, 450명

석

참

본문 36페
이지로서, 장기원 회장의 창간사 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학원강좌
정도의 강의의 연재와, 석사학위논문, 학회발표논문요지, 각대학 및 회
원동정을 싣는, 다분히 계몽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 창간호에는 이우
한, 신홍철의 논문 외에 여섯편의 해설과 서평이 실려 있는데, 그 내
용은 오늘날의 "회보"와 비슷한 성격의 것이었다. 이 창간호가 훨씬
뒤의 회지(Journal), 회보(Bulletin)의 제1권으로 간주되는 셈이다.
이리하여 간행된 대한수학회지 "수학" 제1권(1964년 4월)은

호

이 창간

납

음

속에 1962년 재발족 이후의 회비 부상황이 다 과 같이

나와 있다.

납

식원수 회비 부인원수
1962 51 42
1963 80 44
1964 80

호

옥

이 창간 는 1964년 6월 6일의 해사 총회(주관 윤 경)에서 배부되었
다.

옥

"수학" 제2권(1965년 10월간행)은 32페이지로서, 장영식, 주진구, 윤

호

논문 외에 1964년 5월의 서울문리대 수학심포지움 소개
와 경북 Journal의 창간호 이후의 제목이 소개되고 있다. 한편, 수학회
가 한국수학교육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대학입학모의 시험문제집(1964
년 9월)을 7000부 판매하여 총수익금 105,000원 중 반을 받았음을 보
영, 민 기의

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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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정기총회(주관 박한식)에서는 하
광철(도미) 대신 박경찬을 감사로, 박을룡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김
창호이사(작고)대신 최지훈을 선임하였다. 또, 문제집(65년도) 수익금
60,000원 중 반을 받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수학" 제3권(1966년 10월)은 5편의 논문과 3편의 해설로 38페이지로
1965년 11월 20일 서울사대에서 열

간행되었다. 여기에서, 대한수학회가 1966년 7월 9일자로 전국과학기

체

합 약칭 과총)에 가입되었음이 보고되었다.
이 때까지 제1권, 제2권은 동명사의 협조로 주로 이우한이 편집하였으
나, 65년 총회시 장회장의 간청에 따라 서울문리대가 편집을 맡기로
하여, 제3권 이후는 박세희가 주로 맡아했다. 한편 우성구상임이사의
병환으로 박을룡상임이사가 총무를 담당하기로 되면서 수학회사무실
이 서울문리대로 돌아오게 되었다. 1966년도 조선대총회(주관 강종식)
에서는 회비가 300원으로 인상되었고, 임원진은 김병희, 조기환이사
대신 김응태, 신현천이 교체되는 외에는 그대로 유임되었다. 이 때에
조선대총장 초청 오찬이 있었다.
1966년 11월 5일 장기원회장이 급서하였고, 그 뒤에 열린 이사회에서
는 박경찬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다.
술단 총연 회(

"수학" 제4권(1967년 10월)은 36페이지로서 6편의

봉

논문을

게재하였으

며, 1967년도 총회(서울공대, 주관 정 래)에서 배부되었다.

6.

창립이후 "수학교육"으로 3집까지(1953-1958), "수학"으로 4권까지

목 유지해오던 대한수학회지는,
회보로 분리되어 각 제5권으로 시작된다.
(1964-1967) 명 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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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에 회지와

J

f

"대한수학회지" ( ournal o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는 전

논

적으로 구문 문(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영문, 두세 편이 불문)만을 수

B

록하고, "대한수학회보" ( ulletin o

f

the Korean Mathematical

종재의 "수학교육"과 "수학"을 대신
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 기관지는 각 연 2회 총400페이지 규모로
간행되어, 세계각국의 대학, 연구소, 학회, 도서관과 교류하는 데 쓰이
며, 회원은 물론 외국학자들의 투고를 받아들여, 세계적으로 배부되고
있다. 이들 잡지가 간행되게 된 동기는 과학기술처의 발족과 함께 학
회간행물출간보조비로 우선 10만원을 1968년 9월에 받은 데 있다. 당
시 긴급히 소집된 이사회는 임시로 편집위원을 김치영, 김정수, 박을
룡, 이우한, 김제필, 박세희에게 위촉하기로 하였고, 편집위원회는 몇
차례의 회동 끝에 원칙적인 몇 가지 사항에만 합의를 보고, 여타사항
과 실행은 전적으로 박세희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Society)는 국문, 구문공용으로서

이에 서울문리대의 교수, 강사, 조수, 대학원학생이 동원되어 당시의
민중서관의

협조로

두 주일만에 만들어

낸

것이 회지 제5권이다. 이

체제를 따르기로 하고, 활자, 용
지 등에서 최량의 것을 쓰기로 하였다. 부산총회에 대어가야 한다는
시급성이 있어 그 전날 밤 11시경에야 교정이 끝이 나서 밤새에 인쇄
-제책된 것을 이튿날 보니, 제자선정과 싸이즈에 착오가 있었다.
하여간, 총42면에 아트지인쇄로 최지훈, 박세희, 이우한, 한화석, 김제
필, 윤재한, 윤옥경, 정재명, 김종호의 논문이 실렸다. 이 회지는 6권부
터는 두 호로 간행되어 왔고, 17권(1980-81)의 경우 284면에 29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한편 회보 제5권은 부산총회 후인 그해(1968년 12
월)에 100면에 11편의 논문과 학회관계기사를 실었으며, 17권
(1979-80)의 경우 158면에 18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그동안 이들 기관지를 맡아 심혈을 쏟은 이들은 차례로 박세희, 이우
한, 권택연, 엄상섭, 박승안이며, 특히 엄상섭은 장기간에 걸쳐 편집위
원장의 직무를 힘들게 수행하였다. 회지가 간행되던 1968년도의 정기
회지는 Trans. Amer. Math. Soc.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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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와 9
명의 학술토론발표가 있었다. 보고사항으로 1968년도 과기처보조금 30
만원을 받아 이것으로 회지와 회보를 각 500부씩 발간하기로 하였는
데, 이 대의 자체수입은 45,000원에 불과했다. 결의사항으로는 상임이
사를 분임제로 하기로 하여, 총무이사에 박을룡, 조병국, 재무에 신현
천, 유희세, 편집에 이우한을 선임하였으며, 다른 임원은 유임되었다.
또 회비는 5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 때에 부산수산대의 초청으로 회
원 모두가 실습선에 승선하여 환영리셉션을 가졌다. 이해 11월 11일에
61년 이후 상임이사로서 크게 공헌했던 우성구가 숙환으로 별세했다.
그가 가지고 다니던 깨알같이 기입한 수첩꼴의 수학회 장부가 당시의
수학회의 어려웠던 살림을 잘 말해 주는 유물이다.
총회(부산대, 주관 엄장익, 10월 25-26일)에서는 12명의

1969년 정기총회(단국대, 주관 김형보, 10월 24-25일)에서는 등록회원

론 8명, 3명
10만원으로 줄었다.

수가 127명이며, 대한수학회의 35년 20명의 발표와 학술토
의

특별강연이

처

있었다. 이 때의 과기 보조금이

키

한편, 총회에서는 이사수를 증원 로 하고, 회비를 1,000원으로 인상하

준 위

였으며, 학술발표 비 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제2기에는 학회가 재발족하였고, 회지를 정상적으로 간행하

약하고, 회원수나 발표건수도
많지가 못했다. 운영면에서도 총무 중심체제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관
리면에서도 문서나 자료가 별로 남아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제1기에 비
하여는 현격한 발전을 보였으며, 그러한 점에서 이 시기에 살림을 맡
아 한 우성구, 박을룡 두 분의 공적이 컸다.
기는 하였으나, 재정적으로는 자립도가

7.

음지에 있었다. 그러나, 학회지발간과 더불어 활
발한 연구의욕과학회에의 참여의식이 고조되고, 각대학의 수학과의 수
70년대에도 수학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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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으면서, 수학회내부에 개혁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발맞추어 외국학자들이 줄이어 내한하면서, 국제적인 강연회와

가 30여개를
이에

미

세 나가 열리게 되었다.

충

신용태, 10월 23-24일)는 104명이 참석
하여, 20명의 발표와 3명의 강연, 9명의 학술토론이 있었다. 이 때에
임원진의 개선이 있었는데, 회장: 김정수, 부회장: 박을룡, 손문구 상임
이사: 박세희(총무), 권택연(편집), 신현천(재무) 감사: 최지훈, 민사기
가 선임되고, 각대학 대표를 비롯한 38명이 이사로 선출되었다. 이밖
에 편집위원회와 발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치영)를 두기로 하여, 기
관지간행과 연구발표를 수준높게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각 이사
들로 하여금찬조회비를 갹출토록 하여 재정의 자립과조직의 확대-강
화를 도모하였다. 이 총회 후에는 첫 날에 충남대총장의 리셉션, 둘째
날에 대전대학장의 리셉션이 있었다.
한편, 이 해에 유공자들에 대한 기념패가 증정되었는데, 최윤식, 장기
원, 박경찬, 오용진, 윤갑병, 우성구, 이우한, 이준학 회원들의 본인 또
는 유족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이 수학회사상 초유의 논공행상이다. 이
를 위하여, 급한 김에 어떤 도안집에 들어 있는 수학의 심벌 마아크를
가져다가 우리 수학회의 것으로 만들어 쓴 것이 오늘날의 우리 마아
크이다. 1971년이 되면서 수학회는 외국학자들의 내방을 받게 되었다.
우선 3월 31일과 4월 1일에 B. Volkmann (Stuttgart대 수학과장)이
Goethe Institut의 주선으로 내방하여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였다. ㄸ,
주일프랑스대사관 과학참사관이 총무이사를 예방하였으며, 4월 14일에
는 Wade Ellis (Michigan대 대학원부원장)가 내방하였다. 7월에는 임
덕상(Pennsylvania대)과 [? ]([?]대)가 강연을 하였으며, 뒤이어 임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에서 강연을 하였다. 이와 함께 수학회
의 IMU에 가입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25주년이 되는 1971년도 정기총회(주관, 박세희)는 학원사태로 말미암
1970년 정기총회( 남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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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지 못하여 부득이 KIST에서 열렸으며, 이 때의
KIST의 호의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 창립25주년기념식에서는 회
아 적당한 주최교를

장의 기념사, 한국물리학회의 권영대전회장의 축사, 창립회원이었던

담
어 10월 29, 30일 이틀에 걸쳐 160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네 개 분
과에 걸쳐 25명의 연구발표와 12명의 강연이 있었다. 이 총회에서 회
칙이 개정되고, 상임이사진이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다.
박정기총장(경북대)의 회고 이 있었고, 기념페난트가 배부되었다. 이

무

준
무
이 총회에서의 세입은 366,106원과 과기처보조금 100,000원 뿐으로 회
원 한 가구의 연간생계비에도 미달되는 것이어서, 회비가 2,000원으로
인상되고, 따로 이사회비 20,000원을 갹출하기로 하였다.
한편, 최지훈이 문교부 후원으로 전자계산조직과목 교과요목세미나를
주관하게 됨에 따라, 이를 수학회의 정보처리분과로 간주하기로 하여,
소위 "편승료"라는 명목으로 300,000원을 받은 것을 전기 이사회비와
함께 기금화하기로 한 것이 오늘날의 수학회기금의 시작이다.
이 정기총회의 하일라이트는 10월 28일 전야제로서 지방회원환영회를
쌍용빌딩 스카이 라운지에서 가진 것, 29일 저녁의 창립기념자축회와
30일의 KIST 소장 초청 오찬회이었다.
1972년에는 H. Horonaka (Harvard대, 교토대)와 Ki-Hang Kim
(Penbroke대)이 내방하여 강연회를 가졌다.
윤재한(총 ), 엄상섭(편집), 김치영(발표 비), 이일해(재 )

1972년도 정기총회(전남대, 주관 정진명, 10월 2, 3일)에서는 30건의

임
무), 노재철(발표준비), 김제필(편집), 임창구(재무)로 바뀌었다. 또, 이
총회에서 학회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73년에는 5월말에 F. Raymond (Michigan대), 6월에 S. Cairns
(Illinois대), 9월에 [??](도쿄공대), 10월에 J. Neveu (Paris대)가 내방
하여 강연회를 가졌다. 이 해에 [ ]가 온 것을 계기로, 연세대와 경북
연구발표와 9명의 강연이 4개 분과로 진행되었고, 상 진이 이일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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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기하학심포지움이 있었다. 1973년도 정기총회(서강대, 주
관 노재철, 10월 8, 9일)는 260명이 참석하였고, 발표회는 31건의 논문
과 6건의 강연이 있었다. 이 해에 과기처보조금이 30만원으로 올랐다.
10월 8일에는 서강대총장의 리셉션이 있었다. 1974년도 정기총회(울산
대에서

공대, 주관 이도원, 10월 4, 5일)에서는 21건의 연구발표와 5건의 강연
이 있었다. 이 때,

임원개선이 있었는데,

회 장: 박을룡
부회장: 정운경, 엄장익

임
무
감 사: 이기안, 장태환
과 39명의 이사가 선임되었다.

준

상 이사: 이일해(총 ), 엄상섭(편집), 김용운(발표 비),

8.

신동선(재무)

균

1975년도 정기총회(아주공대, 주관 최희 , 10월 3, 4일)에서는 24건의
연구발표와 5건의 강연이 있었다.

환

g

1975년에는 권경 (Michi an 주립대), 1976년에는 김

순규(Connecticut

대)가 내방하여 강연회를 가졌다.

미분기하학심포지움이 성균관대학에서 열렸는
데, 박을룡, 엄상섭, [?? ]를 비롯한 11명이 참가하였다.
1976년 6월 18일 제2회

30주년이 되는 1976년도 정기총회(서울대자연대, 주관 이일해, 10월 1,
2일)에서는29건의 발표와 8건의 강연

외에

훈C

W

이동 ( ase- estern

Reserve대)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30주년 기념식에서는 회장의 기념사
와 조완규학장(서울대자연대)의 축사가 있었고, 그 뒤 자축회를 가졌
다. 이 때의 임원개선에서 회장은 유임되고,
- 16 -

부회장: 권택연, 민사기

임
옥 무
근 준
무
감 사: 노재철, 조용 외에 41명의 이사가 선임되었다. 30주년을 전후하
여 몇 사람의 외국인학자가 내방하여 기념강연을 가졌다.
1977년도 총회(해사, 주관 윤옥영)에서는 이정수(Michigan대)의 특별
상 이사: 윤 경(총 ), 엄상섭(편집), 조태 (발표 비), 정영진(재 )

강연이 있었다.

9.

1978년에는 수학회가 사단법인으로 개편된 해이다. 10월 7일에는 사단

균

법인창립총 회(성 관대, 주관 엄상섭)를 가져,
직하고, 경기-강원지부,

충청지부,

평의원회, 이사회를 조

경북지부, 부산-경남지부, 전라-제

무

협 업 담당
5인의 13인으로써

주지부를 두었다. 회장1인, 부회장1인, 총 , 편집, 재 , 사 을

씩 무임소이사2인, 지부장이사
집행기구인 이사회를 두었으며, 그밖에 해당이사를 장으로 하는 편집
위원회, 사업위원회, 재정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원이 선임되었다.
하는 이사

각

1인 과

회 장: 박을룡
부회장: 엄상섭

임
헌 무 승
옥 무
동선-김용운(무임소)
지부이사: 임창구, 손문구, 엄장익, 정진명, 오희준
감 사: 노재철, 조 용
그밖에 40명의 평의원이 선임되었다.

업 신

상 이사: 이 재(총 ), 박 안(편집), 윤 경(재 ), 윤재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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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의 연구발표회에서는 31건의

논문발표와 4건의 강연이 있었다.
미

1979년 7월 20일-8월 14일에는 "한 수학

워크샵' 79"가 열렸는데, 이

는 서울대학교와 대한수학회가 공동주최한 것으로서, 11명의 연사가 3

론 미

주간 연속하여 강연을 하고, 그에 대한 토 , 세 나가 있었다.

계

1979년도 정기총회( 명대, 주관

신용태, 10월 20, 21일)에서는 31건의

연구발표와 5명의 강연이 있었다.
그리고 이 해에

특기할

J

것은 전라-제주지부에서 Honam ournal 제1

논문이 수록되었다. 이에 앞서
이 지부에서는 5월 26일에 전남대학 에서 처음으로 총회를 열어, 10편
의 논문발표회를 가졌으며, 또 매년 5월에 지부총회를 가질 것과 매년
한 권의 Journal을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같은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1976년 봄 전남, 전북대학교의 수학과교류를 위한 첫 학술
발표회를 가진 뒤 연 2회씩 회합을 가진 것이 지부총회로 결실된 것
권을 7월 31일에 발간하였는데, 11편의

이다. 전라-제주지부의 제2회총회는 1080년 6월 20일에 전북대학에서
개최되어

논문 7편이 발표되었고, Honam Journal 제2권(논문 6편 수

록)이 8월에 발간되었다. 1980년도 대한수학회의 정기총회(인하대, 주

흥

관 구자 , 10월 3일)에서는 51건의 연구 발표와 강연이 있었다. 이
때

임원진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다.

회 장: 권택연
부회장: 박세희

임
종 무
자흥-이헌재(무임소)

승

무

무

업

상 이사: 김 식(총 ), 박 안(편집), 우 하(재 ), 장건수(사 ), 구
지부이사: 김성극, 손문구, 엄장익, 이기안, 오희

준

감 사: 정운경, 정진명
이날 오후에 인하대총장의 리셉션이 있었다.
한편, 전라-제주지부는 제3회 총회(조선대,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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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를 가졌

고, 여기에서는 1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또

J
잡지는 세계

Honam ournal 제3

논문 수록)이 1981년 10월 에 발행되었다. 이
각국의 여러 Journal과 교환되고 있다. 35주년이 되는 1981년의 9월
22일자 Lion 교수의 편지에 따라, 우리수학회는 정식으로 IMU에 가입
되었는데, IMU Bulletin 제18권(1981년 12월) p.5에는 다음과 같이 나
권(17편의

와 있다.

NEW MEMBERS
The following applications for membership, upon recommendation
of the E.C. of IMU, met with a favourable ballot among member
nations. REPUBLIC OF KOREA:
Group I NAO: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c/o Department of Mathematics College of Natural Sciences
Soe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 KOREA
NC: Address as above
Prof. Dr. Taikyun Kwon, President,
Prof. Dr. Eulyong Pak, ex-president
The results of the ballot are as follows:
Total answers: 35 countries (81 votes): yes: 69 votes, no: 9 votes
(5 c.) restrained voices: 5 (2 countries)
The admission starts on January 21st, 1981.
1.2.

NAO는 National Adherence Organization을 나타내며, NC
는 National Committee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1981년도 정기총회(영남대, 주관 조용, 10월 9, 10일)에서는 40건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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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환
청강연이 있었다. 이는 우리 학회에서 초청강연제도가 처음으로 시도
된 것이다. 또, 17권까지의 회지와 회보의 저자색인이 간행되고, 대한
수학회상을 제정하여 학술상과 공로상을 해마다 수여할 예정으로 있
표가 있었고, 이해의 35주년 기념사 의 일 으로 10명의 학자들의 초

다.
10월 9일의 창립35주년 기념식에서는 권택연회장의 기념사와 영남대

셉션이 있었다.

조경희총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그뒤에 조총장의 리

면
호
18권1호(81년8월)에 14편의 논문이 실렸는데, 총28편 중 6편이 외국인
이 투고한 것이다. "회보"는 17권2호(81년 2월)에 9편, 18권1호(81년 8
월)에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 1981년 10월 16일에는 제3회 미
분기하학 심포지움이 성균관대학에서 열렸는데, [?], 박을룡, 엄상섭을
비롯한 11명이 참가하였다.
81년도의

잡지간행

10.

결과를 보 , "회지"가 17권2 (81년 2월)에 14편,

외

50년대까지 50명 내 의 회원수를 가졌던 대한수학회는, 60년대이후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회원수가 늘어났다. 1960년경 100명 내외
에 불과했던 회원수는, 1965년에 는 총회참석자만도 100명을 넘게 되
었고, 1981년 현재 국내의 회원 500여명, 외국인회원 30여명, 외국체류
회원 40여명의 규모가 되었다. 한편, 박사학위를 가진 국내회원의 수
대학의

도 150명에 가까와지고 있다.

위 받은

참고로, 국내최초의 수학에 의한 박사학 를

위

분은 최윤식(1956)

이며, 1960년 현재 박사학 를 가지고 있던 국내 회원은 최윤식, 윤갑

환

병, 권경 의 셋이었다. 한편, 회원 중에서 학술원회원이 된 분은
최윤식 (1954-1960)
장기원 (1961-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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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기 (1967-현재)
김치영 (1981-현재)
이다.

초기회원이었던

R C

임

이 학은

터 카나다학술원회원

1963년부

(M. .S. .)으로 있다.

특히,

롯

박정기는 다년간의 공적으로 학술원상, 경상북도문화상을 비

받았고, 김용운은 "한국수학사"의 연구로 1977년도 한국
일보출판상을 받았으며, 이기안은 위상수학의 연구로 1980년도 아카데
미상을 받았고, 엄상섭은 미분기하학의 연구로 1981년도 과학기술유공
포상자로 국민훈장장목단장을 받았으며, 박세희는 부동점이론의 연구
로 1981년도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받았다. 그밖에도 회원 중에는 서훈
자가 다수 있으며, 또 각 대학의 총장, 부총장, 학처장을 역임하신 분
이 30명을 넘는다.
한 여러 상을

11.

면

볼 때, 다년간 회비에만 의존하여 자립도가 약했
다. 68년 이후의 과기처 보조금은 수학회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수학회는 재정 에서

되었으며, 현재에도 과총을 통하여 한국과학재단과 문교부의 보조를

잘 말해주는 일례로 1971년도에
예산 30여만원으로 한 가족의 생계비에도 미달되던 것이 1980년의 예
산 800여 만원은 역시 비슷한 형편이라 볼 수 있겠다. 71년도에 시작
된 기금모집계획도 79년도의 홍성대씨의 500만원 회사를 합쳐서, 1981
년 말 현재 950만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재정에 관한 자세한 것은 회
보에 실리는 연례보고를 참고로 하면 될 것이다.
일부

받고

면

있다. 재정 의 자립도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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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연구활동의 내용은 회지, 회보에 기술되어 있다. 해방 당시

늘날에는 전국적으로
50개에 가까우며, 그 교과내용도 점진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화
되었다. 이 결과로 대학수학과의 교과내용이 표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1977년에는 "실험대학을 위한 수학과모형교과과정"이 권택연,
김치영, 유희세, 박세희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각 대학에 있어서의 대
학원교육도 강화되어, 10여개의 대학이 박사과정까지의 일반교육을 시
행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경우 70여명의 석사과정학
생과 20여명의 박사과정학생에 대하여 매학기 12개 내외의 수준높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35년간 회원들의 수도 늘어났지만, 회
원들의 연구분야도 다방면으로 넓어졌고 그 질도 크게 향상되었다. 한
대학에 제대로 된 수학과 하나도 없던 것이, 오

국과학재단, 산학재단, 아산문화재단, 문교부 등 여러 재원에서 연구비

급받는 회원수도 늘어나고, 또 국내외학술지에 탁월한 연구결과
를 발표하는 회원들도 늘어났다. 연구자료면에서도 일찍부터 경북대에
서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잡지확보에 크게 노력하여 상당한 수
준의 도서실을 운영하여 왔다. 이에 따라, 수학회에서도 71년도에 연
구자료의 푸울제사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창안하여, 그 뒤에 각대학
비치자료 목록을 만들기도 했지만,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1975년부터 5년간 AID 계획에 의하여 도서 잡지
를 다량 사들였고, 또 많은 교수들을 해외에 파견 연수시켰으며, 또
재미학자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하는 등 앞으로의 대학원교
육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토대를 쌓았다. 이런과정을 통하
여 수학회가 여러 가지 직접-간접의 혜택을 보았다. 35년 동안의 회
원의 연구업적은 여기에서 일일이 들기 어려우나 다만 "회지"와 "회보
를 지

"

저자색인(1982년초 간행)이 참고가 될 것이며, 그밖에 여
러 학술지에 실린 것들에 대하여 따로 역사적인 검토가 잇어야 할 줄
로 안다. 이 기회를 빌어 "회지"와 "회보"의 인쇄에 크게 협조하여 준
17권까지의

- 22 -

쇄
신일인쇄사(1970-1971), 보
진제(1971 이후) 당국에 감사를 표한다. 특히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
여 본학회는 1981년 12월 보진제 김준기사장과 이달훈 전무에게 감사
패를 드린 바 있다.
민중서관(1968-69), 경북인 소(1969-1970),

13.

면

수학회를 국제교류 에서 살펴보자.

터

무

외 계

1970년대부 는 그 때까지 전 했던 해 학 와의 교류가 활발해졌으

외

며, 회원들이 해 에 나가서 연구, 발표를 한 수도

늘어났다. 1970년대

많은 외국학자들이 내방하여 강연과 세미나를 가졌는데, 이들 중
주요한 분들을 차례로 들어보자.
1971년 B. Volkmann (Stuttgart대)
Wade Ellis (Michigan대)
임덕상 (Pennsylvania대)
[? ]([? ]대)
1972년 H. Hironaka (Harvard대)
Kim, Ki-Hang (Penbroke대)
이후

최병성 (Alabama대)
1973년

F. Raymond (Michigan대)

Cairns (Illinois대)
[? ](도쿄공대)
1974년 G. Choquet (Paris대)
이정수 (Michigan대)
1975년 권경환 (Michigan주립대)
1976년 김순규 (Connecticut대)
[? ](도쿄공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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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 Ellis (Michigan대)
이동훈 (Case-Western Reseve대)
[? ]([? ]대)
김증호 (East Carolina대)
1979년 한미수학 Workshop'79
D.S. Rim, H. Hironaka, K. Koh, K.T. Hahn, W.J. Kim, F. Treves,
W.M. Ow, B.Y. Chen, K.W. Kwun, C.N. Lee, F. Raymond
1981년 Ledger (Liverpool대)
특히, 위의 Workshop'79는

수학회와 서울대수학과가 공동주최, 서울

받았으며, 해외에서 11명의 학자가 내한
하여, 국내학자 154명이 참가한 가운데, 3주일에 걸쳐서 진행된 것이
다. 한편, 1981년 9월에는 우리 수학회가 IMU (국제수학연합,
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에 정식으로 가입되어 국제적인 대
열에 끼이게 되엇는데, 이는 가입노력을 시작한지 꼭 10년만의 일이
대와 한국과학재단의 후원을

다.

15.
이상으로 우리 학회의 35년의 역사를 간단히 더듬어 보앗으나, 단시일

미
마 바르게 기술되었는지 두렵다는 것이 필
자의 생각이다. 이 글을 토대로 하여 좀 더 면밀하고 올바른 기록이
50주년쯤에 발표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소망이다.
의 조사 비로 인하여 얼 나

무에서 시작하여 큰 기틀
을 다져 놓은 시기라 생각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발자국씩 걸어
나오는 동안, 그 한 발자국을 움직이기 위하여 수많은 분들이 노력해
지난 35년은 우리의 회원들이 문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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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는

것은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괄목할

만한

듭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50주년이 되고, 먼 후일 현재까지의 배인 70주년이 되
었을 때는 전반 35년 동안의 발전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발전이 성취될 것이며, 또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
발전을 거 해

는다.

15.

참고 문

헌

1. 현존하는 대한수학회전간행물

및 문서

최윤식전회장에 관하여는

송수기념집, 1959.
3. 최윤식박사를 추모함, 과학과 생활, 1961년 1월호.
4. 최윤식회장을 추모함, 대한수학회보, 제7권 (1970), 3-5.
5. 잊지못할 스승-최윤식선생님, 서울대동창회보, 제57호, (1981년 4월)
6. "과학과 기술" 표지해설, 1981년 6월호
2.

밖

헌

그 의 관련문 으로는
7. 서울대 30년사, 수학, 서울대학교(1976), 614-617.

체

합

8. "한국과학기술30년사"중의 수학부문, 한국과학기술단 총연 회편
(1981), 106-107, 247-248.

위의 3 8은 박세희가 쓴 것이다. 위의 문헌들 외에 권택연, 김정수, 김
치영, 박동준, 박을룡, 박정기, 윤갑병, 이기안, 이우한, 이일해, 주석형
회원(가나다순)들의 조언과 회고담을 참고하였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로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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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刊辭
대 한 수 학 회
회 장

올해로 대한수학회는 창립 50주년이라는 뜻깊은 연륜을 쌓게 되었
다.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오면서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대한수학회 역시 사회 변
화와 더불어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다.
광복 직후 우리나라에서 순수학문으로서의 수학은 거의 불모지 상
태였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최윤식, 장기원, 이임학, 박정기, 김지정,
한필하 등 겨우 10여명 정도의 수학자가 있었다. 그러나 이 분들은 매
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수학이라는 학문과 대한수학회를 발전시키
기 위하여 진지한 모임을 가졌고, 수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조선수물학
회를 창립하였으며 수학교육의 기초를 세우고 학문적 연구풍토를 조
성하는데 큰 힘을 기울였다. 이후 조선수물학회는 정부수립 후 한국수
물학회로 불리어졌다.
그 이후 6 25 동란이 한창이던 1952년 3월 11일, 이 분들 중 일부

받

와 광복 후 교육 은 수학자들이 피난지 부산에서 한국수물학회를 대

신
술단체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그 분들은 정부나 사회의 지원이 전
혀 없는 상황에서 학회를 유지하고 총회와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학회지를 발간하는 등 수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였음을 자료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이러한 초창기 수학자들과 선배 수학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수학계는 참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창립할 때 몇십명에 불과했던 회원수가 지금은 2,000여명에 이르
한수학회로 갱 발족 하여 명실공히 수학의 학문적 토대를 세우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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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학에 있는 수학과의 수도 불과

몇

개에서 지금은 전국에 있는

입학하는 학생들의 정
원수도 5,000여명이나 된다. 또한 10여년 전부터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귀국하는 젊은 수학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우수한 수학
자들이 배출될 뿐만 아니라 발표되는 논문의 양이 많아지고 질적 수
준도 해마다 향상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수학계의 발전은 대단히
밝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학과의 수가 150여 개이며 전국의 수학과에

대한수학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0년 동안의 大韓數學
會史를

미

정리하여 편찬하는 것이 의

大韓數學會史編纂委員會를

있는 일로 여겨져 지난해부

업

작

터

구성하여 편찬사 을 시 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초창기의 기록이 거의 없는데다가 초창기의 수학회를 이끌

타계하여 편찬사업은 처음부터 상당한 어려움
을 겪어야 했다. 이에 편찬위원회에서는 원로 수학자들께 전화, 서신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증언을 채록하거나 개별적인 회고를 서
면으로 받고 소장한 자료를 수집하여 부족한 것을 대신하였다. 李正淋
어 오던 분들이 대부분

박사는 멀리 캐나다까지 직접 가서 李林學 박사를 만나 세세한 증언
을 들어 기록하였고, 수학회는 지난가을 世界韓民族數學者大會를 개최

계

청

양

하여 전 세 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수학자들을 초 하여 다 한 대

담을 통해 과거의 사실적 증언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료부족, 넉
넉하지 못한 자금사정, 촉박한 시일 등 여러 사정으로 50년史를 다 수
록하지 못하고 자료가 사라져 가는 창립기와 전환기에 해당하는 전반
기 25년간의 大韓數學會史 만을 묶어 제1권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항상 대한수학회와 우리나라 수학
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베풀어 준 成志社 象山
洪性大 사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대한수학회사 제1권 발
간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찬위원장 尹甲炳 교수님을
비롯하여 편찬위원 朴乙龍, 權景煥, 金容雲, 鄭鳳和, 高英昭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초창기 대한수학회의 활동과 우리나라 수학계에 대
이번 大韓數學會史 발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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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귀중한 증언과

글을

주시고, 참고하게 된 朴鼎基, 李林學, 劉熙世,

姜明暻, 朴乙龍, 尹甲炳, 崔秉成, 河光喆, 朱石淳, 朴漢植, 李守滿, 吳允
用, 權景煥, 盧載喆, 林楨垈, 李正淋, 朴世熙, 金元澤

드리며

께 감사를

교수님

신 李華永, 李道源,
具光祖 교수님을 포함한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 數學史 측면에
서 좋은 생각과 자료를 주신 金容雲 교수님 그리고 두서없고 복잡한
자료를 정리하여 집필하는데 참으로 애를 많이 쓴 高英昭 교수와 作
家 安熙雄 先生에게 고마움을 드린다. 끝으로 數學會史 編纂의 기획,
대한수학회의 초창기 자료를 제공하여 주

자료수집, 원고정리를 하는데 큰 수고를 한 李乾熙 박사와 柳賢淑 박

마움을 표한다.

사에게 고

丙子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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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月 二十八日

祝 辭
체 합

한국과학기술단 총연 회
회 장

선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조 수물학회로 창립된 이래 지난 50년간

종가적 학술단체로 우뚝 서온 대한수학회가 창
립 50 주년을 기념하여 오늘날 한국수학의 근원이 될 초기의 대한수
학회사 제 1 권을 발간함에 즈음하여 축하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과 같은 눈부신 성장발전이 있기까지 수준 높은 학술
활동과 연구정진으로 학회의 기반을 다져온 전 현직 임원과 2,000여
회원여러분의 참여와 봉사에 대하여도 치하를 드립니다.
수학은 과학기술의 초석이라고 합니다. 대한수학회는 그 동안 어려
운 환경 속에서 거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학회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초창기의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지나온 자취를 엮는다는 것은 지난
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회의 근원을 밝히고 당시의 학문적 환경 등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깊은 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라는 넓은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한수
학회사’ 는 과학기술 발달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료가 될 것입
니다. 특히 광복을 전후하여 그때의 수학계를 잘 아는 수학자들이 몇
분 남지 않았음에 비추어 초창기 학회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회상
이나 경험담을 수집하여 엮은 것은 수학계뿐만 아니라 다른 학술단체
에서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대한수학회사 간행을 기쁘게 생각하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1996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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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 說
大韓數學會史 發刊의 契機

떤 한 국가의 역사나, 또는 어떤 한 단체
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것은, 선인들의 생활이나 그들의 생각에 대한
흥미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과거를 앎으로서, 우리의 현재를 인식하
고 우리의 근원과 본질을 안다는 것이며, 한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길잡이로 삼고자 하는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大韓數學會史를 발굴, 정리하려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돌이켜보면 광복 당시, 우리나라에는 대학은 하나뿐이었는데 數學
우리가 인류의 역사나, 어

科는

설치되지 않았고, 전문학교는 20여 개 교 있었는데 數物科가 하

나 있었을 뿐이었다. 다만 광복되던 그 해 10월 17일 우리나라의

칭

유일

한 대학이던 京城帝國大學이 京城大學으로 개 되고, 京城大學 理工學
部에

최초로 독립된 數學科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0월에 朝鮮數物學會가 창립되었다. 비록 수학자

니

마

들만의 독립된 학회는 아 었지만 얼

안 되는 수학자들이 주동이

되어 학회를 결성했다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었다. 이 朝鮮數物學
會는 얼

마 안 가서 大韓民國政府 수립 후 韓國數物學會로 개칭되었다.

그 이후 1952년 3월 11일, 피난지 부산에서 韓國數物學會는 수학자

모임인 大韓數學會로 更新發足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大韓數學會는 우리나라에서 수학이 기초과학의 중요한 한 학문으로
자리잡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大韓數學會는 각급 학교의 수
학 교과과정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지도방법과 연구풍토를 조성했으며,
연구발표회와 강연회, 학술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등 수학 연구와 발전
을 위해 힘써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의 수학계는 해마다 우수한
연구논문을 많이 생산하게 되었고 수학 부문에서 세계적인 학자가 배
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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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大韓數學會史는 곧 우리나라의 現代數學史이
며 數學者들의 역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기록이 될 것
이다.
그러나 大韓數學會 창립 이후 초기의 史料가 광복 이후의 혼란 된
사회와 뒤이은 6 25 동란 등을 겪는 동안 대부분이 없어져 초창기 수

밖

학자들의 증언이나 회고 등에 의해 大韓數學會史를 정리할 수 에 없

많은 분이 이미 유명을 달리하였고,
생존자들마저 고령이어서 大韓數學會史 편찬의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역사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라야
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분들 중

하는데, 4～50년이 지난 지금 과거를 증언이나 회고에 의하여 기록한

려

다는 것은 어 운 일이지만, 이만큼 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

스

러운 일이라 여겨진다.

基礎科學의

디딤돌 數學

철학, 천문학, 물리학 등과 같이 인류 역사상 초기부터 발
달해 온 학문으로써 현대에 와서도 활발한 연구를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또한 수학은 인간의 思惟에 의해 창조되는 추상적인
학문이면서도 구체적인 현상에 적용되는 실용적이며 가장 논리적인
엄밀한 학문이기도 하다. 수학을 ‘科學의 言語’ 라고 부르는 것도 이
수학은

때문이다.

론 인문, 사회과학 등 여러 분
야의 이론적 발전에도 크게 공헌해 왔다. 고대로부터 교역이나 분배,
과세, 국가재정의 운용 등 인류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계산을 수
학이 담당해 왔으며, 농경생활에 필수적인 천문관찰과 曆의 제정, 토
지의 측량, 강변의 제방축조, 심지어 건축에 이르기까지 수학의 영향
력은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고대의 학자들은 모든 학문의 기본으로 수
수학은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에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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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각
그리스의 철학자

학을 중 하게 생 하였다.

판에

플라톤은

카 미 입구에 있는
” 는 글이 있었다는데

그가 설립한 아 데

“

금도 膾炙되고 있는 명구이다.

늘날의

오

움

과학이나 기술의 진보는 수학의 도

현
지

루

없이는 결코 이

질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초학문으로 학문발전에 기여
하는 일 이외에도 인공위성의 제작 및 발사, 초음속 비행의 모의실험
등 수학의 응용범위는 나날이 확대되어 자연과학은 물론 전산기의 여
러 기술개발, 인문과학, 사회과학 심지어 생산기술이나 금융산업 및
경영의 영역에까지도 수학의 영향력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수
학이 과학기술이나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이처럼 큰 만큼, 옛날
부터 수학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문명도 앞서 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

近代以前의

면

기록에 의하

우리 數學

우리나라에서는 新羅 神文王 2년 ( 서기 682년 ) 에

늘날의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國學을 설치하고 그 안에 算
學博士라는 교수직을 두어 算學을 가르쳤다고 한다 [ 三國史記 ] .
高麗時代에 와서는 忠烈王 1년 (서기 1275년 ) 에 국립종합대학 격
인 國字監을 설치하여 京師大學의 하나로 算學을 가르쳤다. 算學의 입
학자격은 八品官 이상의 자손 및 庶人의 자손으로 從九品의 算學博士
가 算學을 교육시켰다. 朝鮮時代에 와서는 국립종합대학 격인 成均館
대신 실무 부서인 戶曹에 算學을 설치하여 교육을 시켰다. 算學의 입
학자격은 良人子弟와 三品 이상의 벼슬을 한 庶出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았다 [ 經國大典 ] .
經國大典 ( 世祖6년, 서기 1640년 ) 에 의하면 戶曹에서는 從六品의
算學敎授와 正九品의 算學訓導 각 1명씩이 있어 정원 15명의 학생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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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續經國大典 ( 英祖 22년, 서기 1746년 ) 에는 학생들의 수
가 61명으로 대폭 증원되었다. 학생들이 배운 것은 詳明算法, 算學啓
蒙, 揚輝算 등 이었다. 그러나 算學의 科擧는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算學取材를 통하여 算學技術官을 선발하였다.
算學技術官은 從六品의 別提 2명이 正職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從
七品의 算士 1명, 從八品의 計士 2명, 從九品의 會士 2명, 그 위에 戶
曹에서 각종 회계를 담당하는 算員 30여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經國大
典 ] . 이로 미루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算學, 즉 수학을 정부의 재정
운용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부문으로 여겼음이 분명하다.
九一集을 지은 洪正夏 (1684- ? , 字汝匡 ) 는 算學取材에 合格한 算
學敎授 이었다. 洪正夏의 父 洪載源 과 祖父 洪敍幬, 外祖 慶演도 역
시 算學取材를 合格한 사람으로 각각 算學別提 와 算學敎授 이었다.
朝鮮時代 算學取材에 入格者數는 총 1,627명이며 이들의 연령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소 6才부터 최고
60才까지 이르며 제일 많은 합격자 수를 낸 연령은 15才이다.
을 가 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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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時代算學取材合格者年齡分布
연

령

합격자수
연

령

합격자수
연

령

합격자수
연

령

합격자수
연

령

합격자수
합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0

4

8 18 37 41 75 85 68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70 77 58 68 53 42 33 38 28 23 20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19 14

8 16

8 10

9 11

9

6

3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6

4

1

5

3

6

1

0

1

2

2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3

1

2

1

미

1

1

0

0

0

합 1,627명

1

1

1,003명 연령 상 624명 총

雜科合格者總覽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0)

朝鮮時代

現代數學의

西洋의

數學이

언제

처음으로

導入
작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 하였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다. 중국에서는 西洋사람들에 의해 중
국에 전해진 서양의 著書들을 한데 묶어 天學初函 ( 20종) 의 이름으
로 간행되었다. 유클리드의 幾何原本 이며 同文算指 등을 수록한
이 총서는 明末에서 淸代에 걸쳐 널리 보급되었으며, 이 무렵 우리나
라에서도 天學初函 이 반입되어 특히 진취적인 지식인 ( 實學者 ) 사이
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당시에 한국에 전해진 數學書로서는 幾何
原本 (1611, 徐光啓 撰), 同文算指 (1613, 徐光啓 撰 )등을 비롯하여
圜容較義 (1608, 李之操 撰 ), 測量法儀 (1607-1608, 마테오리치, 徐
光啓 ) , 歐羅巴西鏡錄 ( 저자미상 ) 등이 있다. 이들은 崔錫鼎 (
아직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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略 , 洪正夏 의 九一集 에 영향을 주었다. 洪大
容 (1731-1783 ) 은 그의 저서 籌解需用 에서 無限論을 다루었다. 또
南秉吉 ( 1820-1869 ) 은 그의 저서 無異解 에서 西洋과 東洋의 方程
式論을 비교하고 있다. 無異解 는 일종의 논문으로 볼 수 있다. 이
런 著書로 미루어 보면 西洋의 數學이 적어도 近世朝鮮 中期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894년 ( 高宗 31년 ) , 개화당이 집권하면서 종래의 문물제도가 근
대적 국가형태로 개혁되었고 서양의 문물제도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다. 서양과 왕래가 있게 되면서 서양의 근대수학이 부분적으로 소
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수학이 독립된 학문의 한 분
야로 자리잡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렸다.
우리나라에는 1900년 전후부터 이미 각종 전문학교에서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理工界 專門學校에서는 現代數學이 교육되고 있었다. 미
국 오하이오대학에서 數學으로 理學碩士 학위를 받은 李春昊는 1925
년에 延禧專門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 수학강의를 담당하였다. 崔允植
은 廣島高師를 거쳐, 1926년에는 東京帝大 數學科를 졸업하였다. 金
志政은 東京帝大 數學科를 졸업하고 同大學院에서 연구하였다. 이들은
졸업 후 우리나라에 現代數學導入, 數學敎育과 數學硏究에 큰 공헌을
1645-1715 ) 의 九數

하였다.

己未 3 1 獨立運動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고등교육기관으
로 延禧專門學校가 있었고, 비록 數學科는 아니더라도 數物科라는 이
름 아래 인재를 양성하였다. 延禧專門 數物科에서 1924년에 辛永黙,
1925년에 張起元, 1940년에 朴鼎基 등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광복
前 졸업생 중 일부는 다시 일본 내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여 수학을
전공하였다. 이들은 광복 후에 우리나라 대학교육과 연구에 많은 일을
하였으며, 그 외의 일부는 중등교육기관에 종사하여 후학 교육에 전념
1919년

하였다.
- 6 -

己未 3 1 獨立運動이 일제의 강압적인 무력에 의해 무산되자
1920년 100여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재단법인 朝鮮敎育會를 발기
하고 民立綜合大學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한국인의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京城帝國大學을 설립하였다
[ 文敎 四十年史 ] .
1924년 5월 2일 개교한 京城帝國大學은 명목상 官立이었으나 일제
는 학교의 발전은 물론 기초과학 육성에는 전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京城帝國大學에 理工學部가 설립되고 物理學科가 개설된 것은
1938년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강의는 1941년부터 시작되었다. 그것
한편

도 數學科가 없었기 때문에 物理學科에서 수학이 부분적으로 강의되

될 때까지 수학전공학과는 개설되지 않아
서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막론하고 數學科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수학
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국외 특히, 일본에 있는 大學이나 중등교원 양
성기관인 高等師範學校 및 그 외의 학교 ( 東京物理學校 등 )로 진학하
는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 그나마 그 수효는 미미하여, 광복 당시까
지 대학 수학과 졸업자의 수는 10명 미만이었으며, 또한 高等師範學校
에서 수학전공 졸업자의 수와 그 외의 기관에서 수학을 공부한 사람
의 수도 10여명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중등교육기관에 종
사하다가 광복과 더불어 많은 수가 대학 수학교수로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의 수학발전 과정에서 자랑스러운 일 중에는, 한국인으로 과
거 어려웠던 시절에 수학을 거의 독학으로 공부하여 광복 후 우리의
교육과 수학연구에 많은 역할을 하였고, 이들 중에는 빛나는 世界的
碩學이 된 數學者도 있다는 것이다.
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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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來를 豫備하는 數學
校 延禧大學
校, 大邱師範大學 등 수학과 출신들 중 많은 수가 대학에 머물러 학생
들을 가르쳤으며 일부는 1950년대 이후 선진 외국 ( 주로 북미주 ) 에
유학하여 현대수학의 여러 분야에 관한 새로운 연구로 우리나라 수학
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에 귀국한
尹甲炳, 權景煥, 張範植, 河光喆, 徐泰日, 宋基善, 金正洙 등이 그들이
다. 이들은 모두 대학에서 교육하고 연구하며 大韓數學會를 중심으로
수학회 총회와 연구발표회, 강연회, 학술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우리의
대학교수 부족으로 1946년 이후

몇

년간은 서울大學 ,

수학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1955년, 최초의 수학회 잡지인

數學

터

敎育

을 창간하여 그후

칭

제3집까지 간행하였고 뒤를 이어 1964년부 는 數學 이라는 명 으

誌를 발전시켜 1968
년 제5권부터는 현재의 이름인 大韓數學會誌 와 大韓數學會報 로
명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입이라고는 회원들로부터 받는 극히
적은 회비 외에, 외부로부터 지원금이 전혀 없던 그 시절, 학회를 유
로 학회지를 제4권까지 간행하였다. 그후 數學

지하고 총회와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학회지를 발간하는 일이란 결
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회 활동이 거의 중단 없이

속되어 온 것은 大韓數學會 창립을 주도했던 초창기 수학자들의
때문이었다.

계

노력

南

校
洙 회원이 신임 회장
으로 당선되었다. 신임회장은 광복 후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수학자이다. 1970년 이후에는 선진 외국의
연구풍토와 현대수학의 흐름에 직접 참여하여 풍부한 학술서적과 연
구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었던 해외에서 공부한 수학자들이 많아
1970년, 忠 大學 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金正

우리나라 수학발전에 더 큰 기대를 갖게 하였다. 실제로 1970년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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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외국

루

면

미

수학자들과 직접적인 학술교류가 이 어지 서 공동세 나

체

등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1978년에는 大韓數學會가 법인 로 등록하였

U ) 에 회원단체로 가입하는 등 大韓數學會는
세계수학계의 일원이 되었고 외국과의 교류도 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1946년, 처음 수학자 모임이 결성될 당시 20여명에 불
과했던 大韓數學會 회원도 50년이 지난 현재에는 약 2,000명을 헤아릴
만큼 장족의 진보를 이룩하였다. 수학전공 학자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
이다. 학회에서 발행되는 잡지도 대한수학회지 ( 연 4회 ) , 대한수학
회보 ( 연 4회 ), 대한수학회논문집 ( 연 4회 ), 뉴스레터 ( 연 6회 )
등 연간 3,000여 면을 간행하고 있다. 또한 각국과의 학술잡지 교환도
수십 종에 이르렀다.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준도 향상되어
한국인 수학자가 국제적인 학술지에 발표하는 우수한 논문의 수도 해
마다 증가일로에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일찌기 1959년 故 崔允植박
사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여 요망했던 ‘數理科學硏究所’ [ 부록 二 ] 즉
종합적인 수학연구소가 아직까지 설립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 수학
발전을 갈망하는 모든 수학자들을 안타깝게 한다.
그러나 韓國科學財團 지원 아래, 1990년에는 慶北大學校에 ‘幾何
및 位相數學硏究센터’ 가, 1991년에는 서울大學校에 ‘大域解析學硏究센
터’ 가 限時的으로 설립되어 해당 분야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
고 국제수학자총회 ( IM

었다.

따라서

계

업

모두가 과학기술의 근본적인 발
전에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재인식하고 수
학자들만의 힘으로 하기 힘든 종합적인 수학연구소 설립에 힘을 기울
정부관 자나 기 인 등

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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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ㅡ 部 創 立 期 ( 1946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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復 後 數學界의 實情

1. 光 前
1910년 강제로

처음부터

맺은

합

한일 방 조

약

반

점

본

이후 한 도를 강 한 일 은

책 폈
다. 일제는 순종하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사역에 편한 굴종적 인간양
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초등교육은 물론이고 중등교
육, 고등교육에 이를수록 교육기회는 더욱 제한되었고 그나마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을 우선함으로써 기초학문 분야에는 관심조차
한국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엄격히 제한하는 교육정 을

기울이지 않았다.

땅에는 광복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배움의 기
운이 북돋아 일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신 문물이 도입된 이후
일제에 의해 배움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던 억울한 한을 풀어보고자 하
는 간절한 염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배움에 대한 열정만으로 교육다
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35년의 식민통치가 마감된 이후
한반도에는 모든 부문에 있어 심각한 空洞化 현상이 초래되었다. 특히
광복 전 우리 사회의 고급직종을 독점했던 일본인들이 패전과 동시에
한꺼번에 철수하면서 전문인의 공백상태는 더욱 심하게 되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文敎四十年史에 의하면 광복 당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종합대학은 京城帝國大學 단 하나뿐이었는데 그것도 아주 소규모였고
專門學校 25개, 기타 각급 학교 2개 등 총 28개교 뿐 이었다. 학생 수
1945년 8월 15일 이

는 7,879명, 교원 수는 978명이었다. 그리고 28개 학교 중 수학전공의

군데에도 없었다. 다만 延禧專門學校에 數物科가 있었고
京城大學에 物理學科가 있었지만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학전공
의 학과는 아니었다.
광복 직후 3천만 인구로 집계되었던 한반도에 종합대학 하나, 專門
學校 25개교, 더군다나 기초과학의 뿌리라 일컫는 수학전공학과 조차
학과는 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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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었다

면

이것은 일제의 교육정

책 자체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하

다.

≪ 金正洙氏와 같이 順天中學校를 졸업한 후, 1943년에 나는 日本

第三高等學校에 入學하였는데 新入生數는 약 400명이었고, 그중 韓
國人 學生數는 10명도 되지 않았다. 第三高等學校의 韓國人學生數는
다른 高等學校에 비하면 많은 편이었다. - 尹甲炳 회고 ≫
國

≪일제하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5년이었고, 중학교를 마친

위 전문학교 ( 의학전문학교는 4년, 그 외의 전문학교는 3년 )
로 가는 진로와 대학 예과 또는 고등학교 3년을 거친 후 대학 ( 3년 )
으로 가는 두 가지 진로가 있었다. 2차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인재부족
으로 중학교가 4년제가 되고 예과 또는 고등학교는 2년제가 되어 나는
중학 4년제의 제1회 졸업생 ( 1945년3월 ) 이 되었다.
거의 모든 사립대학과 관립대학 중 京城帝國大學만이 예과를 두고
있었고 기타 관립대학 ( 일본 ) 은 고등학교 ( 일본에만 전국에 약 30여
개교 ) 또는 전문학교 졸업생 중에서 입학시험을 치게 하여 학생을 뽑
고 있었다. 예과 또는 고등학교는 중학교 4년을 마치면 응시자격이 부
여되었다. 예과나 고등학교는 이과 ( 理科 )와 문과 ( 文科 )로 나뉘어 있
었고 이것이 또다시 제1외국어 ( 영어, 독어, 불어 ) 선택에 따라 분류되
후에는 소

었다.

마친 한국인의 상급학교 진학은 대부분이 한국 내에 있는
전문학교나 경성제국대학 예과, 그리고 일본 본토에 있는 사립 상급학
교로 가는 것이었고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극소수였다. 그나마 한국 내
관립 상급학교로의 진학마저도 한국인은 많은 제한을 받았지만, 일본
인은 비교적 쉽사리 진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소위 엘리트
코스 ( elite course )라고 하는 예과나 고등학교 졸업 후의 대학 진학자
나 그 외의 대학 진학자의 수효는 미미하여 광복 후 대학교수 확보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 吳允用 ‘내 주변의 수학이야기’ 중에서 ≫
중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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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니 급
도 한국 학생은 일본 학생에 비하여 상당한 차별대우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수한 한국 학생들이 배출되었다. 그들은 정
규대학인 京城帝國大學이나 일본의 각 대학으로 진학하여 각자의 전
공학과에 충실히 적응하였다. 그러나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
고도 전공학과나 적성에 맞는 취업은 쉽지 않았다. 고급 직종에 관한
한 한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는 더욱 극심하였고 특히 대학의 교단에
서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일본에 유학하여 대학에서 수학
을 전공하고도 수학자의 길을 걷기란 요원한 일이었으며 대부분 중등
학교 교사, 전문학교 교수, 대학 조수 또는 회사원 등의 직업에 종사
교육여건이 이 럼 불리하였을 뿐 아 라 상 학교 진학에 있어서

하였다.
8 15 광복 직후에는 이들 수학 전공자들이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

모여들었다. 이때 고등교육기관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수학자들
은 崔允植 ( 京城鑛山專門學校 敎授 ) , 張起元 ( 延禧專門學校 敎授 ) , 金
志政 ( 京城帝國大學附設理科中等敎員養成所 ), 崔宗煥 ( 京城帝國大學附
設理科中等敎員養成所 ) 등 몇 사람뿐이었으며, 美國 오하이오大學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후에 서울大學校總長을 역임한 李春昊 (前 延禧專門
學校 敎授) 가 있었다.
이 외에도 朴鼎基 ( 東北帝大 조수 ), 鄭鳳浹, 李廷紀, 辛永黙, 韓弼
夏, 劉忠鎬 ( 越北 ), 洪性海, 李星憲, 鄭淳宅 ( 東北帝大 졸업 ), 朴敬贊,
洪妊植 ( 女, 京城帝大 조수 ), 沈亨弼, 劉熙世, 李載坤, 崔圭東 ( 1881
-1950, 獨學으로 공부, 中東中學, 서울대총장 역임 ) 등도 수학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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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京城大學 數學科

開設

모든 학교는 휴교되었고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의 군정이 실시되었다. 미군정청은 남한내의 모든 관립학
교를 접수했고 일반명령 제14호로 9월 24일을 기하여 초등학교의 교
육재개를 선포하고 교육언어는 한국어로 해야 한다는 포고강령을 발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

표하였다.

실제로 학교가 개강한 것은 10월 1일이었다. 그러나 광복

께 일본인들이 모두 철수하자 우리나라 각 분야의 고급 직종에
는 인재난이 극심하였고 일본인 교사와 교수들이 떠난 교단에는 교사
와 교수요원의 부족으로 심각한 교육 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과 함

≪1945년 8월 15일 기다리던 조국 광복의 날이 드디어 왔다. 광복

마 고등사범학교 학생이었으나 신병으로 학교를 결석
하고 부산에 와 있었으므로 원자폭탄을 피할 수 있었다.
군정이 실시되고 군정청은 10월 1일을 기하여 각급 학교를 개교한
다고 발표하였다. 9월 28일,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釜山港 公立高等女
學校 ( 現 慶南女子高等學校 ) 촉탁 선생으로 발령이 났다. 10월 1일 학
교에 나가보니 교장으로 김하록 선생님, 또 광복 전부터 이 학교에 계
셨던 김귀남 선생님 ( 화학 ), 새로 부임한 분으로 김수양 선생님 ( 화학
), 우말선 선생님 (가사 ) , 그리고 나, 이렇게 해서 교장을 제외한 교사
는 모두 4명이었다. 그래서 4개 학년을 학년별 (1학년은 3개반, 2, 3, 4
학년은 2개반 ) 로 합반을 해서 하루 4시간 수업을 했고 교장은 교사를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다.
당시 釜山公立高等女學校 ( 現 釜山女子高等學校 )도 문을 열 참인데
학생이 없어서 ( 광복 前 釜山高女는 일본인 학교로서 광복 후 일본인
이 철수하였으므로 학생이 없었다 ) 釜山港公立高等女學校에서 편입시
험을 치고 학생을 모집하였다. 시험과목은 數學뿐이었다. 그래서 釜山
高女의 수학 교사인 金正洙 선생님 ( 후에 서울大 교수, 大韓數學會長
역임 )과 나와 둘이서 시험문제를 함께 내고 밤을 새워가며 채점을 하
당시 나는 히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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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글 쓰고 그 아래에 일본어로 번역하여 놓았다.
그리고 답안은 한글이나 일본어로 쓰도록 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이 한
글을 못 배운 탓도 있지만 편입생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귀환한 동포로
서 우리말도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朴漢植 ‘나와 수학교육’ 중에서 ≫
였다. 시 문제는 한 로

니

롯

이와 같은 교사 난은 부산뿐만 아 라 서울을 비 한 전국의

모든

학교가 안고있는 문제였다.

유일한 정규 대학이었던 京城帝
國大學은 그 명칭에서 일제를 상징하는 ‘帝國’ 두 글자를 빼고 京城大
學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京城大學 理工學部에 우리나라 최초로 독
립된 數學科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金志政은 그해 11월 京城大學 理工
學部에 數學敎授로 처음 임명되었다.
이 무렵 서울에서는 10여명의 수학자들이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李林學의 회고에 의하면 이 모임은 東北帝大 출신의 조 某 (이름 기억
못함) 氏 가 주선하였으며 참석자는 金志政, 李林學, 劉忠鎬, 洪妊植
( 京城帝大 조수), 李載坤 ( 독학으로 수학공부, 중등 교유, 고등 교수
자격시험 합격, 광복 前 淸州中學校 교유, 광복 후 경성사범에서 강의 )
등이었고 나머지 참석자들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들
중 洪妊植은 유일한 여성 수학자였다. 이들의 모임에서 무엇이 논의되
었는지, 정확한 모임 일자가 언제였는지 알 수 는 없다. 이들은 그 후
에 조 某氏의 주도로 수학 세미나도 열었다. 아마도 이 세미나야말로
우리나라에 현대수학이 도입된 이후 가장 먼저 이루어진 수학 세미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세미나에서 연구발표를 한 수학자는 주로 젊은
층이었으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미나의 내
용은 수학입문으로부터 군론, 미분기하 등이었는데 연구발표의 목적
중 하나는 수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각자의 전공분야를 알아보기 위
광복되던 해 10월, 당시 한국내의

한 것이었다고 한다.
京城大學

理工學部에

數學科의

개설이 확정된 이후, 그 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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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을 가졌다. 이들이 모인 것은, 새로 개
설된 京城大學 數學科에서 강의를 담당할 교수요원을 선정하기 위함
이었다. 이 모임에는 東京帝大 數學科 출신으로 광복 前 京城鑛山專門
學校 敎授로 있다가 광복 후 校長이 된 崔允植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등 20명 정도가 모였다. 이 자리에서 京城大學 數學科 강의를 맡게 될
세 사람을 투표로 선출했는데 金志政, 李林學, 劉忠鎬 가 선발되었다.
이 무렵 延禧專門學校에서는 張起元, 朴鼎基 등이 주축이 되어 수학부
문의 강의를 전담하였다.
1946년 1월 京城大學 數學科가 개강되었을 때 등록한 학생은 金汶
泰 ( 6 25 동란 중 행방불명 ), 吳焞用 ( 東京帝大 在學, 6 25 동란 중
행방불명 ), 尹甲炳 ( 日本 第三高等學校 출신 ), 鄭春培 ( 越北 ), 許鉽 (
延禧專門 출신, 6 25 동란 중 작고 ) 등이었다. 이어 1946년 후반부 서
울대학교 개교 이후에는 金正洙, 朴乙龍, 崔秉成, 韓華錫 그리고 宋鈺
瀅 ( 東京物理學校 출신, 前 梨花女大 교수 ), 白雲鵬 ( 水原農林,
Cornell 大 Ph.D., 前 高麗大 교수, 한국통계학회장 )등이었다.
수학과 등록 학생이 이처럼 적었던 것은 광복 직후 교육제도를 개
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일제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
이었다. 일제시대에 數學科는 주로 일본 본토의 帝國大學에 설치되어
있었다. 보통, 帝國大學 입학자격은 중학 4년 ( 또는 5년 )을 졸업한 후
고등학교 2年 또는 3年 등을 졸업하지 않으면 진학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외 전문학교 등을 졸업하고 수학과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었
다. 그런데 한반도에는 고등학교가 없었으므로 대학 數學科에 입학하
기 위해서는 보통 일본에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야 했다. 따라서
京城大學 數學科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專門學校나 京城大學 豫科 또는 고등학교를 수료해야 입학이 가능했
으므로, 입학자격을 갖춘 해당자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數
學科 강의는 수학자 모임에서 투표로 선정된 수학자 金志政, 李林學,
경, 이들 수학자들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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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忠鎬가

담당하였다. 당시 초대 數學科長은 金志政 이었다. 李
林學의 기억에 의하면 金志政은 解析學, 劉忠鎬는 微分幾何學, 李林學
은 代數學을 주로 가르쳤다고 한다. 그외 韓弼夏는 實解析學을 강의했
다. 그러나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數學科 학생들은 윤
강회를 조직하여 스스로 수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광복과 함께 일본인 교원들이 한꺼번에 철수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는 중학교마다 교원부족 현상이 심각하였다. 특히 理工系 교원의 태부
족으로 理工系의 많은 대학생들이 중학교 교원으로 채용되었고 그 중
에서도 數學專攻 학생은 어느 학교에서나 대환영이었다. 따라서 광복
후 초기에는 수학과에 등록한 학생들 역시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업
을 받는 사람이 있어 수학강의에 출석률이 저조할 때도 있었다.
주로

案

3. 國大 과 서울大學

校 開校

마디로 무질서한 혼돈 그 자체였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철수를 시작한 총독부 관료들은 미군이 진주
하기 前 한 달 동안에 당시 발행고의 10배에 달하는 은행권을 발행하
여 자기들 몫을 챙겨갔다. 따라서 극심한 통화팽창이 계속되었고 거의
모든 생산시설의 가동이 중단되어 공산품은 물론 생필품과 식량사정
도 말이 아니었다.
삷의 형편이 이처럼 어려운 데다가 38선으로 국토는 분단되었고
북쪽에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군
정을 실시하고 있었다. 광복된 조국에서 국가 건설을 위해 정치계에
뛰어든 사람들도 많았다.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좌 우익을 비롯
한 여러 종류의 집단이 저마다 실권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수
많은 사회조직, 정치조직, 학생조직, 정당, 각종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집회와 시위를 가지는 등 혼란스러웠다. 교수나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
광복 직후의 우리 사회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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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美 英 蘇 外相會議에서는 전
후 처리를 논의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最長 5년간의 신탁통치안이 결
정되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좌 우익으로 나뉘어졌던 국내 세력은
비로소 한 목소리로 신탁통치 결사반대를 외쳤다. 그러나 몇일 후
1946년 1월 3일 좌익은 갑자기 신탁통치 찬성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이때부터 좌 우익 사이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학생이나 교수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좌 우익으로 갈려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그 해 4월 미군정청 문교당국은 교수를 비롯한 인적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고 부족한 교수요원의 공동사용과 고등교육기관 재편작업의 일
환으로 京城大學 醫學部와 京城醫學專門學校의 통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관계된 두 학교는 모두 이 통합안에 반대하였다. 京城大學 측
에서는 京城醫學專門學校 학생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학교의 격을
저하시키는 일이라 하여 반대하였으며 京城醫學專門學校 측에서는 이
통합조치가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를 없애는 일이라 하여 반대하였다.
6월 19일이 되자 문교당국은 官立高等敎育機關을 전면 쇄신하는
國立綜合大學校設置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8월 22일 법령 제 102호
로 國立서울大學校設置令 ( 以下 國大案 ) 을 제정 공포하였다 [ 문교 40
년史 ] .
國大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었다.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에

첫째,

근
立 高等敎育機關을 일단 폐지하고 國
立 서울大學校를 신설하며 그 산하에 文理科大學, 師範大學, 法科大學,
商科大學, 工科大學, 醫科大學. 齒科大學, 農科大學, 藝術大學 등을 두
고 그 위에 大學院을 설치한다.
둘째, 그 운영은 大學의 자주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民選에 의한 理事會에 맡김으로써 정치로부터의 中立을 꾀한다
[ 文敎四十年史 ] .
서울과 인 에 있는 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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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京城大學과 官立專門學校인 京城工業專門學校 ( 前 京
城高等工業學校 ) , 京城鑛山專門學校, 京城經濟專門學校 ( 前 京城高等
商業學校 ) , 京城醫學專門學校, 水原農林專門學校 ( 前 水原高等農林學
校 ) , 京城法學專門學校, 京城齒學專門學校, 京城師範學校를 하나로 통
합하여 國立서울大學校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國大案에 대하여 해당 학교의 교직원은 물론 학생들까
지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교수와 학생들은 각각 國大案
철회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國大案
발표 직후 결성된 專門大學교수연합회에서는 國大案이 高等敎育機關
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사실상 京城大學 理工學部, 法文學部, 醫
學部 등의 폐지 내지는 축소를 의미할 뿐이라는 내용의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國大案 반대운동은 점차 심화되고 있던 좌 우익
대결양상으로 번지게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400여 대학 및 중
등학교 교사와 학생들까지 등록거부와 동맹휴학 등을 단행하게 되면
서 전국의 교육이 혼란상태에 이르게까지 되었다 [ 文敎四十年史 ] . 9월
5일에는 數學科를 포함한 理工學部 교직원 38명 전원이 신설된 서울
大學校에 복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문교당국에 통보하고 일괄 사직
다시

하였다.

立
校 예정대로 8개 單科大學에서 開
學式을 거행하였다. 京城鑛山專門學校 역시 國立서울大學校에 흡수 통
합되었고 교장으로 있던 崔允植은 數學科 전임교수가 되었다. 1946년
9월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구제 1학년 입학생이었던 崔秉成에 의하
면 豫科를 수료한 후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物理學科 구제 1학년에
입학시험 없이 들어갔고, 數學科 신제 1학년 입학생이었던 白雲鵬 에
의하면 입학시험에는 수학필기시험과 수학면접시험이 있었는데, 崔允
植은 직접 면접시험을 담당하였고, 면접시험 내용은 行列과 行列式에
1946년 9월 13일 國 서울大學 는

관한 문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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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서울大學校가 개교한 이후에도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國大案
철회를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계속하였다. 특히 좌익계열의 교수와 학
생, 정치인들의 선동과 사주에 따라 서울 시내의 대학은 물론 지방대
학에서 까지 國大案 반대에 합류함으로서 國大案 문제는 전국적인 사
건으로 확대되어 거의 1년 간 大學은 물론 中等學校까지 제대로 수업
國

을 진행할 수 없었다.

무렵, 북한에 설립된 金日成大學에서는 國大案 사건으로 강단을
떠난 많은 교수들을 초청하였다. 數學분야에서는 金志政, 李載坤, 李林
學 등이 초청을 받았고 1946년부터 1947년까지 마포에서 배를 이용하
여 金志政, 李載坤 등이 북으로 떠났다.
이

≪광복 후, 6 25 동란 전에 어떤 수학자가 나보고 이북에 가자고
르

떻 될지 모르고 미덥지 않아 가지 않았
다. 몇몇 수학자들이 마포에서 북으로 갔다. 그 때는 마포에 이북배가
와서 북에 가는 사람들의 살림을 실어다 주었다. 또 장사 배도 북에
왔다 갔다 하였다. 광복 후 초기에는 북에서 남에 온 사람이 집에 놓
했는데 이데오 기 때문에 어 게

아두었던 것을 다시 가서 가지고 오고 가족을 데리고 오기도 하였다.
-

朴鼎基 ‘내가 만난 수학자들과 교수생활’ 중에서 ≫

≪1947년 國大案 반대 때 이 사건이 끝까지 갈 것 같아 全南光州

親이 계신 집에 몇 달 동안 가 있었다. 그 때 先親은 光州師範, 順天
師範, 光州西中學校 ( 校長 ), 그리고 學務課 일을 겸임하고 계셨다. 光
州師範의 李完均 교장이 나를 光州師範 전임강사로 발령 내었다. 교장
은 나에게 가르칠 과목으로 數學, 物理, 化學, 英語, 獨語, 音樂, 體操를
맡겼다. 나보고 “할 수 있을 터이니 맡아라” 라고 명령하여 나는 어쩔
수 없이 주당 36시간을 가르쳤다. 그 때 광주에 있는 朝鮮學園 ( 朝鮮
大學 전신 ) 에서도 야간수업으로 학생들에게 해석기하와 미분적분을
주당 4시간을 가르쳤다. 또 밤에는 가르칠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수
학교재 원고를 썼었다. 이러한 바쁜 생활은 당시 우리나라에 교원 부
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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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일이었다. - 朴乙龍

족으로 생

≪旅順高等學校에 다녔기에,

회고

≫

나는 광복과 더불어 의당 경성대학

예과로 편입학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경제구조가 마비된 상태에
서 38선을 넘어 서울로 와 공부하는데 필요한 학비조달이 불가능하리
라고 생각하였고, 또 38선이 곧 없어지고 남북 왕래가 자유롭게 되리
라는 안이한 생각에 고향인 황해도 해주에 머무르며 시기가 오기를 기
다리고 있었다. 1년간을 허송한 끝에 편입학의 특혜를 잃고 재차 입학
시험을 치르어 1946년 9월 國立서울大學校 豫科 (理科) 에 입학하였다.
처음 1년간은 동맹휴학으로 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나는 남산과
종로에 있던 시립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전전하며 독학을 하였다.
추운 겨울 날씨에 그나마 난방시설이 좀 되어 있던 그곳들을 찾아 밤
늦게까지 일본말로 된 미적분학 상 하권과 대수학, 독일어책을 공부하
였던 생각이 주마등 같이 지나간다. 점심 도시락 하나를 싸들고 가서
오후 2시경에 점심을 먹고 오후 9시 문을 닫을 때까지 공부하다가 걸
어서 서대문밖에 있던 집까지 돌아와 늦은 저녁밥을 먹던 일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고생한 덕분에 다시 강의가 시작된 후에는 비교적 쉽사
리 공부를 따라갈 수가 있었다.
동맹휴학 초기에는 많은 학생이 이에 동조하였으나 시일이 지날수
록 주동세력들의 속셈이 드러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빨리 개강
하였으면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가기 시작하였다. 1947년 초봄에 강의
를 시작한다고 하여 이과반 전학생을 강당에 넣고 강의를 하였으나 가
끔 동맹휴학파 학생들이 떼로 몰려들어 강의를 방해하는 사태도 있었
다. 이 와중에도 학생들 간에 5 ∼ 6명씩 써클 ( circle ) 이 형성되어 각
자의 집을 차례로 돌면서 수학공부 ( 주로 미적분 ) 를 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 여겨진다. 다시 제대로 개강이 된 것은 1947년 9월부터였다. 예
과 전임으로 수학에는 許鉽氏 한 분이었다고 생각이 된다. 학부 교수
들이 시간으로 나오셨고 수학 강의는 여러 강사 외에 학부 3학년 학생
들이 시간으로 나와서 도와주는 처지였다 ( 허식 선생은 당시 학부 학
생이었으나 延禧專門學校 졸업생이었으므로 그 학력을 가지고 전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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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각반 ( 이과반
도 5 ∼ 6개 반이 있었음 ) 담임 선생님에 따라 일정치 않았다. 미적분은
일본말로 된 다께우지단조 ( 竹內端三 ) 의 미적분학 상 하권이 교재가
되었다. 반에 따라서는 착실하게 강의가 되기도 하였으나 휴강이 많았
던 반은 그렇지도 못하였으며 단기간 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연습문
제를 다루는 시간적 여유는 좀처럼 없었을 뿐 더러 뒷부분인 중적분은
다루지도 못하였다. - 吳允用 ‘내 주변의 수학 이야기’ 중에 ≫
되었다고 들었다 ). 해 기하는 일정한 교과서가 없었고

4. 朝鮮數物學會

創立

校

案 분규로 강의조차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던 1946년 10월 現 大韓數學會의 전신인 朝鮮數物學會가 創
立되었다. 창립 당시 회원은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교수를 비롯하여
각 대학의 數學, 物理學 교수, 중학교 數學, 物理교사, 대학생 등 50명
서울大學 가 문을 열었지만 國大

정도였다. 그 중 수학 부문의 회원은 20여명이었고 학회 창립을 주도

立

校

하였던 國 서울大學

敎授

崔允植이

초대 회장

차

되어 있지

않던 시기에 朝鮮數物學會의 창립은 학문으로서의 수학의

공

으로

선출되었다.

文理科大學 數學科

수학이 기초과학의 주

요

학문으로서 제대로 인식조

춧

위치를

놓는 시금석이 되었다. 다만
朝鮮數物學會 창립 당시의 기록이나 회칙, 회원 명단 등 어느 것 하나
고히 하고 수학 연구와 발전에 주 돌을

남아 있지 않아서 그 때 학회활동 내용에 관한 부분적인 자료와 증언

신

밖

음

으로 대 할 수 에 없 이 아쉽다.

≪大韓數學會는 1946년에 朝鮮數物學會로 發足하여 當時 全 會員

約 五十名 程度로 그 中 數學 關係者는 學生 身分의 5, 6名을 포
함하여 겨우 20餘 名이었다고 記憶된다. 그러나 그 무렵의 社會的 混
亂, 더 具體的으로는 左 右 陣營의 對立은 學會에도 밀어닥쳐 未久에
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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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所謂 社會團體로서
左 右에 任意로 利用되어 數學會는 다시 分離되어 實質的인 ‘學會’로서
의 活動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如何間 이 때의 左의 代表的인
사람은 金志政, 崔宗煥氏 등이었고, 右의 代表로는 故 崔允植 先生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朴乙龍 ‘韓國數學 四十年을 돌아보며’ 중에서 ≫
朝鮮數學會, 朝鮮物理學會로

새롭게 탄생한

분리되었을 뿐 아 라

많았다. 기초학문으로
서 수학을 연구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학문적 연구풍토의 조성, 수학
에 대한 바른 인식과 수학인구의 저변확대, 수학교사의 확보와 교사
재교육, 초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대학 수학의 지도방법, 좌 우익으
로 분열된 회원간의 이해와 단합 등 산적한 일들이 많았다.
朝鮮數物學會는 또한 매년 정기총회와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지만
연구발표의 내용은 수학 입문이나 현대수학의 분야별 학문에 대한 소
개가 주류를 이루었고 수학자 개개인의 학문적 연구 성과에 대한 독
창적 논문은 많지 않았다. 이것은 광복전 일제의 교육정책이 학문적
연구풍토를 조성하는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데다가 수학자들 개개
인이 수학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었던데 기인할 것
朝鮮數物學會는

이다.
그러나 수학교육에 관한 관심은
과과정의

체계를

야

해 할 일이

매우 높아서 각급 학교별 수학 교

세우는 일이나 수학교육의 지도방법 등에서는 상당

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校
무렵 普成專門學校는 高麗大學校로,
延禧專門學校는 延禧大學校, 梨花女子專門學校는 梨花女子大學校로 개
편하여 綜合大學이 되었다. 이외에 1946년도에 설립 또는 개칭된 학교
로는 東國大學 ( 前 惠化專門學校 ), 成均館大學 ( 前 明倫專門學校 ), 大
邱師範大學, 檀國大學, 東亞大學, 海印大學 ( 現 慶南大學 ), 韓國大學
(前 國際大學 ) 등이 있고 1948년에는 淑明女子大學, 中央大學, 漢陽工
科大學, 朝鮮大學, 公州師範大學 등이 설립되었다. 따라서 1948년 정부
한편 서울大學 가 개교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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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立을 포함하여 4개의 綜合大學과 23개의 單科大學,
4개의 초급대학, 그리고 대학과정의 각종학교 11개교 등이 설립되어
총 42개의 고등교육기관에 42,000여명의 재학생을 두게 되었다 [ 文敎
40年史 ] .
전국을 휩쓴 교육열풍에 따라 단기간에 이처럼 많은 대학이 설립
되었지만 수학전공 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많지 않았다. 1946년에 서울
大學校 文理科大學 數學科와 師範大學 數學科, 그리고 大邱師範大學
數學科, 延禧大學校 數學科 가 명칭변경 또는 개설되었다. 1947년에는
檀國大學 數學科와 東亞大學 數學科, 1948년에는 公州師範大學 數學科
가 개설되었다. 새로 설립된 대학의 수에 비하여 수학 전공학과의 수
가 적은 것은 담당할 교수요원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당시 가
장 먼저 數學科를 개설했던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의 경우 초기에 교
수로는 崔允植, 李林學 이 있었다. 강사로는 朴鼎基 ( 延禧大學校 敎授
), 劉忠鎬, 吳焞用 (서울大學校 醫豫科 專任講師 ), 尹甲炳, 許鉽, 金汶
泰 ( 京畿高 敎師 )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는 학생으로 강의 한 사람도
있었다.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數學科는 鄭淳宅, 趙鐘國, 蔡台星, 李鍾
霖 을 중심으로 강의하였다. 또한 서울大學校 工科大學의 數學담당은
朴敬贊, 鄭鳳浹, 李廷紀 등이 중심이 되었으며 延禧大學校 數學科에서
는 張起元, 朴鼎基를 중심으로 수학을 담당하였고 후에 劉忠鎬 등이
보강되었다. 大邱師範大學 數學科에는 金秉洙, 郭元淳, 吳龍鎭, 朴乙龍,
韓華錫 등이 수학을 담당하였다. 또 東亞大學 數學科에는 張在一 ( 第
一高等學校 ) , 金昞熙 ( 九州大卒,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초대이사장 ) 가,
公州師範大學 數學科에는 劉熙世, 姜明暻, 金應泰 등이 초기에 수학을
담당하였다.
이 외에도 중학교 교사나 수학과 상급 학년 중에도 대학의 강사를
겸하는 일이 있었고 대학의 교수들 역시 타 대학 강사를 겸하는 일이
많았다. 당시 각 대학의 이러한 실정은 수학 전공학자가 부족하고, 또
대학교수나 강사의 보수가 극히 낮아서 생활비가 되지 못했고, 학생들
수립 당시에는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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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웠기 때문이었다.

역시 경제적으로 어

≪광복 후 교수들의 생활은 어려웠다. 군대 창고에서 나온 구두, 바

바리코트, 알미늄냄비, 밀가루 등을 배급받았는데 이런 물건을 팔아 가
지고 생활에 보태 쓰기도 했다. 공무원들은 급행료를 받기도 했으나
교수는 부수입이 없고 봉급은 적어서 생활이 고생스러웠다. 입학 때
보결입학을 한 두 사람 시켜주면 장작 한 달구지 갖다 주기도 했다.
고지식한 사람은 그런 것도 없었다. - 朴鼎基 ‘내가 만난 수학자들과
교수생활’ 중에서 ≫

≪그 당시 ( 1946 ∼1950 ) 수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광복 직후라
려

준 높은 사람들이어서 중

서 경제적으로 어 운데다가 상대적으로 수 이

고교 수학 교사로 취직이 어렵지 않아 대부분 교사직을 가진 사람들

입학 당시 수는 많았지만 도중에 그만 둔 사람이 대부분이었
지요. 그 후 6 25 동란으로 더욱 그 도가 심하여 그만 두거나 졸업이
2 ∼ 3년 늦어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1947년 무렵에 서울문리대 수학
과에는 전임교수로 崔允植, 李林學 두 분이 있었고 시간강사로는 朴鼎
基, 劉忠鎬, 辛永黙 등 몇 분이 있었지요. 崔允植 교수는 函數論, 楕圓
函數論 ( 敎科書로는 函數論 上 下券 竹內端三著 ), 高級解析學 ( 吉田
洋一著 또는 高木貞治著 解析槪論 ) 등을 가르치셨고 李林學 교수는 現
代代數學 ( Van der Waerden 著 Moderne Algebra ), 高級整數論 ( 高木
貞治著 代數的整數論, 岩波數學講座 ), Topology ( Alexandroff and
Hopf 著 Topologie 와 Hausdorff 著 Mengenlehre ) 등을 가르치셨고
劉忠鎬 교수는 미분기하학 ( E isenhart 著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Geometry ), 확률통계론 ( 現代岩波講座 ), 실변수함수론 ( Saks 著,
Theory of Integral ) 등을 가르치셨지요. 朴鼎基 교수께서는 행렬 및
행렬식 ( 藤原松三郞 著 ), 辛永黙 교수께서는 사영기하학을 가르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한 학급의 학생수는 대개 17 ∼ 18명 정도
였고 高級科目은 적어서 4 ∼ 5명인 것도 있었어요. 학기 중, 중 고교에
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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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느
면 한 사람이 듣고 있을 때도 있곤
했지요. 위의 교과서는 광복 직후라서 거의 구할 수 없었고 어쩌다 하
나 둘쯤 학생들이 교과서를 가질 수도 있었지만 대개 학생들은 교수의
강의를 흑판에서 적어 집에 와서 복습을 했는데 誤記해 왔으면 이해가
더더욱 힘들곤 했지요. - 1996년 河光喆 회고 ≫
서 가 치 라고 시간이 맞지 않으

≪교원의 봉급은 식생활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어서 부모

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외에는 타지 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비록 대학교수라 할지라도 고향을 떠나는 데는 용단
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본인이 물러간데다 광
복 후의 팽배한 교육열에 의하여 각지에 학교가 설립되어 중등학교로
취직하는 것은 가장 쉽고도 생활의 안정을 가져오는 길이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학에 가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고생하지 않고 고향
근처의 중등학교에 취직하여 학부형들이 생활을 보장 ( 대개의 학교가
학부형회를 조직하여 쌀을 갹출하여 봉급 외에 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
큼 생계비 지원 ) 해주는 쪽을 택하였다. - 姜明暻 ‘내가 겪은 수학생
활’ 중에서 ≫
님의

도 을

왕성한 교육열풍에 따라 전국 각지에 중학교와 대학 등
이 많이 설립되면서 교사의 부족은 교육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 되었다. 일제시대에는 중등학교 이상의 교사양성 기관이 별로 없었
던 만큼 자격을 갖춘 교사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자격증 유무
에는 상관없이 중학교의 경우 교장이 해당 과목을 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채용되는 일이 많았고 이로 인하여 전혀 능력
없는 무자격 교사가 교단에 서는 일도 있었다.
가장 부족 현상이 심했던 국어와 국사 교사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일제시 4년제 또는 5년제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강습
회 ( 대개 1 ∼ 3개월 ) 를 열어 중등교사를 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數學과 科學은 인적 자원이 부족한 데다가 단기간 내에 양성할 수 없
광복 후의

- 26 -

므

양

었으 로 전국에 4개소의 중등교원 성소를 설립하여 1년 6개월 간

켜 중등교사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수학의 경우 교사들의 실
력 차이가 커서 학습진행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
라 현직 교사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단기 수학 재교육이 방학을 이용
교육을 시

하여 개설되기도 하였다.

白雲鵬의 회고에 의하면 1946년 여름방학 중에 이미 중등수학교사
재교육 강습회가 京城師範에서 일주일 넘게 열렸는데 金志政의 代數
學, 韓弼夏의 實解析學 강의 등이 있었다 . 당시 교사 재교육을 위한
강습회에는 현직 대학 강사들이 참가하는 일도 있었다.
수학교사 재교육과 수학교사 양성을 위한 강습회 등은 대부분 朝
鮮數物學會 회원인 數學 교수들이 맡았고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수학
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수학교육의 방법을 제시한 것은 당시 우리나
라 수학계가 해온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다.

口 增加와 李林學의 論文

5. 數學人 의

선

1948년 5 10 총 으로 남한에는 大韓民國 정부가 수립되었다.

미군

합 ( UN )은 大韓民國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
부로 인정하였다. 大韓民國은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
는 헌법도 제정하였다. 이에 맞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를 기본 이념으
로 하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 선포되었다. 朝鮮數物學會가 韓國
數物學會로 불리어진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러나 교육제도는 여전히 단일학제가 마련되지 않아 대학은 學部
3년제인 舊制度와 學部 4년제인 新制度가 병행되고 있었다.
1946년 1월 京城大學 數學科 학생은 尹甲炳, 吳焞用, 金汶泰, 鄭春
培가 있었다. 초창기 우리나라 수학계의 기초를 다지는데 많은 역할을
한 國立서울大學校의 數學科 학생은 1946년 10월에 舊制 2학년에 尹
정이 물러나고 국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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焞用, 金汶泰, 鄭春培, 許鉽, 舊制 1학년에는 金正洙, 朴乙龍,
崔秉成, 韓華錫 등이 있었고 新製 1학년에는 宋鈺瀅, 白雲鵬 등이 있
었다. 그 다음 1949년까지 입학한 사람들은 河光喆 ( 前 Illinois St.
Univ. ), 申鉉千 ( 前 慶尙大 총장 ), 嚴章鎰 ( 前 釜山大 교수 ), 權宅淵
(前 高麗大 교수, 大韓數學會 會長 ), 李日海 ( 前 서울大 교수), 李復生
( 前 New Jersey St. Coll. 교수 ), 鄭基烈 (6.25 중 행방불명 ), 朴圭三
( 在美 ), 金曾鎬 ( 前 E. Carolina Univ. 교수 ), 金冑煥 ( 前 Canada
Simon Fraser Univ. 교수 ), 權景煥, 金基明 ( NY St. Coll. 교수 ), 李禹
翰 ( 前 서울大 교수, 작고 ), 安熙斗 ( 前 東國大 교수, 작고 ), 朱石淳 (
前 中央大 교수 ), 金永敦 ( 前 成均館大 교수 ), 林德相 ( 前 Univ. of
Pennsylvania 교수, 작고), 朴鍾徹 ( 前 全南大 교수 ), 吳熙駿 ( 前 忠南
大 교수), 吳允用, 張範植 ( 前 Univ. of Britsh Columbia 교수 ), 崔至
薰 ( 前 서울大 교수, 江陵大 총장 ), 全炳文 ( 前 인하大 교수), 남정도
( 6 25 동란 중 행방불명 ), 조주경 ( 越北 ), 金星一 ( 前 中央大 교수
작고 ), 方昌模 ( 前 Emory Univ. 교수 ), 田京麟 ( 前 경희大 교수 ), 任
昌求 ( 前 인하大 교수, 작고 ) 등이 입학하였다.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數學科에는 李華永 (편입학, 前 公州師大학장 ), 朴漢植 ( 편입학, 前 서
울師大 교수 ) 등이 초기에 입학하였다.
한편 延禧大學校 數學科에는 金鎭培 ( 前 연희대, Univ. of W.
Virginia 교수 ), 宋基善 ( 前 延禧大, Tennessee Inst. of Technology 교
수 ), 朴鐘根 ( 前 全北大 數學敎育科 교수 ), 엄기철, 이영진 ( 前 弘益工
業專門 교수 ), 禹聲九 ( 前 延世大 교수 ), 장영화 ( 前 서울産業大 교수 )
등이 초기에 입학하였고, 大邱師範大學 數學科는 임재규 ( 前 慶北大
교수 ), 장갑득 ( 前 嶺南大 교수 ), 孫文求 ( 前 慶北大 교수 ), 성재현 (
前 釜山敎育大 교수 ), 강경애 ( 前 大邱敎育大 교수 ), 徐泰日 ( 재미 ),
김동기 ( 前 明知大 교수 ), 盧載喆 ( 前 西江大 교수), 白龍培 ( 前 효성
여대 교수 ), 안병태 ( 前 한국교육개발원 ), 嚴相燮 ( 前 成均館大 교수 )
등이 초기 입학자 이었다. 또 公州師範大學 數學科에는 李華永, 東亞
甲炳, 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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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 數學科에는 한수열 ( 前 부산공업전문대학 교수 ), 안승태 ( 前
한양대 수학과 교수 ), 檀國大學 數學科에는 林澤琦 ( 前 인하대 교수 )
가 초기에 입학하였다.
이들은 후일 우리나라 數學界에서 많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쟁쟁한 수학자로 성장한 세대에 속한다.
이 무렵 韓國數物學會는 여전히 총회를 열고 학술발표회 등을 가
졌지만 발표 내용은 주로 數學의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거나 수학교육
에 관한 방법론에 치우쳤을 뿐 깊이 있는 학술논문은 발표되지 못하
였다. 그것은 교수나 젊은 강사들이 여러 대학에 출강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수학연구에 몰두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수학이
발전한 선진 외국의 학술지나 논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
던 환경 등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수학계에 이변이 일어났다.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美國數學會의 학술지 Bulletin 에 서울大學校 數學科 李林學 교수의
논문이 실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大學

≪1947년 이던가, 그 때는 새 학술지와 도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
싸움에만 바쁘고

다. 대학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습니다. 하루는
쓰레기 무더기를 보게

학문과 대학

길가에 종이,
책등
되었습니다. 거기에 Bulletin of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1947년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
을 주워서 집에 가지고 와서 펼쳐보니 M. Zorn의 2쪽 자리 논문이 있
어 읽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과가 중요한데 M. Zorn 은 모르겠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금방 해결됨을 알았습니다. 논문
을 써서 M. Zorn에게 보내면서 출판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 나는
논문을 써서 직접 잡지의 편집인에게 보낼 줄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
다. M. Zorn은 그 논문을 1948년 미국 수학회의 Bulletin 에 투고하
였고 그 논문이 194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첫 논문이었습
을 돌보지 않았

남대문 시장을 지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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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 때는 읽고 연구할 잡지, 책 등 자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연
구하기에 참 좋은 환경입니다. - ‘李林學 박사와의 대담’ 중에서 ≫

美國數學會의 Bulletin
李林學의 논문이 실렸다는 것은

1949년에

에, 수학을 거의 독학으로 공부

계
한 경사였고 한국인이 수학으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일이기
도 하였다. 더군다나 그 논문이 현대수학이 미천한 우리나라에서 광복
2년 후인 1947년도에 씌어졌다는 것은 한국인 수학자들의 수학에 대
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
라 수학계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모를 만큼 세계수학계의 동
향에 어두웠다. 뿐만 아니라 더욱 아쉬운 일은 국내에서 홀로 P.
Erdös 문제에 관하여 좋은 연구결과를 얻었지만 數學論文誌에 발표하
지도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 수
학계는 선진 외국의 수학계와 교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
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한 권 제대로 수입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오랜 일제의 식민통치가 빚어낸 학문적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탓이었다.
한편 이 무렵 수학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던 韓國數物學會의 회
원 수는 급격히 늘어나 1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韓國數物
學會 회원이 이처럼 증가하게 된 것은 광복 후 국내의 정치적 안정과
신설대학의 증가, 數學科 신설이 계속되면서 수학교수가 많이 증가되
었기 때문이다. 새로 임명된 교수 또는 강사 중에는 중등학교 수학교
원을 비롯하여 數學科 學生과 數學科를 갓 졸업한 사람들도 많았다.
서울大學校 2회 졸업생인 金汶泰, 吳焞用, 尹甲炳, 許鉽 등이 그러하였
고 그후에도 金正洙, 朴乙龍, 崔秉成, 韓華錫 등이 졸업 전후에 전임교
수로 임명되었거나 대학에서 강의하게 되었다. 1950년 延禧大學校 數
學科 졸업생인 宋基善, 金鎭培 등도 졸업과 동시에 교수로 임명되었으
한

한국 수학 로서는 최초의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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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런 현상은 1950년대에도 있었다.
참고로 당시 數學科

졸업생을 보면 1948년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첫 회 졸업은 4명 이였고 1949년에 3명, 1950년에 1명, 1951년
에 6명, 1952년에 2명, 1953년에 10명 등으로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數學科 졸업생은 1948년 1명, 1950년 2
명, 1951년 2명, 1952년 4명, 1953년 5명 이였으며 이 후부터 계속 증
가하기 시작하였다.
1948년 가을 韓國數物學會는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서울大學校 文
理科大學 강당에서 定期總會겸 學術大會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尹甲
數學科

炳은

4색문제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總會에서는 “회원들의 출판을
印稅의 절반은 학회 발전기금으로 징수한다” 는

1949년 가을에 개최된 韓國數物學會
학회에서

맡아

하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당시 회원들의 생활

핍
외에는 기부금이나 출연금이 전혀 없어 학회운영
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당시 몇몇 회원들에 의해 씌
어진 중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나 수학 참고서가 상당히 많이 판매되
었다. 따라서 韓國數物學會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이런 결
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내려진 다음해 6 25 동란이 발
발하여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 궁 하였고 회비

당시 數學者 중에는 사회주의 사상에 기울은 교수들도 있어서 國

案事件 때 이미 북으로 넘어가 김일성대학 교수가 된 사람도 있었
고 요주의 인물로 사찰을 받거나 한 두 번씩 구속됐던 사람들도 있었
다. 이 때문에 韓國數物學會는 경찰로부터 상당한 감시의 대상이 되었
던 듯하다. 더군다나 3 8선 부근에서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국회에
서는 좌익 국회의원들의 프락치 ( practi ) 사건이 수사되면서 좌익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韓國數物學
會 역시 총회나 학술발표회 등 집단 집회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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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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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25

動亂과 大韓數學會
작

1950년이 되자 9월 1일에 시 되던

새학기가 4월 1일로 바뀌었다.

대학은 9월과 4월의 중간조치로 6월 1일에 개학하였다.

달이 채 못되어 北韓의 기습 남침으로 6 25 動亂이라는
처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북
한 인민군은 3일만에 서울을 함락하였고 정부는 大田, 大邱를 거쳐 釜
山으로 옮겼으며 전국민은 전란을 피해 남으로 남으로 힘겨운 피난길
에 올랐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죽음, 엄청난 혼란 속에서 학교 역
시 모두 문을 닫았고 교사와 학생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제대로 사무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던 韓
國數物學會 역시 전란으로 인해 모든 기록과 자료가 없어지고 말았다.
북한의 기습남침 이후 3개월이 지나면서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9월 28일 수도 서울이 탈환되었다.
그러나 한

≪9 28 서울 수복이 된 직후, 3개월 동안의 피신생활에서 살아 남

청량리 이학부 교사가 어찌되었나 하고 가 보기로 하였다. 동
대문까지 도달해보니 청량리까지의 전차 선이 모두 절단되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멍하니 서있는데 마침 주석순 군을 만나 둘이서 허약
해질 대로 허약해진 몸을 이끌고 도보로 청량리까지 걸어가기로 하였
다. 거의 청량리까지 와 학교 교사를 바라보니 3층 지붕이 하늘색이었
다. 폭격을 피하기 위하여 인민군이 지붕을 하늘색으로 칠했구나 하면
서 가까이 가보니 지붕을 칠한 것이 아니라 아예 지붕이 없어진 것이
었다. 인민군이 숙사로 쓰고 있다는 정보에 의하여 미군이 폭격을 가
하여 전 교사가 뼈만 남아 있었고 지붕도 날아 가버린 것이었다. 이
때의 실망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 吳允用 ‘내 주변의 수학 이
야기’ 중에서 ≫
은 나는

- 33 -

탈환 기간은 길지 않았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국군과 유엔군
은 다시 밀리기 시작하였고 1 4후퇴라는 대규모 피난이 전개되었다.
6 25 동란 직후 얼떨결에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남쪽으로 피난
길을 서둘렀다.
서울

≪인민군이 서울에 쳐들어와서 피난 가려고 한강에 갔더니 다리가

널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날 밤을 보내고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쌀이 없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그 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찾았습니다. 어
머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임학이 의용군에 나갔다”고 말하니 그냥 가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집에 숨어 있었는데 9월에 국군이 들
어와서 수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겨울에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1 4
후퇴 때는 서울에서 트럭을 준비하여 인천에 가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 배에는 서울대 교수와 직원들이 가족과 같이 탔습니다.
그 후 제주도에 있으니 서울대학이 부산에서 연다는 말을 듣고 부산으
로 갔습니다. - ‘李林學 박사와의 대담’ 중에서 ≫
끊어져서

한강을 건

위하
여 戰時下 교육특별조치요강을 제정발표 하였다. 이에 따라 그 해 봄
부터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이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학은
교육재개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다. 교수와 학생들이 산지사
방으로 흩어져 단일 대학만으로는 강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문
교부는 편의상 戰時聯合大學이라는 통합교육 기관을 설치하여 대학교
육을 재개하게 하였다. 교수와 학생들은 대학의 구분 없이 戰時聯合大
學에 등교하여 강의를 하고 수업을 받았다.
釜山에서 처음 문을 연 戰時聯合大學은 그 뒤 光州와 全州, 大田에
서도 개설되었고 이러한 교육체제는 그 뒤 약 1년간 계속되다가 점차
교수와 학생들이 모이게 되면서 대학별 단독 강의가 가능해지자 자연
1951년 2월 26일 문교부는 중단되었던 학교교육을 재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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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해체되었다.
서울大學校를 포함한 몇몇 대학들이 피난지 부산에서 다시 개교하
게 되었다. 數學者 중에는 劉忠鎬 등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金日成大學
數學科 교수 등이 되었고 6 25 동란 전 재학생들 중에는 學兵으로 자
원입대 하거나 행방불명 되거나 하여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數學界의 人

材 손실과 數學人들이 당한 어려움 역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교육을 포함한 여러 상황을 崔秉成과 權景
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시

≪나는 京城帝國大學豫科 ( 理科 乙類 ) 에 1944년 4월에 입학하여

예과 수료 후, 입학시험 없이 서울대학교 문
리과대학 물리학과에 구제 1학년으로 입학하였고, 1년 후에 물리학과
에서 수학과로 전과하였다. 이 때 수학과에는 崔允植, 李林學 선생 두
분 만 계셨다. 1949년 수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부설이과중등교
원양성소에 강의 나갔고 尹甲炳 선생과 같이 서울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6 25 동란이 일어난 1950년 10월 군에 입대하여 훈련받은
후 그해 11월에 일선 덕천에 있는 748연대에 통역장교로 배치되어 근
무하였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덕천이 中共軍한테 포위되어 12월에 나
는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되기 직전에 신변 안전을 위하여 나는 갖고
다니던 推象代數學 책과 선친의 가방 등 나의 소지품을 버렸는데 참으
로 아깝고 서운했다. 中共軍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던 중 포로대열에
서 탈출하여 고생하면서 도망 다녔지만 다시 중공군에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 얼마 후 中共軍으로부터 北韓共産人民軍에 인계되었다. 휴전
후에 포로를 교환할 때 九死一生으로 조국의 품에 돌아와 다시 군에
복귀되어 1953년에 제대하였다. 참으로 어렵고 희망이 없었던 긴 3년
가까운 전쟁포로 생활이었다. 군 제대 후 서울사대부속고등학교에 있
었는데 1954년에 나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에 전임강사로 임
명되었다. 그 후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 1954 ～1956 ) 에 있는 동안
1946년 8월에 수료하였다.

- 35 -

거의 혼자 공부하였고
년

崔秉成 회고 ≫

환론에 대하여 논문을 써서 졸업하였다. - 1996

≪1950년 말에 부산으로 피난, 거기서 전시 연합대학도 경험했다.

모든 학년을 통틀어 한 반을 만들어, 나도 지질학, 건축학개론
등을 수강했다. 한 학기 후에는 이것이 정상화되어 비록 천막 안에서
배웠지만 수학 강의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교수님들이 다른 일도 하셨다. - 權景煥 ‘나의 유학시절
전후’ 중에서 ≫
이공과

신발
족 하는 정기총회를 가졌다. 정상적인 수업이나 학회활동은 꿈도 꿀
수 없던 그 어려웠던 시절, 崔允植의 기록에 의하면 “釜山으로 避難한
지 一年 餘를 經過하여 有志가 大新洞 商業高等學校 敎室에 集合하여
大韓數學會로 更新發足하였다” 고 하였다.
이

무렵

수학자들이

모여

韓國數學物學會를 大韓數學會로 갱

≪수물학회는 보통 동숭동에서 모임을 가졌었는데 100여명쯤 참가

린
락
에서 강의할 때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6 25 동란 전에 수물학
회에 두서너번 참석하였다. 학생은 준회원으로 참가하였다. 수물학회에
서 최윤식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당시에는 회의록을 기록하지 않았
고 사진 찍는 일도 없었다. 이임학씨는 회합에 잘 나오지 않았다. 전쟁
중 부산에서 이임학씨의 의견으로 수물학회를 분리하여 대한수학회로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임학씨는 학문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朴鼎基 ‘내가 만난 수학자들과 교수생활’ 중에서 ≫
했다. 수물학회가 열 다는 통지는 보통 인편으로 연 하였는데, 교실

≪부산 피난시절 1952년 3월에 대한수학회가 한국수물학회에서 분

신
신
업
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대한수학회가 갱신발족 하는 총회 ( 창립의 성

리하여 갱 발족 할 때 나는 부산시 서대 동에 있는 경남상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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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하는데 준비물을 경남상고 교무실에서 등사판으로 만
들었는데, 누군가 ( 崔至薰 氏 ? )등사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1952년 3월
11일 서울대 가교사 천막안에서 몇십 명이 모여 대한수학회총회가 열
렸고 東林 崔允植 先生이 會長, 張起元 先生이 副會長으로 선출되었으
며 나는 수학회의 幹事의 일을 맡게 되었다. 그 외 수학회 임원으로
朴敬贊 先生 등이 理事로 정해졌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 지금 다른 분
들은 생각나지 않는다. 韓國數物學會에서 수학분야는 大韓數學會로 분
리 독립하여 갱신발족 하였으니 數物學會의 서류 일부 ( 노트 같은 데
에 기록한 것, 내용은 모르겠음 ) 를 物理學의 權寧大 先生께 전해드리
라는 東林 先生의 말씀이 계셔, 나는 그 서류를 權 先生께 갖다드린
격을 갖고 있

일도 있었다.
부산 피난에서 서울에 돌아온 후 1953년 가을에 尹甲炳 先生 (서울

근무하신 적이 있음 ) 한테 부탁하여 수학회 총회를 서울고
등학교에서 장소를 빌려 개최했었다. 그 이듬해 東林 先生은 수학회
회원 수를 늘리고 수학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게 수학행정 하는
분과 중등학교 중진 수학교사를 수학회 임원으로 배려하는 것이 좋겠
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다. 張起元 先生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 하셔서,
나는 鄭義澤 (서울특별시 교육국장 ), 曺夔煥 ( 文敎部編修官 ), 李泳泌 (
淑明女高 ), 沈亨弼 ( 中央高校長 ) 씨 등을 직장으로 찾아가서 수학회 이
사를 수락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 무렵 대한수학회의 직인을
만들었던 일도 생각난다.
서울대 문리대에서 1954년 여름 대한수학회 총회를 할 때 신문기자
한사람이 찾아와서 총회개최에 관한 기사를 신문에 내주겠다면서 金錢
을 요구해서, 나는 얼마쯤 주었지만 수학회총회에 관한 기사는 하나도
고등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

朱石淳 회고 ≫

大韓數學會

음

誌

敎育 第1輯 ( 1955

최초의 學會 라 할 수 있는 數學

년 ) 에는 다 과 같은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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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紀 4285年 3月 11日

第1回定期總會開催

場所 --- 釜山市 西大新洞
서울大學校工大假校舍 ( 當時 )
2. 參加者 --- 會員 52名
3. 任員選出
(가) 會 長 --- 崔 允 植
(나) 副會長 --- 張 起 元
(다) 理 事 --- 10 名
(라) 監 事 --- 2 名
4. 會則修正通過 ( 別紙 )
1.

면

터 갱신발족한
날짜는 1952년 3월 11일, 장소는 피난지 부산,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가교사 (천막) 이었다. 또한 회원의 수도 52명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의 와중에 있으면서 피난지 부산의 천막교실에 數學者 52명이
참가하였다는 것은 당시 數學者들이 大韓數學會 창립에 얼마나 열심
이었나를 말하여 준다. 그 해 5월 27일에는 부산시 서대신동에 있는
경남상업고등학교에서 수학회 회원 68명이 참가하여 임시학회 및 講
演會를 개최하였다.
당시 임시총회의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學術用語에 關하여
(나) 本學會의 育成發展에 關하여
이 기록으로 보

大韓數學會가 韓國數物學會로부

음

그리고 강연의 주제는 다 과 같다.

略

(가) 우리나라 數學 史 ---

張起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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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最近西歐數學 紹介 --- 李林學

이후 大韓數學會는 의 식 주의 해결조
속에서도 자주

차

쉽지

않던 당시의 상황

모임을 가졌고 정기총회 때는 물론 1년에 한 번 이상

연구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게 되었다.

B

1953년 1월 17일에 개최된 연구발표회에서는 崔允植이 ‘ ernoulli
의

Number

G

에 관하여(1)’ 을 발표하였고, 李林學은 ‘ roup 에 관한

문제’ ( Trans. Amer. Math. Soc. 1946 ), 李

큘

星憲은

‘중학교

수학과

커

리 럼에 관하여’ 를 발표하였다.

무렵 서울大學校 數學科에서는 李林學이 중심이 되어 尹甲炳과
金正洙는 등사판으로 된 논문지 형식의 紙上數學談話會 라는 소책
이

자를 두 번 발간하였다.

신
각 대학에 數學科도 많이
증설되었다. 1951년에는 全北大 數學科, 梨花女大 數學科 가 개설되
었고 1952년에는 全南大 數學科, 慶北大 數學科, 忠南大 數學科 가 개
한편 大韓數學會의 갱 발족을 전후하여

설되었다. 같은 해에 대구에 피난해 있던 高麗大에도 數學科가 개설되

釜山大學 數物學科, 1954년에는 成均館大 數學科, 東
國大 數學科 등이 계속 개설되어 수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 그리고 수
학인구의 저변 확대 등 우리나라 수학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었다. 1953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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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數學者의

海外留學

침

북한의 6 25 남 은 한민족에게 있어 가장

잔

쟁

처참한

준

비극을 안겨

른 한편으로는 국제연합 ( UN )의 이
름으로 참전한 16개국 장병들로 인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문물을 접
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美國, 英國, 佛蘭西 등은 군대뿐만 아니
라 자국의 문화를 선전 소개하는 데에도 열심이었다.
선진 외국의 문물에 잘 접하지 못했던 대학생이나 학자들 중에는
이들 文化院이 새로운 정보를 얻는 산실이 되었다. 수학자들 중에도
현대수학에 관한 새로운 소식을 접하기 위하여 美國公報院 ( USIS )
도서실 등 외국기관을 찾는 학자들이 있었다. 李林學도 그 중의 한 사
람이었다. 李林學은 물리학과 출신이면서도 數學에 더 매료되어 거의
독학으로 수학을 공부한 타고난 수학자였다. 그는 수학에 관한 최신
정보를 알기 위하여 미국공보원을 자주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李林
學은 미국 공보원에서 Mathematical Reviews 를 접하게 되었다. 그
책에는 Canada 에 있는 브리티쉬 칼럼비아대학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의 Jenning 교수의 논문에 관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는데
그 논문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다. 李林學은 즉시 오류를 지적하여
Jenning 교수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Jenning 교수
는 장학금을 주겠다는 편지를 보내 왔고 李林學은 브리티쉬 칼럼비
아 대학으로 가겠다는 회답을 보냄으로써 당시로는 쉽지 않던 해외유
학의 길이 트이게 된 것이다.
수학자로서 최초의 北美洲 유학은 1953년 權景煥 ( 미국, Michigan
대학 ) 이었고 뒤이어 같은 해에 李林學이 Canada로 떠났다. 곧 이어
1954년에는 林德相, 張範植, 1955년에는 李正淋, 尹甲炳, 韓華錫, 金正
洙, 金鎭培, 1957년에는 崔秉成, 1958년에는 河光喆, 宋基善, 徐泰日 등
이 유학을 떠났는데 유학지는 미국과 카나다 이었다. 이들은 박사학
동족상 의 전 이었다. 그러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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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받고 미국과 카나다 대학에 재직하거나, 귀국하여 국내 대학에
재직하면서 수학교육과 연구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지루하게 계속되던 휴전회담이 마침내 타결되었
다. 3년여에 걸쳐 한반도를 휩쓸었던 비참한 전쟁은 휴전이라는 이름
으로 중지되었지만 전 국토는 이미 폐허가 되었고 3 8선 대신 군사분
계선이 여전히 한반도의 남북을 가로막게 되었다. 정부와 대학과 피난
갔던 사람들이 서둘러 제 자리로 돌아왔다. 폐허가 된 잿더미 속에서
대학은 다시 강의를 시작하였다.
1953년 10월 9일 大韓數學會는 당시 문교부 장관이 정한 35개 학

유네스코 ( UNESCO ) 한국위원회에 가입하였다. 그
해 10월 11일에는 제 2회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임원회가 열렸고, 11
술기관의 하나로

월 1일에는 서울고등학교에서 제2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大數會

第九號, 檀紀 4286年 10月 26日字, 大韓數學會長 崔允植 이름으로
내어진 등사판의 총회 통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九號
檀紀 四二八六年 十月 二六日
大韓數學會長
崔 允 植
大數會

貴下
定期總會 및 硏究發表會 開催에 關한 件
首題之件에 關하여 左(下)記와 如히 定期總會 및 硏究發表會를 開催코
저 하오니 必히 參席하여 주시기 仰望하나이다.
記

一. 時 日 檀紀 四二八六年 十一月 一日(日曜日) 下午 二時
一. 場 所 서울高等學校
一. 硏究發表 (가) 中高等學校 數學敎科課程 및 時間配當에 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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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敎
(나) 硏究發表 -崔允植
一. 討議事項 (가) 任員改選
(나) 其他
一. 年會費 百圜
(備考, 會員 以外의 數學 同好者도 多數 枉臨하여 本會의 發展育成에
協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機會에 新入會員도 歡迎합니다.)
- 文 部

위 통지문의 내용 중에서 특기할 사항은 연구발표의 (가)항인 ‘中
高等學校 數學敎科課程 및 時間配當에 關하여’ 이다. 이런 내용이 연
구발표에 포함된 것을 보면 6 25 동란 직후까지도 수학교육의 敎科課
程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年會費 百圜은 지금
의 화폐 단위로 10원에 해당되며 당시의 경제적 실상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환도 후의 혼란이 수습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1953년도 총회
에는 72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임원 개선이 안건으로 올려졌지만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전
원이 유임되었다.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된 연구발표에는 5명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曺夔煥 ( 文敎部 編修官 ) 은 ‘新數學敎科 課程制定精神’ 을 崔允植 (
大韓數學會 會長, 서울大 ) 은 ‘Bernoulli 의 Number 에 關하여(Ⅱ)’ 를
발표하였고, 宋基善 ( 延禧大 ) 은 ‘르벡積分의 定義法’, 金鎭培 ( 延禧大 )
는 ‘代數的 位相幾何學 中에서 Closed Surface 에 있어서의 Normal
Form에 關하여’, 張起元 ( 延禧大 ) 은 ‘珠算의 乘除法에 關하여’ 를 각
각 발표하였다.
그 해 11월 5일에는 다시 임원회가 개최되어 大韓數學會의 육성발
전에 관하여 논의하였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기록이 없어 알 길
이 없다.
1954년 8월 12일, 제3회 정기총회 개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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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임원회의가 열렸고,

講堂에서 제3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참석회원은 63명, 회원 외의 講聽者 42명을 포함하면 이
날의 참석자는 모두 105명이나 되었다. 안건 토의에서 임원은 전원 유
임되었다. 기타 사항으로는 趙炳國 ( 前 梨花女大, 작고 ) 이 美國數學敎
育視察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文敎部 당국자와 數學會 회원 사이에
수학교육과정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연구발표자는 4명이었으며
崔錫禎이 ‘工業數學에 關하여’, 張範植이 ‘群論에 關하여’, 李正淋이 ‘位
相幾何에 關하여’, 林德相이 ‘抽象代數에 關하여’ 를 발표하여 학술적
그 해 8월 29일 서울大學

校

文理科大學

인 내용이 셋 이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學會 활성화 방안으
로 會誌 발간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수학이라는 학문이 뿌리조차 드리우지 못한 불모의 땅에서 1946년 수
제3회 정기총회에서 가장

학자들이 주동이 되어 朝鮮數物學會를 결성한 것도 큰 일이었고, 6 25

쟁
釜山에서 韓國數物學會에서 大
韓數學會를 갱신발족한 후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학회 모임과 연구
발표회를 해마다 개최하였음은 당시의 상황하에서는 많은 노력의 결
과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휴전 이후의 우리나라 대학의 실정은 거의
모든 시설이 파괴 된데다가 국가 재정 역시 미국 잉여농산물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國立大學의 경우는 그나마 정부의 보잘
것 없는 예산 배정이라도 받아 교수들에게 적은 봉급이라도 줄 수 있
었지만 私立大學의 경우는 대학의 운영자금을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사정이 이러하였으므로 國立大學이나
私立大學을 막론하고 교수들의 대부분은 소속 대학에서 주는 봉급만
으로는 가계를 꾸려나가기가 힘들어 몇 군데 다른 대학으로 출강하거
나 강의 외에 또 다른 일거리를 맡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눈앞의
실정이 이처럼 어려웠던 만큼 학문에 전념하고 연구에 매진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가지기란 참으로 곤란한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동란 이후 전 이 한창이던 때 피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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誌 발간을 시도하였다.

고 大韓數學會는 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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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學會

誌

誌

敎育

數學

發刊

논의된 지 1년이 채 못된 1955년 7월
5일 마침내 學會雜誌인 數學敎育 제1집이 빛을 보게 되었다. 版型은
菊版 (52 ×218 mm )이고 표지를 제외한 본문 80면의 빈약한 체제였지
만 그것은 매우 기쁜 일이었다.
大韓數學會의 學會

발간이

長 崔允植은 ‘創刊에 際하여’ 라는 발간사를 썼고 文敎部長官 李
瑄根, 서울大學校總長 崔奎南 博士의 축사와 5명의 필자 등 모두 12편
의 글이 실렸다. 그 중 崔允植의 창간사 일부는 다음과 같다.
會

創刊에 際하여
會

長

崔

允

植

一個 獨立國家로서 專門科目에 關한 모임을 갖지 아니한 것은 一大
羞恥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解放直後 韓國數學物理學會를 創設하
여 有志의 硏究發表와 或은 Newton 誕生 記念講演會等을 開催하여 同
好者의 鼓舞激勵와 一般의 啓蒙運動을 竝行하였던 것이다.
六 二五動亂 直前에는 不純分子의 跋扈 共産 Practi 라는 嫌疑를
받은 때도 있어 거의 其活動을 沮止當하였던 것이다. 釜山으로 避難한
지 一年餘를 經過하여 有志가 大新洞 商業高等學校 敎室에 集合하여
大韓數學會로 更新發足을 하게된 것이다.
別紙 記錄한 바와 같은 會則을 制定하여 或은 工大 或은 文理大等
에서 硏究發表를 하였던 것이다. 벌써 機關紙를 가져야 할 것을 서울
收復으로 匈匈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 今番 文敎部에서 數
學敎科課程의 改正을 契機로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이 一致
團結하여 着手한 것이 本紙다. 元來 各敎育機關의 使命이 다른 고로
初, 中, 高, 大學이 合한 會誌는 不合理하다고 말하는 學者가 不少하나
敎科課程 改正에는 國民學校로부터 하여야 할 必要性을 느꼈고 또 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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展은 먼저 數學敎育의 改新 發展에 期待함이 크고 緊急하므로
于先은 合하여 數學敎育 이라는 題目下에 大韓數學會의 主管으로 한
것이며 將次는 各分野로 나누어질 것은 當然한 趨勢일 것이다.(中略)
이 創刊辭를 써 놓은지가 벌써 一年이 지났다. 우리의 周圍環境은
나날이 달라진다. 數學이란 科學은 우리 겨레에 있어서는 아직도 日淺
한 學問이라 世界舞臺에 내놓을만한 것이 別로 없다는 것이 率直한 告
白이다. 그러나 近來 우리 學徒로서 美洲에 가서 特히 數學에 關하여
P.h. D. 를 獲得한 秀才도 있고 M.A. 를 取得한 奇特한 靑年을 輩出하
게 되었다. 此後로도 繼續하여 數學硏究次로 洋行하는 靑壯年이 많을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앞길은 洋洋하다. 이러한 先覺者들이 錦衣還
鄕하는 날을 鶴首苦待하며 우리는 其사이나마 不斷한 努力으로 空虛를
메꾸어 보고져 하는 微哀에서 本誌를 出刊하는 바이다.
이 會誌를 通하여 硏究論文을 發表하여 將次로는 世界各國과도 交
換하여야겠다. 只今 當場은 좋은 論文은 期待하기 困難하니 第一線에
서 얻은 바 體驗談이나 其他 많은 投稿를 바라며 차츰 名實相符한 大
韓數學會誌가 되게 努力하여 주기를 創刊辭를 通하여 祈願하는 바이
學의 發

다.

來의 懸案이던 本誌가 여러분의 協助와 出版社의 犧牲的 努力
으로 이제 나오게 되니 기쁘기 限量없다. 다음부터는 더욱 內容이 充
實한 것이 되어 數學 同好者에게는 座右의 銘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本誌出刊에 際하여 多忙中 祝辭를 보내주신 文敎部長官과 서울大學校
總長에게 深深한 謝意를 表하오며 投稿하신 諸先生, 出刊을 擔當하신
民敎社 社長에 對하여도 感謝하여 마지않는다.
數年

임원회의가 개최되어 봄학회 개최와 數學敎
育 제2집 발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會長 崔允植이 수학연
구 차 Chicago 大學으로 떠나 1년 가까이 머무는 동안 수학회는 거의
1955년 9월 2일에도

그 활동이 정지되었다.

Chicago 대학에서 귀국한 崔允植은 그 해에 서울大學校에
서 理學博士學位를 받았다. 한 해 동안 거의 활동을 중단하고 있던 數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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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會는 崔允植의 귀국과

함

께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서울大學校 數學科 교수진은 崔允植, 尹甲炳, 崔秉成, 河光喆, 崔
至薰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의내용도 崔允植 會長이 가지고 온
Chicago 대학의 강의록 ( E.H. Spanier 의 Set Theory and Metric
Space, S. Mac Lane 의 Point Set Topology ) 을 사용하는 등 현대수
학의 새로운 분야도 도입되었다. 1956년에는 통계학 분야의 강좌가 시
작되었다. 이에 따라 교사직 외에는 갈 곳이 마땅치 않던 수학과 졸업
생들도 은행, 보험회사를 비롯한 경제계의 수리분야로 진출하는 계기
가 되었다. 그러나 교육부문은 여전히 학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
며 大學院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연구활동은 활발하지 못했다.
한편 延禧大學 數學科에서는 1956년에 처음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金鎭培가 Chicago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할 때 가지고 온 J.
L. Kelley의 General Topology 를 교재로 사용하였다.
1957년 大韓數學會 춘계 정기총회는 서울大學校 문리과대학 강당
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연구발표자는 朴鼎基 ( 慶北大 교수 ) 의 群論
문제, 朴乙龍 ( 慶北大 교수 ) 의 微分幾何 문제, 李起安 ( 全北大 교수 )
의 測度 문제, 劉熙世 ( 公州師大 교수 )의 統計 문제, 姜信元 ( 서울大 )
의 特殊函數論 문제 등 10여명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날 배포된
數學敎育 제2집은 본문 104면의 등사판본으로 崔允植의 ‘最近數學의
動向’ 을 비롯하여 金炯堡의 ‘大學數學의 커리큘럼 檢討’, 曺夔煥의 ‘中
學校 數學敎科課程’ 그리고 大韓數學會의 崔允植, 朴敬贊, 鄭鳳浹, 崔
秉成, 河光喆의 공동 이름으로 된 ‘서울大學校 數學入試問題에 對한
檢討’ 와 金正洙의 ‘Invension 에 대한 小考’, 崔至薰의 ‘魔方陣에 對하
여’, 白圭鉉의 ‘算用數學書字指導上의 留意点’, 閔五植의 ‘檢算에 對하
여’ 등 초 중 고 대학의 數學敎育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 외에는 文敎部 科學技術制定委員會에서 제공한 數學術語集과
195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회칙 [ 부록 一, 4-(나) ] , 개선된 임
원 명단 [ 부록 一, 1-(라) ] 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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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칙 1조로 이루어졌음에 비해 개정된
회칙은 전문 19조와 부칙 2조로 되어 있고 각 조문별 문장이나 내용
도 상당히 보완되어 있다. 회칙중 주요 개정내용은 제 3조에 “본회는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적으로 지부를 둘 수 있다” 고 한 것이다.
이는 이 무렵 각 지방대학에 수학과가 개설되면서 늘어난 수학인구를
수용하고 학회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1명이던
부회장을 2명으로 늘렸으며, 11명이던 이사진도 16명으로, 2명이던 감
사도 3명으로 증원하였다. 이 외에 회원의 권리와 의무, 상벌사항, 총
회의 성립 및 의결방법,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이 구체적으로 명
시되었고 8월중으로 되어 있던 定期總會 일자는 5월말 이전으로 바뀌
었으며 매년 7월말로 되어 있던 회계연도 역시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로 바뀌어 명시되어 있다. 새로운 조항으로 삽입된 부칙 제 2조는
“본회의 사무소는 임시로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內에 둔다” 고 하여
이 무렵까지도 大韓數學會는 독자적인 사무실을 갖출만한 여력이 없
었음을 알 수 있다.
1957년 10월 20일 추계임시총회는 慶北大學校 文理科大學에서 개
최되었다. 주로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에서만 개최되던 총회 또는 임
시총회가 서울과 부산이 아닌 지방대학에서 개최된 것은 이 때가 처
음이었으며 이것은 大韓數學會의 활동 범위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
을 의미한다.
慶北大學校 文理科大學 주관으로 동 대학 대강당에서 개최된 임시
총회에서는 慶北大學校 총장을 위시하여 大學院長, 文理科大學長, 師
範大學長 등이 격려사를 하였고 吳龍鎭 ( 慶北大 師大 )의 ‘楕圓函數論’,
張起元 ( 延禧大 理工大學長 ) 의 ‘韓國固有의 高等數學’ 그리고 崔允植
( 數學會長 ) 의 ‘數學敎育價値論과 學會’ 에 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연구발표에는 朴乙龍의 ‘On the projective connection spaces and
general projective gemetry of paths’ 등 14명이 논문발표를 하였는데
대수, 해석, 위상-기하의 논문이 고루 퍼져 있어 우리 수학계의 연구
개정전 회 이 전문 15조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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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넓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논문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On

논문주제와 발표자

j v
geometry of paths --- 朴乙龍

the pro ecti e connection space an

d general

j v

pro ecti e

⋅ Notes on kaehlerian metrie --- Sang-Seup Eum
⋅ On the projective and conformal transformations in the

f d with torsion --- Jae-Koo Ahn
⋅ Note on a lattice-isomorphism between finite groups with
metric mani ol

⋅
⋅
⋅
⋅
⋅
⋅
⋅
⋅
⋅
⋅

complete partitions --- Tae-Il Suh

Notes on the lattice-ordered groups --- Tae-Ho Choe
Uniform topology on a group --- Mi-Soo Bae
Jordan algebra --- 金鎭培
Ideal 과 finite set 사이의 考察 --- 河光喆
On the connection on the Gauss-Bonnet theorem and
Euler-Poincare' characteristics --- 吉善亨
On the order relation and application --- 尹玉鏡
The property of automorphism induced under involving
correlation --- 尹在漢
Topology --- 張在一
Banach space ---金冑煥
A method of summation of multiple
fourier series --- 崔允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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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北大學校에서 개최된 추계임시총회의 소집 통지문은 崔
允植 회장과 慶北大學校 朴鼎基 교수 명의로 각각 발송되었는데 개최
일자가 崔允植은 10월 20일자, 朴鼎基는 10월 27일자로 날짜가 같지
않았다. 다만 崔允植 회장 명의로 보낸 통지문에는 10월 27일자로 된
날짜를 10월 20일로 고친 것으로 보아 처음 10월 27일로 결정되었던
개최일자가 일주일을 앞당겨 10월 20일로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총회에 서울과 부산 등 각지에서 30여 명의 회원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大韓數學會 창립 이후 피난지 부산을 제외하면 지방
대학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慶北大 추계임시총회는 언론으로부터도 상
그러나

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단기4290년 ( 서기 1957년 ) 10월 27일 ( 화

요일 ) 자

한국일보의 ‘지방으로

뻗어

음

가는 문화’ 라는 기사에 다 과

같은 내용의 표현이 있다.

≪지난 20일 慶北大學校에서 大韓數學會의 總會가 열렸는데, 이처럼 서울

외

규모의 學術會議가 열리는 것은 학술적인 상보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 중심적인 전통적 잠재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전
국 전체로 옮겨가려는 질서가 한 학회로부터 확립되었다. ≫
이 의 지방도시에서 전국

계 임시총회를 유치한 慶北大學校에서는 1958
년 朴鼎基를 중심으로 文理大와 師範大 數學科 교수들이 慶北數學誌
( The Kyungpook Mathematical Journal ) 라는 영문판 학술지를 창간
하여 배포하였다. 慶北數學誌는 세계 여러 곳에 배포되어 우리나라 수
학자들의 학술지로서는 최초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때 이후 현
재까지 계속 발행된 慶北數學誌는 해외의 수학 학술지와 교환, 배포되
면서 Mathematical Reviews 와 Zentralblatt 등에서도 평가되고 있다.
한편 大韓數學會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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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數學界의

새바람

춘계정기총회는 서울大學校 文理科大
學에서 개최되었다. 전후 혼란에서 사회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마다 새로운 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설립
되던 시기였다. 대학에 진학하려는 교육열이 강하여 새로 설립된 대학
이라도 입학생 걱정은 없었다. 1953년 壹百圜이던 수학회 회원들의 연
회비는 1957년 五百圜이 되었고, 1958년에는 壹阡圜으로 인상이 되었
다. 회원들의 연회비가 이처럼 10배나 인상된 것은 생활정도가 나아진
탓도 있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더 컸다.
大韓數學會 총회는 이 무렵부터 학술행사 위주로 자리잡기 시작하
여 총회는 임원개선이라든가 기타 안건은 간단히 논의되는 대신 연구
발표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발표되는 논문 역시 수학교육에 비하여
연구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춘계 총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數學敎
育 제3집에 게재되었는데 대체로 英文으로 되었으며, 1958년에 간행
되었다. 등사판 68면으로 된 數學敎育 제3집은 崔允植의 ‘回想과 展
望’ 을 비롯한 18명의 글이 실려 있는데 수학교육에 관한 4명의 글 외
에는 모두가 연구논문이었다. 그 중 嚴相燮, 배미수, 최태호, 安在求,
金侚圭, 이춘원, 김주환, 金鎭培, 김동기, 韓慶澤의 논문은 영문 타자로
되어 있고 이 논문은 대체로 춘계 정기총회에서 발표된 것들이었다.
춘계 정기총회에서 증원된 것으로 보이는 신임 이사진으로는 任昌
求, 金正洙, 계일순, 곽홍근, 朴種根, 洪性海, 金鎭培, 姜明暻, 朴乙龍,
劉熙世, 朴鼎基, 姜謹, 張在一, 鄭鎭溟 등이었는데 이사진이 이처럼 한
꺼번에 여러 명이 보강된 것은 전국 대학의 數學科가 20여 개로 늘어
1958년 5월 31일 大韓數學會

난 데다가 지방대학 수학교수들의 참여를 넓히고 학회활동을 활발하

려

석

게 하 던 것으로 해 된다.
한편 6 25 동란 이후

美國유학 길에 올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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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수학자들이 이

무렵 학위를 받거나 우수한 논문을 美國 數學會誌 등에 발표하면서
국내 수학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유학자들 중 尹甲炳은 Syracuse 대학에서 논문 ‘Algebraic
Laplacian and it's discrete boundary value problems in a simplicial
complex’ 로 Ph.D. 를 획득한 후 귀국하였다. 尹甲炳은 외국에서 공부
하여 Ph.D. 를 받은 사람으로 제일 먼저 귀국한 수학자이다. 林德相은
정수론에 관한 연구로 Indiana 대학에서 Ph.D.를 받은 후 Columbia
대학에 있는 동안 수학계의 큰 관심사였던 H. Cartan 과 S. Eilenberg
의 Homology 대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논문 ‘Modules over
finite groups’ (Ann. of Math. 69, pp700-712 )로 발표하여 세계수학계
를 놀라게 했다. 權景煥은 Michigan 대학에서 논문 ‘Characterization of the n-space through decomposition and related topics’ 으
로 Ph.D.를 받은 후 Tulane 대학 조교수가 되었으며, 李正淋은
Virginia 대학에 있을 때 학생으로 그의 논문 ‘Covering spaces and
simple connectedness’ 가 Duke Math. Journal 에 게재되어 호평을
받았고, 그 후 논문 ‘Compact topological transformation groups’ 로
Ph.D.를 받았다. 이에 앞서 李林學은 Canada에서 Ph.D. 를 받은 다
음 논문 ‘A family of simple groups associated with the simple Lie
algebra of type G 2 ’ ( Amer. J. Math. 83(1961), 432-462 ), ‘A family
of simple groups associated with the simple Lie algebra of type
F 4 ’ (Amer. J. Math. 83(1961), 401-420 ) 등 Ree 群 이론으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내어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다. 그 외 張範植, 河光喆, 徐
泰日, 宋基善 등도 이 무렵에 北美에서 Ph.D. 를 받았다. 이들 해외
유학자 중 尹甲炳, 權景煥, 張範植, 河光喆, 徐泰日, 宋基善 등이 1960
년을 전후하여 귀국함으로써 海外의 연구 성과가 국내 수학계에 반영
되어 수학의 여러분야의 강의와 연구에 활력을 주게 되었다.
1959년 가을 임시총회와 연구발표회는 空軍士官學校에서 개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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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느 날 문득 崔允植 會長께서 “아참! 數學會를 열 때가 되었

군” 하시고는 前부터 얘기가 오고 가던 空士數學敎室에의 連絡을 助敎
였던 朴世熙에게 指示하신다. 그 다음에 회장 손수 동아일보에 가셔서
2段 × 10行 정도의 광고를 내시고 조교를 시켜 각 대학에 있는 理事들
에게 등사로 된 편지를 내어 會員들에게 周知시킬 것을 要望한다. 총
회 당일 모인 회원들의 등록을 받고 오전에는 총회 및 몇 사람의 特別
講演, 그 동안에 준비를 하여 오후에는 회원 전원이 한 分科로서 발표
회를 가지고, 저녁때는 서울대 敎授會館에서의 리셉션으로 막을 내린
다. 이때 발표를 한 분들 중 생각나는 대로 들어보면 윤갑병, 이기안,
이석구, 박한식, 노재철, 박을룡, 김동기, 유희세와 그 밖의 몇 분이었
다. - 朴世熙의 ‘대한수학회 35년’ 중에서 ( 대한수학회보 18권 2호 ) ≫

回甲을 맞이
하게 되었다. 이 해 11월 20일 수학회 임원회의에서 ‘東林崔允植博士
華甲記念事業委員會’ 를 구성하고 회갑 축하 및 기념품을 증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 비용은 수학회 理事 전원이 각 參阡圜씩 추렴
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본문 236면의 조촐한 ‘頌壽記念集’ 도 간
大韓數學會를

이끌어 오던 회장 崔允植은 1959년에

행하였다.

본의 아니게 상당기간 휴면기를 맞이하게 된다.
1960년 3월 15일 正副統領 선거가 부정선거로 밝혀지면서 4 19 혁명
이 일어났고 새로 들어선 정부는 각계각층에서 벌이는 시위로 전국이
떠들썩한 혼란에 빠졌어도 이를 수습할 힘이 없었다. 뒤이어 1961년 5
16 혁명이 발생하면서 전국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어 학술단체를 비롯
한 모든 단체는 집회와 시위의 금지는 물론 해산이 강요되었다.
이 무렵인 1960년 8월 3일 4 19 혁명 이후의 혼란이 계속되던 중
에 崔允植 회장이 갑자기 서거하였다. 東林 崔允植 博士는 1899년 11
이후 大韓數學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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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北 宣川에서 출생하여 1917년 京城高等普通學校 ( 現 京畿
高等學校 ) 를 졸업하였고 官費留學生으로 일본의 廣島高等師範에 진
학하여 1922년에 理科를 졸업한 후 다시 東京帝大 理學部 數學科를
1926년에 졸업하였다. 그 뒤 1932년 京城高等工業學校 助敎授, 1936년
同校 敎授, 1940년에는 京城鑛山專門學校 敎授로 재임하면서 延禧專門
學校와 京城帝國大學 豫科에도 出講하였다.
8 15 光復 직후 鑛山專門學校 校長이 된 崔允植은 1946년 서울大
學校 개교와 함께 文理大 數學科 敎授로 있었으며 朝鮮數物學會 창립
을 주도하여 會長이 되었고 1948년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學長을 맡
월 28일

기도 하였다. 6 25 동란이 한창이던 1952년에는 피난지 부산에서 韓國
數物學會를 大韓數學會로 갱

신발족

長

한 후 會 으로 1960년 8월 3일

他界할 때까지 大韓數學會를 이끌어 왔다. 학회창립을 주도하여 많은
권익을 옹호하고 정기총회와 연구발표회를 꾸준히 개최하였으며 학회
잡지 數學敎育 을 펴내는 등 수학회의 발전과 육성에 끼친 그의 노
력은 실로 큰 것이었다.

종합시사월간지인 思潮 9월호에서 ‘數理科學硏究所’
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강조하였고 數學敎育 제3집에 실린 ‘回想과
展望’ 이라는 글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수학에 대한 관심과 염
원이 어떠한가를 알리고 있다 [ 부록 二 ] . 無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우
리나라 수학자들의 총집합체인 大韓數學會의 존재를 국내외에 확고히
자리잡게 한 故 崔允植 會長의 요망사항인 ‘數理科學硏究所’, 그 명칭
이 어떠하였던 간에 수학전문연구소는 아직도 설립되지 못하였지만
그 필요성만은 해마다 더욱 강조되고 있어 언젠가는 大韓數學會가 이
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는 19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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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二 部 轉換期 (1961 ∼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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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韓數學會의

再整備

張起元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4 19 혁명 이후의 혼란이 수습되기도
전에 1961년 5 16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
고 모든 사회단체나 학술단체의 집회는 물론 조직 자체가 강제 해산
되었다. 이로 인해, 1959년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가을총회 이후
1960년과 1961년의 2년 동안 大韓數學會는 휴면기 상태에 들게 되었
崔允植

회장의 서거 이후 大韓數學會는 부회장이던

다.

군사정권은 학술단체에 대한 규제를 부분적으로 풀어주었
다. 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張起元은 河光喆, 禹聲九, 李禹翰등과 함께
大韓數學會의 활동을 재개하기로 논의하고 1962년 10월 9일 延世大學
校 강당에서 大韓數學會 재발족을 위한 총회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
1962년

였다.

신

1946년 朝鮮數物學會 창립과 1952년 大韓數學會 갱 발족 이후,

또

혁명
이후 모든 사회조직이나 단체가 해산명령을 받은 때문이었다. 따라서
1962년 총회에서는 이 날 참석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새로 가입신청서
를 받게 되었는데 가입회원의 수는 모두 48명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앞으로 大韓數學會를 이끌어갈 새 집행부와 이사도 선출하였다 [ 부
록 一, 1-(바) ] .
이 때 禹聲九는 총무로서 학회 살림을 맡았고 학회 사무실은 회장
이 재직하고 있는 延世大學校 안에 두기로 하였다. 이것은 당시까지도
大韓數學會가 별도의 사무실을 갖출만한 재정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
이었다. 이 날 의결된 내용 중에는 학회 총회를 매년 개최하되 서울과
지방에 있는 대학이 교대로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지방 수학계
의 활성화를 위한 뜻도 있지만 과거 慶北大學校와 空軍士官學校 등에
다시 大韓數學會 총회를 창립 형식으로 개최하게 된 것은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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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입었기 때문이었다. 이

서 수학회가 총회를 개최할 때 상당한 도 을

때문에 학회 총회와 연구발표회는 서울과 지방대학에서 교대로 개최

늘

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 오 까지 이어지고 있다.

延世大學校

총회에서도 강연과 연구발표회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기록이 없어 자
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다.

및 學術硏究發表會는 그 해 11월 23일 全
北大學校 文理科大學에서 개최되었으며 총회에서는 임원개선과 회칙
수정 등 몇가지 안건이 토의되었다. 임원개선에서 張起元 회장과 吳龍
鎭 부회장은 유임되었고 회칙수정에 따라 임원의 수와 임기가 달라지
므로 먼저 회칙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수정회칙은 전문 30조로 약간의
자구수정만으로 통과되었고 부회장 1명의 보선은 회장에게 일임하기
로 하여 회장은 尹甲炳을 부회장으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
이 날 총회에서 특기할 사항은 朴漢植 회원을 이사로 선임한 배경
이다. 朴漢植은 1962년 9월 韓國數學敎育學會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1963년부터 연간 4회 學會誌를 발간하고 연구발표회
때마다 몇 백명이 참석하는 등 수학교육학회를 결성한지 1년이 채 못
되어 학회를 활성화시킨 주역이었다. 따라서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 大韓數學會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참여
시켜야 한다는 뜻에서 총회에 잘 참석하지도 않은 朴漢植을 이사로
전격 선임한 것이다.
1963년 大韓數學會 총회

≪여하간에 1년에 4번의 學會誌와 수백명이 모이는 연구발표회를

니 겉으로 보기에는 학회가 아주 잘 굴러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주위에서 한국수학교육회는 요란하게 잘 굴러가는데 왜 大韓數
學會는 이 모양이냐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大韓數
學會에서 나를 이사로 위촉하고 大韓數學會 이사회에 나오라는 것이었
다. 사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조교수인 나에게 大韓數學會 이사를 위
촉한 것은 영광이었다. 이사회가 열린 곳은 무교동의 광교 근처에 있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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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라는 양식집이었다. 당시 회장은 연세대의 張起元선생님이 맡
고 계셨고 실무는 禹聲九교수가 하고 있었다. 이사로 참석하신 분으로
지금 생각나는 분은 이화여자대학교의 趙炳國교수, 서울大學校 문리과
대학의 尹甲炳 교수 등이었다. 이사회에 참석하고 보니 나를 이사로
위촉한 사유를 알 수 있었다. 문제는 大韓數學會를 활성화 해야겠는데,
그 방법을 나에게 묻기 위해서였다. 한국수학교육학회를 어떻게 성대
하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회운영을 솔직하
게 말씀드렸고 여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
을 드렸다. 한국수학교육회지에 광고가 있는데 광고비를 얼마나 받느
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사실 아무도 광고를 내지 않으므로 장래를 위해
서 거저 실어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드렸다. 그 뒤 어떤 기회에 서
울대학교 공과대학의 李禹翰교수가 광고를 받아 오면 광고료의 20%를
받아오는 사람에게 주면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이 실
행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끝으로 오늘날의 大韓數學會가 있기까지는
여러 선배님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다. - 朴漢植 회고 ≫
는

全北大 총회에서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또한 수학회 총회
를 개최해준 全北大 總長과 文理大學長, 敎務課長에게 感謝狀을 주기
로 하였다 [ 부록 一, 1-(사) ] .
한편 學術硏究發表會에서 논문을 발표한 수학자는 20명이었다
[ 부록 一, 6-(가) ] .
무렵 우리나라 수학계는 해외유학자들의 일부 귀국과 함께 이
들이 수준 높은 강의를 담당함으로써 현대수학의 세계적인 연구동향
과 교육방법이 소개되는 등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싹트기도 하였다.
서울大學校의 경우 工科大學에 應用數學科가 개설되어 1964년부터 신
입생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師範大學 數學科는 5 16 혁명 직후 폐과
되었다가 1962년 數學敎育科로 재출발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4 19 혁명과 5 16 혁명으로 불어닥친 사회혼란과 대학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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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헌 및 시설의 불비는 유학 후 귀국한 수학
자들의 연구활동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이로 인하여 외국유학 후 귀국
한 수학자들 중 1960년대 초반과 중반에 權景煥, 張範植, 河光喆, 徐泰
日, 宋基善등의 수학자들이 차례로 해외로 나가는 등 잇따른 두뇌의
해외유출은 모처럼 불기 시작한 새바람을 잠재웠을 뿐 아니라 수학계
의 기반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의 불안정, 전 상태였던 문

誌

2. 學會

數學

發刊

혁명 후 1962년 6월 10일에 화폐개혁이 10환대 1원의 비율로
전격적으로 단행되었고 1962년 12월 17일에는 국민투표로 개정헌법이
통과되었다. 1963년 10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고 11월에는 국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12월 17일은 박정희의 대통령 취임으로 2
년 7개월에 걸친 계엄령하의 군정이 끝을 맺어 혼란했던 사회는 서서
히 안정을 찾게 되었다.
1964년 3월 28일 ( 토 ) 大韓數學會는 全北大에서 개최된 전년도 총
회에서 의결된 몇 가지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의 주요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5 16

1) 1964년도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를 6월 6～7일 양일간 해군사

관학교에서 열기로 한다.

임

2) 大韓數學會 회지를 조속히 발간하기로 하되 그 방법은 상 이사

임

회에 일 하기로 한다.

入試 問題公聽會를 가지기로 한다.

3) 총회시에 大學

敎育 이 제 3집까
지 발간된 바 있었으나 1958년 제3집 발간 이후 오랫동안 중단된 상
태였고 그 후 韓國數學敎育學會가 결성되었음에 비추어 數學敎育
이중 회지는 大韓數學會 機

關誌격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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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學

잡 계속 발간할 명분도 없었다. 따라서 새로
발간하는 학회지의 題號는 數學 으로 하되 數學敎育 의 뒤를 있
는 속간이 아니라 창간호 발행으로 결정지었다.
당시만 하여도 大韓數學會는 사무실은커녕 사무원 한 명 둘만한
형편이 아니었고 재정상태나 활동범위도 총회와 연구발표회가 고작이
었다. 더군다나 총회나 연구발표회 역시 학회 재정이 취약하여 각 대
학의 협조 없이는 자체적으로 개최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學會誌 창
간은 필요성만은 간절했지만 비용은 집행부 격인 회장단과 상임이사
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해 5월에는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에서 수학연구발표회를 열었
다. 발표자는 교수와 학생으로 구분되었고 발표내용은 대수, 해석, 위
상, 통계 등 여러 분야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라는

題名의

학회 지를

교 수

철
Daniell integral
2) 최지훈(문리대) : Mixed distribution and compound distribution
3) 송기선(서강대) : 極限槪念에 關하여
4) 김제필(문리대) : Some locally null decomposition of E 7
5) 서태일(서강대) : On the 8 square problem
1) 하광 (문리대) :

학 생

一般型 Jacobi 定理의 別證과 誘導된 式
2) 임양수(서울대 문리대 3년) : 自然數의 pair 에서 定義된 整域
3) 이연우(서울대 문리대 4년) : Halmos 著 Measure Theory,
문제 N(p)=S(p) 外 1
4) 최재룡(동아대) : Introduction to rank correlation methods
of Kendal
5) 이현구(서울대 문리대 4년) : Jacobson 著 Lectures in
Abstract Algebra, 문제 “Hua" 外 1.
1) 문병수(서울대 문리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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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창간된 大韓數學會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誌

數學

제1권은 1964년 4월에 발간

될

海軍士官學校 총회 날짜에 맞
추어 발행 배포되었다. 數學 제1권은 본문 36면으로서 張起元 회장
이 창간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大學院講座 정도의 강의의 연제와 우
수한 碩士學位論文, 學會時에 발표된 論文의 要旨, 각대학 數學科의
動靜, 회원상호간의 정보교환 등을 싣게 되었는데 실제로 제1권에는
李禹翰의 ‘環에 관한 논문’, 申弘澈의 ‘위상군에 관한 논문’ 외에 6편의
해설과 2편의 書評이 실려 있고 會報란에는 1963년도 全北大學校 총
회와 이사회 소식, 회원 명단과 會員動態 등이 실려 있다.
특히 창간호 속에는 1962년 ∼ 1964년 大韓數學會 회원수와 회비
납부상황이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어 당시 數學會의 재정적 형편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케 한다.
그 해 6월 6일

납

연도

회원수

회비 부인원수

1962

51

42

1963

80

1964

80

44

※ 당시 정회원 1인당 년회비는 200원이었음.

외에도 1962년 延世大 총회와 1963년도 全北大 총회시 주요 토
의 내용과 임원 명단, 회원명단, 개정회칙이 수록되어 있어 1950년대
회칙과의 차이점이 비교되고 있다.
1964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연구발표회는 海軍士官學校의 도움으로
그 해 6월 6일, 경남 진해시에 있는 海軍士官學校에서 개최되었다.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요
는 이사회에 일임한다.

달

1) 회지 발간에 필 한 자금조 방법으로 교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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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하되 실무

2) 학생 회원제를 채택한다. 학생 회원은 학부 학생으로서 회비는
정회원의 회비의

반액이며 선거권, 피선거권은

른

없으되 다

것

은 정회원과 동등하다.

3)

海軍士官學校長에게 감사장을 드리기로 한다.

항 외에 학술연구발표자의 명단
과 논문제목은 기록에 없어 밝히지 못함이 아쉽다.
그 해 6월 22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빈약한 학회 재정문제 해
결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었다. 그 중 海軍士官學校 총회에서
결의된 수학교과서 발행 문제는 집필하는 데에 오랜 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선 韓國數學敎育會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大學入學模擬
試驗問題集을 발간하여 그 수익금을 半分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일은
韓國數學敎育會도 전적으로 동의함으로써 그 해 9월 模擬試驗問題集
을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판매 부수는 7,000部, 총수익금은 105,000원
이었다. 이 수익금은 大韓數學會와 韓國數學敎育會가 양분하여 각각
52,500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 금액은 연간 수학회 전체 회원
들이 납부한 회비 수입금보다 많아서 학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총회에서의 이러한 결의사

1965년 10월 30일에는 數學 제2권이 발간되었다. 數學 제2권은

면

論文과 함께 1964년 5월의 서울大 文理大 심포지움
소식과 慶北數學誌 창간호부터의 제목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1964
년 신규회원으로 등록한 100여명의 신입회원 명단 [ 부록 一, 3-(다) ]
이 등재되어 있는데 신입회원 중에는 1950년대부터 大韓數學會 회원
으로 활동해 왔던 낯익은 회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1962년과 1963년
32 으로 5편의

총회시 등록하지 않아 뒤늦게 재등록한 회원들이었다.
1965년도 정기총회

및 學術硏究發表會는 그 해 11월 20일(토) 서울

校 師範大學에서 개최되었다.
총회의 주요 토의 안건은 2가지였다.

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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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으로 떠나면서 감사 직을 사임함에 따라
朴敬贊회원을 後任 監事로 선출함.
1964년 12월 25일 別世한 故 金昌鎬 理事의 後任으로 崔至薰
회원을 理事로 선출함.

1) 河光喆 회원이
2)

린 이사회에서는 총무 일을 맡고 있던 禹聲九 상임
이사가 병환으로 더 이상 학회 총무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朴乙龍 理事를 총무 담당 상임이사로 선출하였다. 또한 大韓數學會 사
무실도 延世大學校에서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으로 옮기게 되었다.
1966년 3월 25일 이사회에서는 그 해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를
朝鮮大學校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朝鮮大學校 총장에게 총회 개최
를 승낙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韓國數
學敎育學會와 공동으로 大學入學試驗數學問題集을 발행하여 총 수익
금 60,000원 중 30,000원을 배당 받음으로써 빈약한 학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1966년 7월 9일에는 발기위원회를 구성 중이던 韓國科學技術
團體總聯合會에 정회원 자격으로 참가함으로써 9월 24일 개최된 창립
총회에서 大韓數學會 張起元 회장이 理學부문 4명의 이사중 한 명으
로 선출되었다. 참고로 당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에 가입한 회원
단체 현황을 싣는다.
총회에 이어 열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에 加入한 團體 現況
연도

부문

이 학
공 학
농수산
보 건

종 합
계

1967
13
12
11
26
21
83

1968
15
12
13
37
28
105

1969
15
12
12
35
26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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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6
12
12
39
32
112

1971
16
12
12
41
32
114

한편,

禹翰이

제1권, 제2권은 주로 李

數學

편집을

맡아

오다가

渡美준비로 바쁘게 되어 張起元 회장은 數學 편집을 서울大 文理大
數學科에서 맡아주도록 요청하였다. 따라서 제3권부터는 서울大 文理
大 數學科에서 주로 편집을 맡게 되었다. 數學 제3권은 1966년 10월
22일 발행되어 10월 24일 朝鮮大學校 총회에서 배부되었다. 본문 38면
으로 된 數學 제3권에는 5편의 논문과 3편의 해설이 실려 있고 신
간소개와 학회소식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및 학술연구발표회는 그 해 10월 24일 전남 광
주시에 있는 朝鮮大學校에서 개최되었다. 총회의 주요 토의 안건은 다
음과 같다.
1966년도 정기총회

1)

全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가입을 가결함.

2) 연회비를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가결함.

외에도 부분적인 임원개선이 있었는데 初代 韓國科學技術硏究
所理事長이 된 金昞熙 이사의 사퇴와 작고한 曺夔煥 이사의 후임으로
金應泰, 申鉉千이 신임이사로 선출되었고 그 외의 임원은 전원 유임되
이

었다.
朝鮮大學에서

일기로

린 總會가 끝난지 얼마 안되어 11월 5일 향년 64세를

열

張起元 회장이 갑자기 서거하였다.

임 崔允植 회장 시기에는 부회장으로, 崔允植 회장 이후에는 大
韓數學會 회장으로 수학회를 이끌어 온 張起元 회장의 급서는 수학회
는 물론 우리나라 수학계의 큰 손실이었다.
故 張起元 박사는 우리나라의 개화여명기인 1903년 평안북도 용천
군 양하면에서 출생하여 1925년 延禧專門學校 數物科를 마치고 1929
년 일본 東北帝大 數學科를 졸업하였다. 26세의 젊은 나이로 교육계에
투신한 그는 1939년부터 延禧專門學校 敎授, 延世大學校副總長, 大韓
數學會長, 學術院 會員 등 다양한 교육과 연구활동으로 평생을 보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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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起元은 과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심과 조
예를 가졌고 특히 우리나라 數學史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논문
다. 수학자로서의
을 발표하였다.

≪1952년에는 각 대학이 부산 또는 대구, 마산 등지에 임시 교사를

업 작
항 쪽 언덕에
판자로 임시교사를 지어서 약 2년간의 학교가 운영되었다. 학년별로
운영할 만큼의 인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2,3학년 합반이었
다. 그렇다해도 어떤 과목은 2, 3명 많아야 7, 8명 정도였다. 그곳에서
기억에 남는 강의로는 장기원 교수님의 복소수함수론이다. 교재로는
두툼한 Tichmarsh의 외서로 타원함수론이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두 학기를 한시간의 휴강도 없이 강의하여서 겨우 끝낼 수 있었다. 원
래 장기원 교수님은 말수가 적었으며 강의에 불필요한 이야기는 한 마
디도 없었다. 우리는 천막에서 수강하였기 때문에 낮에는 무척 더웠으
며 칠판도 적은 편이었으나 장교수님은 길고, 복잡한 계산을 용케도
잘 하신 것으로 기억된다. - 林楨垈 ‘수학수업 회상’ 중에서 ≫
지어서 수 이 시 되었다. 연희대학교는 부산 영도의

張起元 회장의 급서로 그 해 11월 23일 임시 이사회가 열려 다음
과 같은 내용이 의결되었다.

석
계승을 위해 朴敬贊
부회장을 회장직무대리로 선출함.
2) 차기 총회는 陸軍士官學校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陸軍士官學
校에 교섭하기로 함.
3) 회칙개정을 위한 연구위원으로 朴乙龍 상임이사를 위촉하여 총회
직전 이사회에 보고케 함.
4) 조선대학교 총회에서 가결된 회비 300원 인상은 1967년 3월부터
실시키로 함.
1)

張起元

회장의 서거로 공 이 된 회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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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로 선정된 陸軍士官學校와의 교섭은 순조
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1967년 6월 12일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 다음 사항을 논의 결정하였다.
그러나 총회 개최

차기 총회는 10월 23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 회칙개정은 검토 후 총회에 건의한다.
1)

1967년도 정기총회
大學

校

工科大學에서

항

및 학술연구발표회는 예정대로 10월 23일 서울
개최되었다. 그러나 회의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알 수 없다.
같은 날 배포된 數學 제4권은 본문 36면으로 6편의 논문과 1편
의 해설 및 서평과 전년도 정기총회 및 이사회 소식이 실려 있다.
않아서 토의사 이나 학술연구발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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誌

報 發刊

3. 會 와 會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요

계획이

면

추진되 서 정부는

점차

과학기술

의 중 성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6년에는

技術硏究所를 설립하였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
된 1967년 1월 16일에는 科學技術法을 제정하였으며 동년 4월 21일에
는 정부 부처로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科學技術處를 발족하였다.
科學技術處는 영세한 형편에 있던 각 학회의 학술활동 지원을 위
해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확보하고 학회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심
사한 후 적정규모의 수준에 맞추어 학술활동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
다. 액수는 많지 않았으나 科學技術處의 보조금은 재정적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던 학술단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大韓數學會 역시 科學技術處로부터 학회 보조금 지급에 관한 통지
를 받았으나 수학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학회지 간행비용 250,000원,
총회 집행비 보조금 50,000원을 합해 총 300,000원이었다. 科學技術處
는 보조금 교부를 위해 大韓數學會에 연간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
였다. 朴敬贊 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긴급히 이사회를 소
집하였다 [ 부록 一, 5-(마) ] .
또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科學技術處에 제출한 事業計劃書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韓國科學

事業計劃書

事業計劃槪要
1) 事業目的
本 大韓數學會 會員 硏究論文을 主로 하여 其他 學術的 情報, 解說
等을 收錄 刊行 ( 誌名 : 大韓數學會誌 數學 ) 하고 또 最近까지 國內
外에서의 會員의 硏究 結果의 發表會를 開催하여 硏究 雰圍氣를 造成
하고 隋時로 學術會議를 열어서 會員뿐만 아니라 隣接科學의 他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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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에게도 數學界의

期함.

動向과 主題點을 提示함으로써 學界 水準의 向上을

事業內容

2)

誌

가. 大韓數學會

數學

V

( ol. 5,

No. 1 )의 刊行

行豫定日時 : 1968年 10月 23日
나. 硏究發表會 開催
豫定時日 : 1968年 10月 25日, 26日 ( 兩日間 )
自體經費로 하는 事項으로는
다. 學術討論會 開催
豫定時日 : 1968年 7月 中旬頃
3) 事業遂行計劃
刊

7月

8月

9月

10月

11月

原稿揭載
發
論 文 編輯 組版
申請接受
製題
Screening 開始
資料募集
完了 送
油印
案內
發表者
硏究發表會 公告(場所, 時日)
物
書
申請 作成
發送
油印物 案內書
學術討論會
作成
發送
誌刊行

會

事業效果
現在 國內에서 定期的으로 刊行되는 數學關係의 學術雜誌로서는
가장 權威있는 本學會誌 數學 과 慶北大學校 數學誌가 있으나 期間
經費不足으로 本學會誌는 많은 論文을 揭載할 수 없었던 바 이번 補助
金에 依하여 더욱 많은 編數의 論文을 揭載할 수 있을뿐더러 刊行回數
도 더 增加할 수 있는 可能性이 생겨 數學界의 活動에 多大한 效果를
거둘 수 있음.
4)

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會誌발간 사무를 위임받은 朴乙龍, 李
禹翰은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문제를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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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게

위

논의하였다.

誌
희망해

편집 원회에서 학회의 학술지를 會 와

랫

로 한 것은 大韓數學會가 오 동안

報로

會

분리 발간 하기

온 일이었다. 大韓數學會

敎育 이 제3집 ( 1954 ∼
1958 ) 까지 간행되었고 뒤이어 數學 이라는 題號로 창간된 회지가
제4권 (1964 ∼ 1967 ) 까지 간행되었다. 그러나 數學 에는 수학연구논
문과 기타 서평, 학회소식 등도 포함되었다.
편집위원회는 이 會誌 數學 을 발전시켜 會誌와 會報로 분리하
여 간행하되 會誌의 영문 명칭은
Jou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로 하고 會報는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로 하며 각각 연 2회, 총 400면 규모로 간행하
기로 하였다. 또한 회지와 회보의 권 번호는 數學 제4권의 뒤를 이
어 Vol. 5 No. 1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편집위원회는 그 뒤에도 몇
번의 모임을 갖고 편집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수학전문학술지의
체제를 참고 하기로 하고 활자와 용지 등은 最良의 것을 쓰기로 하였
창립 이후 발간된 학회지로는 최초로

다.

數學

技術處로부터 우선 100,000원의 회지발간 보조금이
교부되었다. 釜山大學校 總會에 맞추어 발간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했던
만큼 朴乙龍, 李禹翰, 朴世熙 등 서울大 교수로 재직 중이던 편집위원
들이 주축이 되어 논문집을 편집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이렇게 하
여 총회 전날 밤 ( 10월 24일 ) 마지막 교정이 끝났고 밤새워 인쇄, 제
책을 하는 등 會誌는 총회에 맞추어 발간되었다. 짧은 기간 안에 조급
하게 만들어진 회지 제5권은 총42면의 아트지에 崔至薰, 朴世熙, 李禹
翰, 韓華錫, 金濟珌, 尹在漢, 尹玉鏡, 鄭在明, 金鐘鎬의 논문이 실린 大
韓數學會 최초의 수학 논문만 실은 會誌로 탄생하였다. 會誌는 1969년
부터 년 2회씩 발간되었으며 발행 면 수와 게재 논문수도 점차 많아
져 학술 전문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해 9월 科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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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학술토론회 준비를 受任 받은 朴乙龍,
申鉉千, 禹聲九는 10월 총회를 위해 준비위원들을 소집, 2차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 부록 一, 5-(바) ] .
1968년도 정기총회는 10월 25～26일 양일간 釜山大學校에서 개최
되었다. 釜山大學校 총회는 과거와는 달리 연구발표회와 분과별 학술
토론회로 이원화시켜 진행됨으로써 大韓數學會 총회가 개최된 이래
보다 학문적 성격이 짙은 총회가 되었다. 이것은 급격한 회원의 증가
와 학술연구발표에 대한 신청회원이 갈수록 많아진 데에도 기인하지
만 大韓數學會가 학술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학문적 논의의
폭을 넓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총회 첫날인 10월 25일에는 연구
발표와 분과별 학술토론이 있었다 [ 부록 一, 6-(나) ].
정기총회는 다음날인 10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朴敬贊 會長
은 인사말에서 1968년도 연구발표회의 성과에 대한 치사와 함께 학술
토론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한 배경을 설명하고 차기 총회부터는 분
과위원회의 학술토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제 1
분과 : 代數學, 제 2 분과 : 幾何學, 제 3 분과 : 解析學, 제 4 분과 :
數學敎育 등으로 나누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 大韓數學會 행사를 개최하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해 준 釜山大學
校 측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뒤이어 상임이사 朴乙龍 회원의 경과 보고와 회계보고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사회의 결의에

처 各

1) 경과보고

급계획에 의거하여 大韓數
學會는 1968년도 보조금으로 一金 參拾萬원을 지급받기로 되었
다. 이 기금으로는 會誌와 會報를 각 500부씩 발간하기로 한다.
(나) 임시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래의 기관지 數學 을 발전적으로
이분화 하여 하나는 논문 위주의 大韓數學會誌 ( 英名 : Journal
(가) 과학기술 의

會에

대한 보조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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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론 위

o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로 하고 발표회, 토 회
주의

報

大韓數學會

名 : Bulletin of

( 英

the Korean Mathe-

각각 제5권의 卷番號
로 시작 하여 발간하기로 하였으며 이번에 會誌 제5권이 발간되
었음.
(다) 학술토론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되 4개의
분과로 나누고 토론시간을 조절하여 토론회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matical Society ) 를 數學 제4권에 이어

한다.

계

2) 회 보고

총

입 : 45,351원

지

개 최 비 : 32,700원

상

수

총 회

체회비 :
회원 카드 작 성비 :
잔
금 :
기술 단

임

출`: 44,930원
이 사 회 비 : 2,130원

작 一
교통, 통신비, 잡비 :

4,500원

회지 제 비( 部) : 4,000원

600원

1,000원

421원
(보조금에 대한 보고는 1969년에 함)

계 보고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나타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1968년도 1년 동안의 총수입 45,351원은 거의 회비 수입이었을 뿐 외
부의 지원이나 기타 수입은 없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 大韓數學
會의 재정이 얼마나 취약한 형편에 있었으며 회장, 부회장 등 학회를
유지하고 이끌어 온 분들의 고충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하고도 남음
회

이 있다.
이

날 총회에서의 주요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환 중인 禹聲九 常任理事를 위문하고 화분을 선물한다.
2) 常任理事의 사무분담을 위하여 회칙 중 ‘상임이사 약간명’을 ‘총무이
사, 재무이사, 편집이사’로 개정한다.
3) 편집사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회칙에 “편집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1)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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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이 편집위원을 위촉하며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장이 된다” 를 넣는다.
4) 학술발표회나 학술토론회는 분과별로 하되 특별강연은 한 자리에서
會

한다.

釜山大學校 總長에게 大韓數學會 會長 명의로 감사장을 드린다.
6) 會費를 500원으로 인상한다.
7) 會誌, 會報는 각각 500部를 발행하고 국내 도서관, 외국 도서관에 1
部씩 배부한다.
5)

釜山水産大學에서는 釜山을 찾아온 전국의 수학회 회원들을 초청
하여 회원 모두가 水産大學實習船에 승선하여 巡航하면서 船上 歡迎
會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로써 釜山大學校 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하여 다양하고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그 해 12월 27일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에서 임시 이사회가 열렸
다. 참석자는 朴敬贊 會長을 비롯하여 朴乙龍, 金致榮, 李禹翰, 趙炳國,
申鉉千, 張在一, 嚴章鎰, 李廷紀, 李星憲이었다. 임시 이사회의 주요 논
의사항은 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상임이사직을 직무별로 구분하여 직책
을 맡기는 일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總務理事 : 朴乙龍, 趙炳國
財務理事 : 申鉉千, 劉熙世

輯理事 : 李禹翰

編

선임되었다. 또한 그 해 12월 30일에는 개정회칙에 명시한대로 編
輯理事 李禹翰이 추천한 金正洙, 金致榮, 盧載喆, 朴乙龍, 朴世熙, 嚴章
鎰, 劉熙世, 任昌求를 편집위원에 위촉함으로써 李禹翰을 위원장으로
한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 해 12월 31일 大韓數學會報 제5권이
간행되었다. 會誌가 歐文(英文)만으로 발간된 데 비하여 會報는 國文
과 英文 共用으로 발간되었다. 會報 제 5권은 본문 100면에 11편의 논
문이 실렸으며 1968년도 大韓數學會 총회시의 연구발표 논문 제목과
논문 요지, 학술토론 내용과 요지가 실렸고 신간서적 소개와 학회 활
동 내역이 간결히 소개되는 등 과거의 數學敎育 이나 數學 의 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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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결 충실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會報는 이후 매년 12
월 31일에 발행되었으며 점차 발행 면수와 게재 논문 편수가 증가되
었다. 또한 學會내의 총회나 이사회 등 각종 회의의 내용이 세세히 기
록되면서 학술단체 會誌로서 손색없는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용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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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學會
1969년 3월 들어
활발한

새

活性化 準備
작 면

움직임을 보였다.

3월 13일 하오 2시 30분, 大韓數學會 제 1

석

느

학기가 시 되 서 大韓數學會는 어

음

때보다

차 임시 이사회가 열렸으

며 참 자는 다 과 같았다.

長 : 朴敬贊
理事 : 李廷紀, 劉熙世, 朴漢植, 張在一, 李禹翰
申鉉千, 趙炳國, 姜鍾植, 朴鼎基
會

제1

차 임시이사회에서 논의된

느

내용은 과거 어

체적이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았다.
技術處의 보조금 신청건 보고

1) 科學

론

2) 1969년도 총회, 학술발표회, 학술토 회 개최를

양

때보다 다 하고 구

위하여 陸軍 士官學

校와 高麗大學校, 檀國大學校에 차례로 문의하되 총회 개최에 있어
서 學會의 補助없이 할 수 있는 곳을 우선 택한다.
3) 1969년 4월 21일 ‘科學의 날’의 수상후보자로 朴敬贊 會長을 추천키
로 한다.

誌 출판비 보충을 위하여 1969년부터는 논문 게재료로서 조판비
를 징수키로 한다. 단, 數學會에서 위촉하는 논문은 게재료를 징수

4) 會

하지 않는다.

송

송또
위하여

5) 공문 접수부와 발 부를 갖추고 학회에서 발행한 제 증명, 발

본
키
사무원의 인건비로 매월 2천원정을 지출하기로 한다.
6) 회칙에 대한 施行細則과 內規 등을 정하여 회장, 부회장 각 상임위
원의 분담사항, 전결사항을 명시해 두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
이사회 개최 시까지 총무이사가 연구하고 그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
키로 한다.
는 수령한 공문과 그 사 의 기록을 보존 로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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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7) 회원에 대한 일련번 는 기재된

순서대로 하기로 결정한다.

임시 이사회의 의결내용 중에서 “大韓數學會 가 발행한 제 증명이
나 수신 또는 발송된 문서의 보관, 각종 기록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무원 1명을 두기로 한 것” 은 大韓數學會 창립 이후 최초의 일이었
다. 돌이켜 보면 1946년 朝鮮數物學會 창립 이후와 1952년 大韓數學會
로 갱신발족 된 이후 학회는 거의 기록을 남기지 못 하였다. 물론 과
거의 많은 혼란 속에서 수학회가 재정적으로 아주 어렵게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때에 기록을 남기는 일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뒤늦게라도
기록 보존의 중요성에 관심을 둔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한편, 科學技術處의 발족과 함께 각 학술단체는 해마다 사업계획서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
가 시행되었다. 大韓數學會에서도 會誌와 會報 발간, 총회 및 연구발
표회와 학술토론회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科學技術處로부
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68년도에 會誌와 會報 발간에
대한 보조금 30만원은 1969년도에 1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會誌와 會
報 제작 보조금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이 응용
분야에 치우쳤을 뿐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때문이었다고 본
다.

느 때보다 많은 회의를 가졌다. 이사
회 3회, 상임 이사회 3회, 연구발표 및 학술토론을 위한 준비위원회 2
회, 분과별 소위원회 1회, 편집위원회 1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때로
는 회의 소집에 참석 인원이 적어 성원 미달로 안건처리를 못한 경우
도 있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임원회와 분야별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의견은 학회 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
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부록 一, 5-(바) ] .
1969년도 大韓數學會 총회는 계획대로 10월 24일～25일, 양일간 檀
國大學校에서 개최되었다. 총회 첫날인 24일 오전, 제 1회의장 (이공학
1969년 大韓數學會는 과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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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제 6강당 ) 에서는 代數學 및 解析學, 제 2회의장 ( 이공학관 3
층 제 5강당 ) 에서는 位相數學 및 幾何學에 관한 연구발표회가 열렸
다 [ 부록 一, 6-(다) ] . 총회 이틀째인 25일 오전에는 成寄秀 (과학기술
연구소 ) 의 사회과학의 수리적 처리, 金榮澤 ( 陸軍士官學校 ) 의 computer
design 의 수리문제, 盧載喆 ( 西江大 ) 의 함수해석학 국제회의보고 에
대한 특별 강연회가 열렸고, 오후에는 각 소위원회별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 부록 一, 6-(다) ] .
檀國大學校에서 개최된 총회는 참석회원이 127명이나 되었고 특별
강연 3명, 연구발표 20명, 학술토론 주제발표 10명 등 이틀동안 큰 성
황을 이룬 성공적인 총회로 기록되고 있다. 10월 25일에 개최된 총회
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이 논의되었다 [ 부록 一, 5-(바) ] .
관 3

임원 증원의 건
회원 및 지방회원의 증가에 따라 임원을 증원키로 하고 관례에 따
라 의장(會長)이 銓衡委員을 지명하기로 결정하고 銓衡委員會에서 증
원된 이사 및 감사를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
2) 常任 理事會 제의 안건
◦ 회비 인상안
◦ 찬조회원제 실시 안
◦ 임원은 특별회비를 납입하는 안
◦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받는 안
1)

임

상

임

모든 안건을 이사회에
직후에 바로 열렸다. 그러나

이사회의 제안에 대하여 총회에서는

일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사회는 총회

미달로 총회에서 수임한 안건을 결정할 수 없었다. 이에 이사회
에서는 수임안건에 대해서 서면을 통하여 전체 이사의 의사를 집계하
여 처리하도록 총무이사에게 위임하였다. 총무이사는 총회가 끝난 다
음날인 10월 26일 자로 서면결의를 위한 다음과 같은 공문을 작성하
고 회신용 엽서를 동봉하여 전 이사들에게 발송하였다.
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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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서 결의 공문

수
제

신 이사, 감사 전원
목 이사회 개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으로써 다음의 각 사항의 찬반결의를 요청
합니다. 동봉 우편엽서의 해당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A : 찬조회원제의 실시
가
부
찬조회원의 자격은 다 과 같다.
가. 정회원이 소속하고 있는 연구, 교육기관
나. 2인 이상의 정회원이 소속하고 있는 연구 교육단
다. 기 ,
학회의 적에 찬동하는 개인 는 단
:
A 에 찬성하 분은 다 안건을 심의하여 주십시오.
안건 : 찬조회원은 년 소정 기일 내에 회비를 부하여
한다.
회비금 : a. 5,000원 이상
b. 10,000원 이상
c.
원 이상
: 정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부하여 한다.
회비금 : a. 1,000원
b. 1,500원
c. 500원(현재와 같 )
: 회 원은 분의 찬조금을
학회에 기여한다.
가
부

O

타본
B 위 항

O

음

목
신
매

또

음

체
체
납

야

액

C

납

액

D 본 임

응
O

임

야

본
O

임

음

알 림

담
본
입
유
면
카 드 송 습니 카 드
끝
즉 본
송

알려

학교의 전 , 비전 교수(수학 당) 명단을
주십시오. 아
울러
학회 정회원 회를 적극 권 하시고, 그 인원수를
주시
회원 아 를 발 하겠
다. 아 회비
등의 회 수속
이 나는 대로 시
학회 간행물을 발 하겠
다.
귀

대한수학회 회장

A : 가
: a

C

O

⋯O

부
b

O

⋯O

회
c

⋯O

박

신
B : a ⋯O
D: 가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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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입

납입
습니

경

끝

찬

b
부

⋯O
O

c

⋯O

신

체 39명 중 26명이

그 해 12월 4일 까지 회 을 보내온 이사는 전

음

었고 그 결과는 다 과 같다.
A안 :

可

- 23표,

否 - 3표

B안 : a - 16표, b - 3표,
C안 : a - 18표, b - 1표,
D안 : 可 - 12표, 否 - 13표

c - 3표,

무효 - 1표

c - 5표

따라서 ‘임원의 특별회비’ 안건은 부결되었고 다음 세 안건은 가결 되
었다.

◦ 찬조회원제를 실시한다.
◦ 찬조회원은 매년 소정기일 내에 5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 정회원의 회비는 연간 1천원으로 한다.
한편 大韓數學會 집행부는 총회,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강연회
등에 보다 많은 회원을 참여시키는 등 학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하고,
학회소식을 전 회원에게 속히 알리기 위하여 광고 선전 형식의 ‘학회
소식 제 1 보’ 라는 유인물을 처음으로 만들어 수학회 전체 회원들에
게 발송하였다. 이는 아마도, 科學技術處로부터 학회 보조금이 매년
지급되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 회지와 회보의 발간이 안정되면서, 학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수학회 전 회원에게 학회소식을 알리고
수학회에 보다 많은 회원을 참여시키려는 집행부의 의도로 해석된다.
참고로 당시 발행된 ‘학회소식 제 1 보’ 를 전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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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회 소 식

제 1 보
1970년 7월

승 앙축합니다.
금년도 제1차 이사회, 학술토론회 준비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 을

론 및 강연회는 충남대에서 개최!!

* 70년도 정기총회, 연구발표회, 학술토 회
1. 일 시 : 1970년 10월 23일, 24일
2. 장 소 :

양일간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 대전시 )
론 및 강연회의 진행은 “김정수 코미티”에서 주관!!

* 연구발표회, 학술토 회

위원장으로 다음의 각 분야별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회원 여러분은 연구발표, 토론회 참가, 강연신청 등 활동을 각 소위원회의 책
임자를 통하여 신청하시되, 충분히 사정의 여유시간을 갖추시도록 부탁합니
김정수 회원을

다.

위

총 원장 : 김정수(서울대)

위 ( 해석학, 대수학 ) - 위원장 : 권택연(고려대)
위원 : 엄장일(부산대), 이우한(서울대), 김응태(서울대),
노재철(서강대), 김성일(중앙대)
제2소위 (기하학, 위상수학) - 위원장 : 엄상섭(성균관대)
위원 : 김치영(연세대), 윤갑병(경희대), 박을룡(서울대)
제3소위 (통계학, 응용수학) - 위원장 : 신현천(서울대)
위원 : 최춘호(한양대), 박한식(서울대), 김정수(서울대),
유희세(고려대)
제4소위 (수학교육) - 위원장 : 박을룡(서울대)
위원 : 김정수(서울대), 임창구(인하공대), 김치영(연세대),
이우한(서울대), 김응태(서울대), 박한식(서울대),
제1소

이정실(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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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망!
회지(Journal of K.M.S.)에 논문을 투고하실 분은
1. 회지 표지 이면에 기재된 사항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2. 국문 초록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편집 원회에서

* 70년도 총회

및 각종 행사 일정표 확정!!

'

제1일 ( 70, 10, 23 (금))
9:00-10:00 10:00-12:30 12:30-13:30 13:30-14:30 14:30-15:00 15:00 發表會
接 受 講演
交歡會 A , A會,(A)A
1

2

3

晝
食

表會

發

休
息

總會

'

제2일 ( 70, 10, 24(토))
9:00-10:00

10:00-12:30

講演會(B)

學

分科別
術討論會

순

12:30-13:30

13:30 -

晝食

Picnic

송 예정입니다.

후 기 : 9월 하 경에 제2보를 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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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學會의 新

면

体制 出帆

입

신입 회원수도 많아졌고 학회의
살림규모도 확대되었다. 집행부는 학회의 학술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해 7월, 8월, 9월의 3차에 걸쳐서
개최된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 委員長 金正洙 ) 는 연구발표회, 학술토
론회 및 강연회 개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한 끝에 연구발표회
도 학술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각 분야별로 진행하기로 확정하였다.
한편 會誌는 1968년에 제5권 1호를 발간하고 1969년 4월에는 제6
권 1호, 11월에는 제6권 2호를 발간하였으며 1970년 4월과 11월에는
제7권 1호와 2호를 발간하는 등 연2회 발간하였다. 會報 역시 1968년
1970년이 되 서 학회에 가 하는

12월, 1969년 12월에 발간되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駐韓獨逸文化院 (Goethe - Institute,
Seoul) 으로부터 독일의 수학자 Bode Volkman 博士의 來韓 ⋅講演會
主催를 제안 받았다는 점이다. 학회 이사회에서는 이 제의를 수용하여
1971년도 봄에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970년도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는 10월 23일, 24일 양일간 忠南
大學校 ( 主管 辛龍泰 ) 에서 개최되었다. 23일 오전부터 시작한 분과별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학술토론회는 전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순조
롭게 진행되었다 [ 부록 一, 6-(라) ] . 忠南大學校에서 개최된 정기총회
는 10월 23일 오후에 文理科大學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회원의 수는
104명이었고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았다.
1970년의

임원개선
가. 전임 朴敬贊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임회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 참석회원 104명 중 68표를 얻은 金正洙 (서울大 ) 회원이 당
선되었다.
나. 부회장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임 회장이 전형위원을 위촉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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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선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金正洙 회장은
전임 회장단인 朴敬贊(前회장), 吳龍鎭(前부회장)을 비롯하여
嚴章鎰(부산대), 安在求(경북대), 姜鐘植(조선대), 田大植(전북대),
辛龍泰(충남대), 朴世熙(서울대) 회원을 전형위원으로 위촉하고 전
형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朴乙龍(서울대), 孫文求(경북대) 회원을
부회장으로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
다. 이사 선출 역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임 회장단과 전형위원회에
서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기로 하였다.
라. 감사의 선츨은 총회의 결의로 회장에게 일임하였다.
2) 총회에서는 그 동안 학회를 이끌어 온 전임 회장단의 노고에 대하
여 감사의 뜻을 표명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선임 집행부에 일임
전형 원회에서

하였다.

저녁에는 忠南의 有志들이 보조하여 준비
된 忠南大 총장의 歡迎會가 있었고 이어 24일에는 大田大 ( 現 韓南大 )
학장이 중식을 제공하여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을 격려해 주었다.
신임 이사들이 처음 이사회를 가진 것은 1970년 11월 14일(토) 서
울大 文理大 數學科 345강의실에서였다. 참석인원은 이사 38명 중 21
명이었고 위임자는 7명이었다.
제1차 이사회의 주요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편 총회 기간 중 23일

임

무

1) 상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총 이사 朴世熙 (서울大 文理大),

宅淵 (高麗大), 재무이사 申鉉千 (서울大

편집이사 權

工大)

3명을

선출하였다.
2) 차기 총회인 1971년도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강연회
를 高麗大學校 理工大學 數學科에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개최일자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으로 내정하였다.
3) 전임 회장단 및 유공자에 대하여 적절히 표창하기로 하고 이를 상
임이사회에 위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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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회장단과 상임이사진은 총회 직후부터 다음해의 사업을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상임이사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한편

과 같았다.

위임에 따라 그 해 11월1일, 崔至薰(서울대), 閔士基
(朝鮮大)회원을 감사로 위촉하였다.
2) 편집위원회 구성 : 회장은 편집이사의 제청에 따라 1970 ∼ 71년도
학회지 및 학회보 편집위원을 11월28일자로 위촉하였다.
3) 발표준비위원회 :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자문을 얻어 1971년도 준비
위원을 11월28일자로 위촉하였다.
4) 유공자 표창 : 상임이사회는 그 동안 大韓數學會 활동에 기여한 유
공자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단, 작고한
1) 회장은 총회의

분들은 그 가족들에게 증정하였다.

작고), 張起元(작고), 朴敬贊, 吳龍鎭, 尹甲炳, 禹聲九,
李禹翰, 李俊
5) 뉴스 레터 발간 : 12월 10일자로 忠南大에서 개최되었던 총회 이후
의 學會活動을 기록한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전 회원에게 발송하였
崔允植(

다.
6) 찬조회비 접수 : 1969년도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970년도분

납입자는 다음과 같다.
延世大(1구좌), 陸士(2구좌), 檀國大(1구좌), 公州師大(1구좌),
忠南大(1구좌), 梨花女大(1구좌), 朝鮮大(1구좌), 高麗大(1구좌),
大田大(1구좌), 慶北師大(1구좌), 서울敎大(1구좌), 仁荷工大(1구좌),
全南大(1구좌), 서울文理大(1구좌), 서울工大(1구좌),
成均館大(1구좌), 西江大(1구좌)
科技處 年末報告 : 1970년 1월 10일자로 科學技術處에 학회활동
상황 年末報告書를 제출하였다.
찬조회비를 접수하였다. 찬조회비

7)

께 상임이사회로부터 위촉받은 편집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차 편집위원회를 열어 다음 내용을 결정하였다.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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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및 제출처 : 1971년도 회지(Journal)
원고를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접수함.
가. K.M.S. Journal, Vol. 8, No. 1(4월)

1) 원고

B

와 회보( ulletin)

1971년 2월 28일까지

J

나. K.M.S. ournal,

Vol. 8, No. 2(11월)

1971년 9월 30일까지
다. 大韓數學會 회보 제8권(12월) 10월30일까지
라. 원고 접수는,

特別市 鐘路區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數學科內
大韓數學會 事務室
또는 편집위원장(權宅淵, 高麗大學校 理工大 數學科)
또는 각 분과별 편집위원이 접수하기로 함.
2) 會誌 및 會報 발간 : 회지 제7권 제2호의 원고를 심사한 후 11월에
발간하였고 회보는 12월31일자로 발간하였음.
3) 결의사항
가. 회지 및 회보 발송 :
범위를 美國, 日本, 西歐로 확장하기로 하고 또 국내 각 대학
도서관 등 과도 교환제도를 시행할 것을 상임이사회에 건의함.
11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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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硏究活動

계

우리나라 수학 는 광복 당시 겨우 10여명의 수학전공 학자들이

작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형
편이었다. 더군다나 1950년 6 25 동란은 그나마 싹트고 있던 수학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이런 와중에서도 교육과 연구는
계속되었고, 1950년대 초부터 몇몇 수학자들이 해외로 유학을 가기 시
작하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 수학계에도 조용한 변화가 일게
되었다. 그것은 수학인구의 증가와 신진 수학자들의 등장, 외국유학을
마친 학자들의 귀국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외국에서 교육받은 소수
의 학자들은 수학에 관한 각종 연구자료를 가지고 와서 선진 외국의
수학계를 소개하고 교육과 연구에 진력함으로써 우리 수학계에 상당
한 자극을 주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강의와 연구가 정상
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60년에 접어들면서 발생한 4 19 혁명과 이어 1961년의 5 16 혁
명은 우리사회에 큰 혼란과 변화를 주었고, 수학계와 大韓數學會의 학
술모임 등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50년대 말부터,
외국에서 교육받고 귀국한 수학자 尹甲炳의 해석학, 대수학, 미분기하,
위상수학 등 다양한 강의와 權景煥의 위상과 대수학, 河光喆, 宋基善,
盧在喆의 해석학, 徐泰日의 대수학 등 강의와 연구는 학생과 후학들의
연구에 많은 자극과 영향을 주었다. 또 이기간 동안 朴乙龍, 嚴相燮,
尹玉鏡, 蔡潤基, 鄭慶泰 등은 미분기하, 辛龍泰는 미분가능다양체, 金
致榮은 일반위상, 카테고리 이론, 李起安, 任昌求 등은 호몰로지대수를
수학활동을 시 하여

연구하고 소개하였다.

반 터

1950년대 후 부

1960년대의

특징은 외국의

많은 전문학술도서와 연구자료를 가지고
연구그룹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논문이 생산되

수월하게 접할 수 있어 보다
공부하는 자생적인

수학서적을 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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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점이다.

특히 1955년 大韓數學會의 雜誌인 數學敎育 이 처음 발간되면서
제3집까지 이어졌고 1964년부터 4년간 數學 이 제4권까지 발간되었
다. 數學 誌 제4권의 뒤를 이어, 大韓數學會誌 와 大韓數學會報
는 1968년 제5권부터 매년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紙上數學
談話會 를 2회 발간하였다. 1958년 慶北大學校에서 慶北數學誌
(Kyungpook Mathematical Journal) 가 창간되었다. 大韓數學會의 數
學敎育 , 數學 , 大韓數學會誌 , 大韓數學會報 및 慶北數學誌 등
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활동은 순수수학의 여러 분
야와 응용수학으로 수리물리, 확률통계, 전산 등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기간중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활동과 연구결과를 대강
분야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대수학에 관한 연구는 환의 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
고 있었다. 1964년 4월에 발간된 數學 창간호 첫 번째 논문으로 실
린 李禹翰의 논문 ‘On the compactness of the structure space of a
ring’ 은 다시 정리되어 같은 제목으로 1969년에 미국수학회의 Proceedings
에 실렸다. 이 논문에서 李禹翰은 ‘ring A 에 대하여 A 의 primitive
ideal 공간 S(A)에 Jacobson topology 가 주어졌을 때 S(A)가 locally
compact 가 될 조건과 compact 가 될 조건’ 을 밝혔다. 李起安은
1969년에 미국수학회 Bulletin 에 실린 논문 ‘A note on functors
Ext over the ring Z ’ 에서 ‘정수환 Z 위에서의 module A 와 B 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정의되는 준동형사상
Γ : B ⊗ Z Hom Z ( A , Q/Z ) → Ext Z' ( A , B ) 가 동형사상이 되는 조건’ 을
연구하여, 특히 ‘ A ≅ Z m 인 경우와 A 가 무한 꼬인 module 이면
서 B 가 유한개로 생성된 경우에 각각 Γ 가 동형임’ 을 보였다.
해석학의 연구는 數學 창간호 ( 1964년 ) 에 실린 Banach 대수에
대한 해설, 위상벡터공간에 대한 해설 등과 더불어 연구논문들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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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론

론

고 함수해 , Spectral 이 , 복소수함수 에 관한 연구가

작

활발해지기 시 하였다.

위상수학에서는 일반위상을 비롯한

양

다 하고

위 양체이론, 위상
Michigan 대학에서 학위를

대수적 상, 다

군 등의 연구가 있었다. 權景煥은 1958년
받고 Tulane 대학에 1년 근무한 후 1959년에 귀국하여 서울대 수학과
에 재직한 2년 동안

fundamental theorem on decompositions of the sphere into
points and tame arcs, Proc. Amer. Math. Soc. 12(1961), 47-50’ ,
등 다양체에 관한 4편의 연구논문을 미국수학회의 학술지에 제출하여
게재하였다. 그는 또한 1961 ∼ 1963년에 Wisconsin 대학과 Florida 주
립대학에 있는 동안 국내에서 연구한 다양체에 관한 이론을 더욱 발
전시켜 1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중 대표 논문으로는
Product of euclidean spaces modulo an arc, Ann. of Math.
‘A

79(1964), 104-107,

f

In inite sums o
(1965), 31-42,

Product and

f

fd w

L Curtis),

mani ol s ( ith M. .

f Whitehead

sum theorems or

g

Topolo y 3

w R.H.

torsion ( ith

f
를 들 수 있다. 특히 첫 번째 논문은 두 비다양체의 product 가 다양
체가 되는 첫 예로서 당시 여러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1966년 Duke Math. Journal 에 실린 金濟泌의 논문 ‘A note on
upper semicontinuous decompositions of the n-sphere’ 은 위상수학
의 한 미해결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당시 수학을 공부하는 국내 학자
들에게 경이로운 충격을 주었다. 이 논문에서 金濟泌은 “S 의
decomposition 이 가부번개의 nondegenerate elements 가 있고 그 합
이 G 일 때 그 decomposition space 가 S 이 될 필요충분조건은
각 원소가 점과 같이 보인다” 는 것으로 결과와 증명방법이 여러 사
Szczarba), Ann. o Math. 82(1965, 183-190),

n

n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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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놀라게 하였다

미분기하학에 대한 연구는 텐서 계산에 관련된 연구가 많았고 현
대다양체론에 관한 소개와 그 당시 미국등 선진국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던 캘러다양체의 현대적 연구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또한
Connection 이론, 무한차원 다양체론 및 Pseudo-Riemannian 공간에
대한 소개와 연구도 있었다. 嚴相燮은
On Kaehlerian hypersurfaces in almost contact metric spaces,
Tensor ( N.S. ) 20 (1969) 등을 연구발표하였다. 蔡潤基는
Symmetric spaces which are mapped conformally on each
other, Kyungpook M.J. (1959) 를 연구발표 하였다.
응용수학의 연구로는 수리물리에 대한 내용과 1960년대 말 수치해
석, 컴퓨터수학 등이 도입되었다. 통계학, 확률론의 연구는 이때에 활
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수학계에서는 1947년에 이룩한 李林學의 연구
가 논문으로 나온 이후 大韓數學會의 創立期부터 시작하여 轉煥期에
는 국내에서 대수, 해석, 위상, 기하, 응용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논문
이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이 어느 정
도 정상화되어 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전환기는 수학계로서는 여러
면에서 크게 발전되었던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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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는말
점

미

니

1970년은 大韓數學會로서는 한 분기 의 의 를 지 고 있다. 그것

故 崔允植 회장이나 故 張起元 회장, 그리고 전임 朴敬贊 회
장이 모두 광복 이전에 수학교육을 받은 세대임에 비해 신임 金正洙
회장은 광복 이후 국내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학자라는 점에서 구분되
은 과거

기 때문이다.

無에서 有를 창조해야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에서도 大韓數學會를 창립하여 수학자들의 구심점을 만들었으며 수학
교육의 체계를 세우고 우리 수학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고군분투한
세대였다. 이에 비해 광복 후 교육받은 사람들은 우리말, 우리글로 수
학이라는 학문에 접근할 수 있었고 해외에 유학할 수 있는 길이 넓어
져 세계 수학계의 흐름이나 현대수학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한 세
대였다. 따라서 광복 후 교육받은 세대는 大韓數學會, 나아가서 우리
나라 수학계의 학문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초창기 수학자에 비해 연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갖고 있다.
광복 후 수학자들은

大韓數學會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大韓數學會의 발자취를 더듬

면 1970년 이후는 광복 후에 교육받은 세대가 주축이 되어 학술
활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
기부터 학회활동의 내용은 대부분 기록으로 보관되고 있으나 1970년
이전의 학회활동은 많은 부분의 기록이 없는 형편이다. 또한 1970년까
지의 大韓數學會 회장들은 모두 타계하셨고 실무를 맡았던 분들도 대
부분 안 계신 상태이므로 이기간의 大韓數學會史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일은 시급한 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大韓數學會史를 정리함에 있어 1970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의 자료만으로 묶어서 大韓數學會史 제1권으로 마무리 짓게
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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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잘

되었다. 자료와 기록이 비교적
大韓數學會史는

훗날로 미룬다.

집필자

음

보관되어 있는 제1권 다 의

( 서울大學校

: 高英昭
安熙雄

(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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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

1996년 12월
數學科

)

敎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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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錄

힘든 대한수학회의 희귀한 자료와
원로 수학자 중 생존하신 분들의 다양한 증언및 회
상 등을 편집자의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수록한 것
으로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차
大韓數學會史 또는 韓國近代數學史 정리에 소중한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부록은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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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錄一

會員

1. 大韓數學會

任員名單

(가) 1946년
會

長

(나) 1952년

名單, 會則 및 其他

임원명단
崔允植

임원명단

長 崔允植
副會長 張起元
常 務 朱石淳
理 事
朴敬贊 등 10명
監 査
2명
會

(다) 1954년 8월

임원명단

長 崔允植(文理科大學)
副會長 張起元(延大敎授)
理 事
(가. 나. 다. 順)
朴敬贊 (工大敎授),
沈亨弼 (中央高校長),
李星憲 (師大敎授),
李廷紀 (工大敎授),
鄭鳳浹 (工大敎授),
曺夔煥 (文敎部編修官)
監 査
朴敬贊, 鄭義澤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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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永黙 (培材高校長)
禹聲九 (延大敎授)
李泳珌 (淑明女高)
張在一 (釜山大學敎授)
鄭義澤 (서울特別市敎育局長)

常 務
(라) 1957년

朱石淳

임원명단

長
副會長
理 事
會

崔

允

植

沈 亨 弼
鄭 義 澤
韓 弼 夏
崔

秉

成

龍 鎭
鄭 求 性
池 起 龍
朴 敬 贊
吳

監

事

마

( ) 1958년도

長
副會長
理 事
會

事

* 부회장

李

廷 紀

朴

浹
星 憲
禹 翰
泳 珌
元 翊

申

源

鄭
李
李
李

鳳

根

임원명단
崔

允

植

沈 亨 弼
鄭 義 澤
鄭 鳳 浹
郭 洪 根
강
근
金 昌 鎬
李 禹 翰

張 起 元
趙 炳 國
韓 弼 夏
金 昞 熙
金 正 洙

朴

劉

龍 鎭
燦 植

朴

乙

鼎

基

鐘 南
曺 夔 煥
朴 元 翊
朴 敬 贊
朴

監

張 起 元
趙 炳 國
金 昞 熙
金 昌 鎬
劉 燦 植
曺 夔 煥

劉
吳

熙

世

龍

桂 一 淳
池 起 龍
李 廷 紀

鎭 培
任 昌 求
李 星 憲
金

崔

秉

成

姜

明

暻

張 在 一
泳 珌
鄭 求 性
洪 性 海
鄭 鎭 溟
申 源 根
李

張起元 1960. 8. 부터 회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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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 1962년

임원명단

長
副會長
理 事

張 起
吳 龍
趙 炳
曺 夔
朴 鼎
朴 種
金 昌
李 禹
禹 聲

會

常任理事
監

事

河

(사) 1963년

長
副會長
理
事
會

常任理事
監

事

(아) 1965년

長
副會長
理
事
會

光

元

鎭
李

煥

李

基

劉

星 憲
廷 紀
熙 世
鐘 植

國

根
鎬
翰

姜
朴

漢

植

九

河

光

喆

喆

朴

乙

龍

金

昞

鄭

鳳

浹
張 在 一
韓 弼 夏

임원명단

張 起 元
吳 龍 鎭
尹 甲 炳
趙 炳 國 金 昞 熙
鄭 鳳 浹
李 星 憲
韓 弼 夏
曺 夔 煥
劉 熙 世
朴 種 根
張 在 一
禹 聲 九 李 禹 翰
河

光

喆

河

光

喆

朴

乙

李

廷 紀

朴

鼎

基

姜

昌 鎬
鐘 模

朴

漢

植

金

龍

임원명단
張 起 元
吳 龍 鎭
尹 甲 炳
趙 炳 國 金 昞 熙
鄭 鳳 浹
李 星 憲
韓 弼 夏
曺 夔 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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熙

李

廷 紀

朴

鼎

金

基

昌 鎬

劉

事

(자) 1966년

河

光

喆

河

光

喆

長
副會長
理
事

張起元
尹甲炳

趙炳國
劉熙世

事

차

( ) 1966년 11월

무
副會長
理
事

회장직 대리

朴漢植
朴乙龍

事

카

敬贊

朴

尹甲炳

趙炳國
朴漢植
朴乙龍

( ) 1969년 증원된
理

事

種 根

姜

鐘 模

李

禹 翰

朴

漢

朴

乙

植

龍

龍鎭
李星憲
張在一
申鉉千
崔至薰
吳

敬贊
金應泰 李廷紀 鄭鳳浹 朴鼎基
朴種植 李禹翰 姜鐘植 韓弼夏
禹聲九 朴乙龍
朴

임원명단

劉熙世

監

朴

임원명단 (10월 24일 선출)

會

監

世

張 在 一
禹 聲 九

常任理事
監

熙

龍鎭
李星憲 金應泰 李廷紀 鄭鳳浹 朴鼎基
張在一 朴種植 李禹翰 姜鐘植 韓弼夏
申鉉千 禹聲九 朴乙龍
崔至薰
吳

임원명단 (10월 25일)

慶 ( 建國大 ), 金致榮 ( 延世大 ), 金炯堡 ( 檀國大 ),
李守滿 ( 大田大 ), 安熙斗 ( 東國大 ) , 吳熙駿 ( 忠南大 ) ,
朱石淳 ( 中央 大 ), 崔春鎬 ( 漢陽大 ), 嚴相燮 ( 成均館大 ),
嚴章鎰 ( 釜山大 ), 이상배 ( 嶺南 大 ), 盧載喆 ( 西江 大 ),
鄭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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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州師大 ) , 高永復 ( 陸 士 ) , 황규복( 空 士 ) ,
박영림 ( 海 士 ), 김성극 ( 仁荷工大 ), 具光祖 ( 서울敎大 ),
申澤均 ( 大邱敎大 ) , 朴鐘철 ( 全北大 )
姜錫泰 ( 群山敎大 ), 金相萬 ( 光云工大 )
姜明暻

監

事

타

( ) 1970년

(

임원명단

長
副會長
常任理事
理
事
會

金 正

洙

孫文求
朴 世 熙 ( 總務 ) 權 宅 淵 ( 編輯 ) 申 鉉 千 ( 財務 )

朴 乙 龍

公州師大 ) 姜錫泰 ( 群山敎大 ) 姜鐘植 ( 朝鮮大 )
高永復 ( 陸 士 )
具光祖 ( 서울敎大 )
權宅淵 ( 高麗大 )
金相萬 ( 光云工大 ) 金星一 ( 中央大 )
金致榮 ( 延世大 )
金炯堡 ( 檀國大 )
南正玩 ( 晋州農大 ) 盧載喆 ( 西江大 )
朴世熙 ( 서울文理大 ) 朴鐘根 ( 全北大 )
朴漢植 ( 서울師大 )
辛龍泰 ( 忠南大 ) 申澤均 ( 大邱敎大 ) 申鉉千 ( 서울工大 )
申弘徹 ( 海 士 ) 安在求 ( 慶北文理大 ) 安熙斗 ( 東國大 )
嚴相燮 ( 成均館大 ) 嚴章鎰 ( 釜山大 )
吳龍鎭 ( 慶北師大 )
尹昌源 ( 全州敎大 ) 李道源 ( 蔚山工大 )
李守滿 ( 大田大 )
李日海 ( 서울大敎養 ) 李正實 ( 文敎部 )
任昌求 ( 仁荷工大 )
張在一 ( 東亞大 ) 田京麟 ( 慶熙大 )
鄭雲慶 ( 建國大 )
鄭鎭溟 ( 全南大 )
趙炳國 ( 梨花女大 ) 曹 鏞 ( 嶺南大 )
崔春鎬 ( 漢陽大 )
黃仁弘 ( 空士 ) (가나다 順 )
監
事 崔至薰 閔士基
姜明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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版

輯

2. 大韓數學會 出 物의 編 委員

名單

위

(가) 數學 편집 원 명단 (1965 )

禹聲九, 朴漢植, 李禹翰, 河光喆

위

(나) 數學 편집 원 명단 (1966 )

禹聲九, 朴漢植, 朴乙龍

(다) 大韓數學會

報

편집 원 명단 (1968 )

위

誌

편집 원 명단 (1968 )

報

편집 원 명단 (1969 )

誌

편집 원 명단 (1969 )

報

편집 원 명단 (1970 )

誌

편집 원 명단 (1970 )

長 : 李禹翰
: 金濟珌, 盧載喆, 朴世熙, 嚴章鎰, 任昌求

委員
委 員

大韓數學會

위

禹翰, 金正洙, 朴乙龍, 金致榮, 金濟珌, 朴世熙

李

(라) 大韓數學會

위

長 : 李禹翰
: 金濟珌, 盧載喆, 朴世熙, 嚴章鎰, 任昌求

委員
委 員

大韓數學會

위

長 : 李禹翰
員 : 金正洙, 朴乙龍, 金致榮, 劉熙世, 朴世熙

委員
委

마

( ) 大韓數學會

위

長 : 權宅淵
: 金濟珌, 盧載喆, 嚴相燮, 李禹翰, 鄭慶泰, 崔至薰

委員
委 員

大韓數學會

위

長 : 李禹翰
員 : 金正洙, 朴乙龍, 金致榮, 劉熙世, 朴世熙

委員
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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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單

3. 大韓數學會 會員

(가) 1962년도 회원명단
성 명
장 기 원
윤 갑 병
이 성
조 기
정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주교육대학
서울대학교

헌
환 청
봉협
유 희 세 충남대학교
박 종 근 전북대학교
한 필 하 고려대학교
이 우 한
우 성 구
박 을 용
사공 정
이
재
최
정 대
용 태
박 찬
손 문 구
강 경 애
김 정 수
정 인
정 영 진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
경북대학교
고 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한 대학교
연세대학교
남대학교
공주사 대학
경북대학교
경북교육대학
부산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 명

장
강
김
박
하
김
박

동아대학교
조 대학교
성 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전대학교
공주사 대학
경북대학교
경북교육대학
부산교육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

종

선
호 균
철
응
준
유봉

백
충걸
송옥
송순
이 규 화

김 윤 화 전북대학교

(나) 1963년도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공과대학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재 일
식
창
한 식
광
태
동
성 해
김 동 기
김 치 영
전
김 영 집
강 명 경
안 재 구
용 배
이
형
희

숙 려
홍준
노 철
춘호 양
임
신
충
혜
범
환

성 명
오 용 진
조 병 국
김 병 희
이 정 기
박 정 기

범

연세대학교

신입회원 명단

소속기관

서 태 일 서강대학

성 명 소속기관
최 태
경북대학교
윤
경 해 사관학교

제 해
해 사관학교
이 영
"
윤 재 한 서울대학교

이 학 래
"
이
후 동아대학교
김 제 필 서울대학교

홍 경 화 충주공업초급대학
곤 군
환

옥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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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군

훈
석

업

최 지
"
박 광
대전공 고등학교
박 경 찬 서울대학교

이 성 희 강경상 고등학교
이
대전대학
방 찬
단국대학

장 영 식 단국대학

이 상 배 대전대학

조 은 택 동국대학교
창 구
남대학교
오 희
"

이
원 동국대학
전 병 문
남대학교
지
대전공 고등전문학교

김 동
서울고등학교
박 영 기 연세대학교
김 용 운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심 재
연세대학교
채 윤 기 경북대학교
이 기 안 한 대학교
전 대 식 전북대학교

임

준
석

업

홍천
모
춘

충

종선
웅

성 명

업

양

곽효철

(다) 1964년도

충

신입회원 명단

소속기관

성 명

소속기관

박 상

문산농고
동래여고

부산여고

정 정
기
병
주
권 상
정
태
문 원

기 광주농고
연 전 남 대
인
"
"
수
산제일여고

이 학 찬
배 찬 주
김 창 기
희 현
정 진 명
박
김 재
구 광 조
이 병
정 진 기
박

규
노환주
백순학

노
양
송 승
마
임 승
임 화
협 경북여고
김 인 호 전남구례농고
차 수 정 부산대양공고

김 상 문 경북대학원생
안 병 태 영
고

천

송

종철
곤
곤

마산고
전 남 대
"
"
서울교육대학
영남상고
경 북 고
함안농고

봉규
박 흥 시 청구대부설공전
김 병 영 한 양 대
장 판 석 진 해 고
엄 상 섭 경북대문리대

김 윤 동 안동경안고

임재규

경북대사대

정 진 상 부산금성고
구 자
주교육대
성 제 현
한
수 고성농고

문
김
이
이

충주실고

홍 청

범
심 모 섭
노 지 현 마산공고

김
문

장 현
시
상
장 주

호
덕

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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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원 육 사

고
박
장
김
윤
김
윤

영
해
갑
동
창
수

김
조
박
정
김

갑 진

옥

부 육 사
주 진주농고
구대병설공고
수 부산대문리대
원 전주교대
용
영 해 사

김
서

득 청

계천

허

석기
승우

원
김 정 남
문
영

석
신홍철
최 영 식

옥천농고

전주영생고
서울대문리대
부산대문리대
"
경남상고
해 사
주문산농고

파

김 용 전 부산여고
김
찬
한 기 창
주세광고
윤
남 남원농고
이 정
통영고

종

광 주 고
두 일 경남울산고
동
산 고
재
조 대부고

근 마
홍 선
이 종 한 충무통영고
깁 병 호 양산농고
홍승희

청

석

길 충무
전 용 일 평 택 고
김 성 일 중 앙 대
김 병 수 한 양 대

박 기 성 상 주 고

문 동 술 동 래 고

이 기 한

강

이 은 성 온

양고

김 문 주

김 동 한 대 륜 고

신택균
박 찬 근

응규

김 영 표

경북교대부고

라 상 연

신진숙

부산남여고

양고
부산훈성여고
진 양 고
김 천 고
온

경 남 고

종합고

정 태 영 진 주 고

라 도 재 하동

손 용

이 기 정

규

의령농고

려
유 호
규
석 희 진 마산상고
오 승 재 기전여고

항
호

권 택 연 고
대
년
부산남고
손 병
부산여고

(라) 1965년도
성 명

소속기관
서울師大
서울師大

錫暎
宇鎔
吳 政 煥
延世大
金 聖 權
統營高
李
尹

기 우
대구영남고
소 부
전북대문리대
김 형 보 단국대학

송기신
윤 정 수

서강대학
시영동99

순천

신입회원 명단
성 명

閔康宙
任成模
崔 英 瀚
鄭 宗 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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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서울師大
서울師大
서울師大
朝 鮮 大

趙寅鎬 城北高
朴 台 三
高 麗 大
李 東 洙
忠 南 大
심 재 흥 大 田 大
김 종 식 空
士
崔 敬 鶴
慶北大大師
高 英 昭
大 田 大
黃仁弘 空 士
여 인 감 서울 工大
明 孝 喆
西江大
韓 炳 瑚
首都工大

마

( ) 1966년도

申東宣 大田大
鄭 俊 榮
高 麗 大
曺 鏞 靑丘大
고 우 석 全 北 大
蘇 元 燮 公州師大
金 年 植
漢 陽 大
朱 鎭 球
忠 南 大
홍 정 길 서울성정女高
洪 性 士
延世大
全輔國 空 士
空軍士官學校

신입회원 명단

성 명

소속기관

윤 세 도

진안농고

고 동

안 창 수
박 찬 보

서울교대
포상고
전 북 대

박 정 만
나
택

유병림

성 명

욱

소속기관
서울교대

정 병 채

학다리고

조 병 형
이 광 복
조
기
한 명 우

진산농고
안동교대
포 고
대전공전

숭문고
승 팔 무안농고
신 균 대구교대
김 웅 배 광주교대
김 상 준 해 양 대
정
훈 여수상고
신 창 섭 여수수전
신 영 묵 인하공대
최 흥 진 광 주 고
박 기 석 공주사대
김 희 영 담양농고

김 희

전주해성고

한 영 집

전주해성고

김 시 창

전주

문

광주여고

방 정
이 형 기
원 섭

전주기전여고
부산공대
전 남 대

박 영 식
엄 장 일

광주여상
경 북 대
부 산 대

신근우
임태화
박 석 주
흥

철
웅

양

김 상만

목

광주교대
전주여고
광주 일고

숭

목

신흥고

종철
유천수

광운전자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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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 1970년도
성 명

신입회원 명단

소속기관

성 명

김 영 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울대학교 교 과정부

李

울산공과대학

廣榮

곽병원
鄭 昌 薰
신대현
임종술
朴 元 善
梁炳仁
李 振 雨
안 주 선
趙炳式
尹 榮 重
柳宗元
金 泓 五

宋樂鎬
김 광 웅
김 운 규

만경고등학교

충주공업전문학교
논산 쌘뽈여자고등학교
충주공업전문학교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전남대학교 문라과대학
조 대학교 공 전문학교
조 대학교 공 전문학교
남대학교 공과대학
대전공 고등전문학교
동아대학교 문리과대학

충

선
선

박 용 상

南正玩
孫奎鉉

업
업

업

군외 면흔평리 1구

경북상주
남
우 정 수 경북대학교
장 갑
영남대학교

득

최 동 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양

崔 熙 均

소속기관
서울교육대학
만경고등학교

청군 북안면
반정동 1구 1150

경북 영

군산수산전문학교

진주농과대학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박 성 기 조 대학교 사 대학
林
澤 조 대학교 공 전문학교
金 永 權 조 대학교 공 전문학교
대전농 고등전문학교
李 基
대전여자상 고등학교
金
한국해 대학

선
선
선

범
업
업

仁
任根彬
업
洙
업
章郁
양
朴 永 秀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李 仁 錫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金 裕 基 공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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則

4. 大韓數學會 會

(가) 1952년도 회

칙

第一條 本會는 大韓數學會라 稱함.
第二條 本會는 會員間의 親睦과 數學의 振興과 數學 敎育의 向上을 圖謀함
을 目的으로 함.
第三條 本會는 首都에 事務所를 둠.
第四條 本會의 會員은 次의 二種으로 함.
1. 正會員은 數學을 硏究하는 者.
2. 贊助會員은 本會를 贊助하는 特志家.
第五條 本會는 第二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次의 事業을 行함.
1. 數學에 關한 調査와 硏究.
2. 數學에 關한 雜誌와 書籍의 刊行.
3. 數學에 關한 講習會와 講演會의 開催.
4. 數學敎育에 關한 建議.
5. 其他 本會의 目的 達成을 爲하여 必要한 事業.
第六條 本會에 下記 任員을 둠.
1. 會長 一人
2. 副會長 一人
3. 理事 十一人
4. 監事 2人
5. 顧問 若干人
第七條 本會任員의 任務는 如次함.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總會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됨.
2. 副會長은 會長을 輔佐하며 會長이 有故할 時에 그 職務를 代行함.
3. 理事는 會長의 指導下에 理事會를 構成하고 總會에서 決議된 事項을
執行함. 但 必要한 時는 事務局을 設置할 수 있으며 實行細則을 規定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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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 本會의 會計를 監査하여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함.
5. 顧問은 本會의 事業을 協議함.
第八條 任員의 任期는 一年으로 함.
第九條 任員의 選定은 如次함.
1. 會長, 副會長, 理事는 總會에서 選定함.
2. 顧問은 理事會의 推薦으로 會長이 委囑함.
第十條 本會는 會長의 召集으로 每年八月中에 定期 總會를 開催하며 必要한
時는 臨時總會를 開催함.
第十一條 總會에서 下記事項을 議定함.
1. 決算 豫算에 關한 事項.
2. 會則의 改正.
3. 任員의 選任.
4. 其他 重要한 事項.
第十二條 本會의 會員은 總會에서 決定한 當年度 會費를 納付하여야 함.
第十三條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會費와 特別贊助金으로 充當함.
第十四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七月末로 함.
第十五條 本會則의 未備한 點은 實行細則에서 補充함.
附 則
本會則은 檀紀4285年 8月 日로 부터施行함.
4. 監 는

(나) 1956년도 회

칙

第一條
第二條
第三條
第四條

本會는 大韓數學會라 稱한다.
本會는 首都 서울에 事務所를 둔다.
本會는 會員의 便宜를 爲하여 地域的으로 支部를 둘 수 있다.
本會는 數學硏究 및 數學敎育을 活潑히 하고 그 普及을 圖謀하며
關係各部面과 協力하여 學術文化의 向上發展에 寄與하는 同時에 會
員間의 親睦을 緊密히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五條 本會는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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術的會合의 開催
2. 數學敎育의 振興에 關한 事業
3. 數學에 關한 圖書 및 雜誌의 蒐集整備
4. 數學에 關한 圖書의 刊行
5. 其他 本會의 目的 達成을 爲하여 必要한 事業.
第六條 本會會員의 種別은 다음과 같다.
1. 正會員 數學 또는 이것과 關係있는 學術을 硏究하는 者로서 所
定會費를 納付한 者
2. 贊助會員 本會를 贊助하는 個人 또는 團體. 法人으로서 贊助會費
를 納付한 者
第七條 本會會員은 本會가 開催하는 會合에 參加할 수 있으며 本會의 圖書
其他를 利用할 수 있다.
第八條 本會會員은 本會에 希望 또는 意見을 提出하여 總會 및 理事會의
審議를 求 할 수 있다.
第九條 會員이 本會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義務를 不履行하고 本會 目的
에 背扡되는 行爲를 하였을 때는 理事會의 議決로써 除名할 수 있다.
第十條 本會는 左 의 任員을 둔다.
會 長 一人
副會長 二人
理 事 十六人
監 事 三人
顧 問 若干人
第十一條 本會任員과 其 任員은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의 事務를 總括하고 本會를 代表하여 總會와 理事會
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輔佐하며 會長이 有故할 時에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고 總會에서의 決議 및 委任事項을 執行
1. 學

한다

事 本會의 會計를 監査하여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 한다

4. 監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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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二條 本會任員의 任期는 一年으로 한다. 但 再選도 無妨하다. 補欠에 依
한 任員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十三條 本會總會는 會長이 이를 召集하되 每年 五月末日以內에 한다. 但 會
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時에는 臨時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第十四條 總會에서는 左記事項을 議定한다.
1. 決算 豫算에 關한 件
2. 會則의 改正
3. 任員의 選任.
4. 事業計劃 및 其他 重要 事項
第十五條 本會總會는 會員十分의 一 以上 出席으로서 成立되며 議決은 多數
決에 依한다.
第十六條 理事會는 理事 過半數 以上 出席으로서 成立되며 出席員 의 過半
數로써 議決한다. 但 委員長이 있을 때에는 이를 出席으로 認定한다.
第十七條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會費와 特別贊助金 其他收入으로써 充當한다.
第十八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四 月一日로 부터 翼年三月末日로 한다.
第十九條 本會則의 未備한 點은 理事會 및 總會의 議決을 거처 實行 細則에
서 補充하며 其他는 通例에 準한다.

附 則

第一條 本會則은 檀紀四二八九年九月十五日부터 施行한다.
第二條 本會事務所는 臨時로 서울大學校文理科大學內에 둔다.
(다) 1963년도 회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칙

본회는 대한수학회라 칭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본회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를 둘 수 있다.
본회는 수학연구 및 수학 교육의 발전,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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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1. 학술적 회 의 개최
2. 수학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잡지의 간행, 수집 및 정비
4. 수학 연구 및 수학 교육의 진흥, 장려
5.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7 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찬조회원으로 나눈다.
1. 정회원은 수학 또는 이것과 관계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
2. 찬조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찬조한 자로 한다.
제 8 조 회원은 다음 규정에 따라 입회가 승인된다.
1. 정회원은 2인의 정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그 입
회를 승인한다. 입회가 승인되면 즉시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찬조회원은 본회를 찬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그 입회를 승인한다.
제 9 조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10조 회원은 다음 권리를 가진다.
1.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합에 참석하고 회지를 배부받으며 본 회의
도서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구 발표 및 회지 기고
3.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며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11조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 12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그 취이임에 관하여는 주무장관의 인
3. 수학에 관한 도서,

가를 얻는다.
회 장 1인
부회장 2인

임

이 사 5인이상 20인 이하(기증 상 이사

감

사

약간명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중 이를 선출한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13조 회장, 부회장, 이사,
제 14조
제 15조

약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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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6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각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
보 에 의한

장이 된다.

좌

2. 부회장은 회장을 보 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임

임
무
5. 감사는 본회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7조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나눈다.
제 18조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
는 매년 1회씩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될 때, 전 회원의 10 분의 1
이상이 회안을 갖추어 소집을 청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
4. 상 이사는 상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회 를 분장한다.

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 19조 총회에서는 다
1. 결산,

칙

음 사항을 의결한다.

예산에 관한 것

2. 회 의 변경

임원의 신임
4. 사업계획 및 기타 중요 사항
제 20조 총회는 회원의 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다수결에 의한다.
3.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1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인정할 때,

감사로

요

구성되고 회장이 필 하다고

또는 이사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며

무
상임이사회는

회 를 심의 결정한다.
제 22조
제 23조

임
요
고 인정할 때 소집되며 회무를 협의 진행한다.
이사회, 상임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
회장, 부회장, 상 이사로 구성되고 회장이 필 하다

며 의결은 다수결에 의한다.

석

면 위임으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의에 참 할 수 없을 때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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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납부하는 임회금 및 회비
2. 특별 찬조금, 기타수입
제 25조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에서 관리한다.
제 26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로 한다.
제 27조 본 회칙의 미비한 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시행 세칙으로 보충
하며 기타는 통례에 의한다.
제 28조 본 회칙을 변경하려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
의를 얻은 후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제 29조 본회의 해산은 총회 출석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등록
철회에 따른 주무관청의 절차를 밟는다.
제 30조 본 회칙은 196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24조

議錄

5. 大韓數學會 會

(가) 1963년도 회의록

-

定期總會 -

度 本會 總會 및 學術硏究發表會를 同年 11月 23日 全北大學校 文
理大에서 擧行하였으며 총회의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i) 任員改選을 해야 하겠으나 會則修正 如何에 따라 任期가 달라질터이니 會
則 修正을 먼저 하자는 司會의 提議를 受諾
ii) 修正案을 遂條審議하여 若干의 字句修正으로 修正案이 通過
iii) 副會長 一名의 補選은 會長에게 一任 하기로 하고 一旦休會 (3時30分 )
iv) 下午 7時 續會, 會長指名으로 尹甲炳理事가 副會長으로 選任
v) 朴漢植會員을 理事로 補選
vi) 全北大學校 總長, 文理大學長, 敎務課長에게 感謝狀을 드리기로 한다.
1963年

- 110 -

事

- 理 會 -

土 湖水 그릴에서 理事會를 개최하였으며 토의사항은 다

1964年 3月 28日( )

음과 같다.
i) 今年度 定期總會를 6月 6, 7日 해군사관학교에서 열기로 한다.
ii) 會誌를 發刊 하기로 하되 방법은 상임이사회에 일임한다.
iii) 總會 時에 입시문제 공청회를 가지기로 한다.
(나) 1964년도 회의록

-

定期總會 -

度 本會 定期總會 및 學術硏究發表會를 同年 6月 6日 海軍士官學校
( 鎭海市 )에서 擧行하였으며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i) 會誌發刊에 必要한 資金助達方法으로 敎科書를 出版하되 實務는 理事
會에 一任한다.
ii) 學生會員制를 採擇한다. 學生會員은 學部學生으로서 會費는 正會員의
會費의 半額이며 選擧權, 被選擧權은 없으되 다른 것은 正會員과 同等 하다.
iii) 海軍士官學校에게 感謝狀을 드리기로 한다.
1964年

事

事

- 理 會 -

入 模擬試驗問題集을 發刊할 것을 書面決
議하고 同年 9月 이를 韓國數學敎育會와 共同으로 發刊하였음.
이 問題集의 發刊은 販賣部數 7,000部, 總收益金 105,000원을 가져왔고 本
會는 總收益金을 韓國數學敎育會와 兩分하여 52,500원의 配當金을 받았음.
1964年 6月 22日 理 會는 大學 學

(다) 1965년도 회의록

-

定期總會 -

本會 1965年度 定期總會 및 學術發表會를 1965年 11月 20日(土) 서울大學
校 師範大學에서 擧行하였으며 總會 討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i) 河光喆 監事의 後任으로 朴敬贊 會員을 監事로 選出하였음.
ii) 金昌鎬 理事의 後任으로 崔至薰 會員을 理事로 選出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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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

- 理 會 -

事
常任理事로 選出하였음.
ii) 1966年 3月 25日 理事會는 1966年度 定期總會를 朝鮮大學校에서 開催하
도록 承諾해 줄 것을 朝鮮大學校 總長에게 要望함.
iii) 昨年度에 이어 大學入學試驗 數學問題集을 韓國數學敎育會와 共編으로 發
刊하여 收益金 60,000원은 韓國數學敎育會와 半分하여 30,000원의 配當을 받
았음.
iv) 1966年 7月 9日 全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加入.
i) 1965年 11月 20日 理 會는 朴乙龍 會員을

(라) 1966년도 회의록

本會

-

定期總會 -

度 定期總會 및 學術發表會를 1966年 10月 24日全南 光州市
朝鮮大學校에서 擧行하였으며 總會 討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i) 全國科學技術團體總會 加入을 可決함.
ii) 年會費를 300원으로 引上할 것을 可決함.
1966年

事

- 理 會 -

臨時理事會 討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i) 張起元會長 逝去로 空席中인 會長職務代理로 朴敬贊副會長을 選出함.
ii) 次期總會는 陸軍士官學校에서 開催하도록 交涉하기로 함.
iii) 會則硏究委員으로 朴乙龍 常任理事를 委囑하여 總會卽前 理事會에 報告
케함.
iv) 會費를 300원으로 引上하는 것은 每年 3월부터 實施한다.
1967 年 6 月 23 日 臨時理事會의 討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i) 次期總會는 10月 23日 서울大學校 工科大學애서 開催하기로 한다.
ii) 會則改正은 檢討後 總會에 建議한다.
1966 年 11月 2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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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 1968년도 회의록
日時

1968年 10月 26日

-

定期總會 -

上午 10時

場所 釜山大學校 講議室
∘國民儀禮 :
∘會長人事 : 1968年度 硏究發表會의 成果에 대한 致辭와 學術討論會에 分科
委員會를 設置한 것에 대한 說明, 즉
第 1 分科 代數學 第 3 分科 解析學
第 2 分科 幾何學 第 4 分科 數學敎育
그리고 大韓數學會의 行事를 釜山大學校에서 開催함에 있어서의 感謝人事
∘經過報告와 會計報告(朴乙龍 會員) :
i) 經過報告
(a) 科學技術處의 各學會에 대한 補助金支給計劃에 依據하여 大韓數學會는
1968年度 補助金으로서 一金參拾萬원整을 支給 받기로 되었음.
(b) 臨時編輯委員會를 構成하고 從來의 機關誌 數學 을 發展的으로 二分하
여서 하나는 論文 爲主의 大韓數學會會誌 (英名 : Jou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와 發表會 討論會 爲主의 大韓數學會會報(英名 :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을 各各 第6卷의 卷番
號로 시작하여 發刊하기로 함.
(c) 學術討論會準備委員會로 構成하고 學術討論會를 開催하되 四個의 分科
로 가르고 討論時間을 調節하여서 討論會의 運營을 效果的으로 함.
計報告
總 收 入
總會開催費
技術團體會費
會員카드作成費
殘
金

ii) 會

支 出
44,930.00원
32,700.00원
常任理事會費
2,130.00원
4,500.00원
會誌製作費(一部)
4,000.00원
600.00원
交通費, 通信費, 雜費 1,000.00원
421.00원 (補助金에 대한 報告는 1969年度에 함)

45,35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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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討議에서 決議된 事項 :

病患中의 禹聲九常任理事를 慰問하고 화분을 선물한다.
ii) 常任理事의 事務分擔을 明示하기 위하여 會則中 ‘상임이사 약간명’ 을
‘총무이사, 재무이사, 편집이사’ 로 改正한다.
iii) 編輯事務의 能率化를 위하여 會則에 ‘편집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편집위원을 위촉하며,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장이 된다’ 를
넣는다.
iv) 學術發表會나 學術討論會는 分科別로 하되 特別講演은 한 자리에서 함.
v) 釜山大學校總長에게 大韓數學會會長名儀로 感謝狀을 드린다.
vi) 會費를 500원으로 引上한다.
vii) 會誌, 會報는 各各 500部를 發行하고, 國內圖書館, 外國圖書館에 一部씩
配付한다.
i)

-

第1次 理事會 -

∘日 時 1968年 6月 8日
∘場 所 서울大 文理大
∘參席者 朴敬贊(會長), 鄭鳳浹, 李廷紀, 趙炳國, 李禹翰, 李星憲,
種根, 申鉉千, 朴乙龍, 尹甲炳(委任), 朴鼎基(委任),
張在一(委任), 劉熙世(委任) (受任은 朴乙龍 常務理事)
朴

∘會 議

長 事
ii) 科學技術處 學會補助金 交付에 關한 全體的 經過報告(朴乙龍 常務理事)
(a) 交付額 300,000원
內 譯 250,000원 學會誌刊行費補助
50,000원 總會執行費補助
但, 2分하여 支給하되 別途手續을 要함.
(b) 事業計劃書 및 交付申請書를 作成하여 提出함에 對한 報告를 받고
이를 承認함.
i) 會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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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年度 總會 및 硏究發表會 開催에 있어서 그의 主管을 釜山大學校 文
理大 數學科에 委囑키로 議決함.
iv) 會誌 發刊 事務를 爲하여 臨時編輯委員 二人을 두기로 하고, 朴乙龍,
李禹翰에게 委囑함.
受任委員은 必要數의 委員을 推薦하여 會長의 任命을 받을 수 있게 함.
v) 在外國 會員과의 連絡을 積極的으로 推進키로 하며 會誌揭載請託을 아
울러 進行함.
vi) '68年度 本學會 總會行事 日程을 다음과 같이 議決함.
(a) 10月 25日 (金), 26日(土) 兩日
(b) 10月 25日 上午 硏究發表會
"
下午 學術討論會
(c) 10月 26日 上午 總會
vii) '67年度의 理事會에서 決議한 會則改正案을 '68年度總會에서 다시 附
議 하기로 決議함.
viii) 早速한 時日 안에 本學會 今年度 事務計劃을 印刷, 全會員에게 發付
키로 함. 以上
iii)

- 제1

차 임시편집위원회 -

名單 : 朴乙龍, 李禹翰, 朴世熙, 金濟珌, 金致榮, 金正洙
ii) 第一次 會合
i) 委員

(a) 日時 : 1968年 7月 5日

上 6名

以

場所 : 서울大 文理大
(c) 全委員 參席함. 朴會長, 禹聲九 常任理事 (病患을 무릅쓰고) 參席함.
iii) 會長人事
iv) 會合의 定義, 性格, 構成要件 및 活動과 效果에 대한 說明과 報告가 있음
(朴乙龍理事)
v) 朴乙龍理事를 委員長으로 選出함.
vi) 本學會의 從來의 機關誌인 數學 을 質的으로 兩分하여
(a) 대한수학회 회지(主로 論文集)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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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解說, 雜報)
의 二種을 分離 刊行키로 함.
vii) (a)는 總會日까지, (b)는 年末까지 刊行키로 함.
viii) 兩誌의 名號(國文名, 英文名)는 最近 總會에 案을 提出키로 하되, 今年度
에는 本編輯委에서 適宜 處理함.
ix) 刊行物(兩誌)의 號數는 共히 '68, Vol. 5, No. 1로 부터 이어 나가기로 定
(b) 대한수학회 회보( 로

함.

臨時事務所를 서울文理大 數學科內에 두기로 함(但, 本委員會의 受任業務
에 限하여)
xi) 以上의 會議內容을 臨時 會報에 揭載하여 會員에게 通報키로 함.
以上
x)

名單

i) 委員

ii)

차 학술토론회 준비위 -

- 제1

洙 嚴相燮, 金致榮, 申鉉千, 崔春鎬, 嚴章鎰, 盧載喆,
尹甲炳, 權宅淵, 金星一, 朴漢植, 金應泰, 李正實, 李禹翰,
朴乙龍 以上 15名

: 金正 ,

第一次 會合

(1) 日 時 : 1968年 7月 6日

場 所 : 서울大 文理大
(3) 缺席者 : (金應泰, 金星一, 尹甲炳) 三 人
iii) 會長人事
iv) 會議의 性格, 構成要件 및 活動과 效果에 對한 說明과 報告가 있었음.
(2)

(朴乙龍委員)

v) 金正洙委員을 委員長으로 選出함.
vi) 學術討論會의 性格, 意義, 活動 等에 關한 活潑한 論議가 있은 다음 大略
下記의 要點으로 集約됨.
(a) 招請講演
(b) 啓蒙을 爲하여 內,外國 學界動向, 硏究狀況報告, 解說 等等.
(c) 質疑討論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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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a)項에 關係되는 內, 外國의 有力 硏究者의 招請講演을 爲한 執行小委員
會를 構成키로 合議하고 다음과 같은 構成을 봄.
委員 金致榮, 金正洙, 盧載喆, 李禹翰, 朴乙龍 (5名)
viii) (b), (c)項에 關한 事項을 討論한 끝에, 數學의 各 分野를 執行上의 便宜
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그의 working groups을 構成함.
第一小委 (解析學, 代數學)
委員 : 嚴章鎰, 李禹翰, 金應泰, 盧載喆, 權宅淵, 金星一
第二小委 (幾何學, 位相數學)
委員 : 金致榮, 嚴相燮, 尹甲炳, 朴乙龍
第三小委 (統計學, 應用數學)
委員 : 崔春鎬, 申鉉千, 朴漢植, 金正洙, 劉熙世
第四小委 (數學敎育)
委員 : 金致榮, 李禹翰, 金應泰, 朴漢植, 李正實
ix) 各 小委員會의 活動效果는 7月 20日 下午 2時 文理大 數學科 大學院 敎
室에서의 第二次會合에서 相互 報告, 討論키로 함.

차 학술토론회 준비위 -

- 제2

準備委는 豫定대로 7月 20日 前記 場所에서 第2次 會合을 가졌음.
參席者 : 朴敬贊會長, 金正洙, 金應泰, 李禹翰, 金致榮, 朴漢植, 李正實,
盧載喆, 嚴相燮, 申鉉千, 朴乙龍 以上 10名
ii) 各小委에서 그 問의 活動狀況에 관한 報告에 들어가며 個別的으로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음.
(a) 招請講演을 爲한 執行小委에서는 具體的인 方案으로서 다음과 같은
活動을 推選키로 하였음.
ᄀ . 文敎部, 科學技術處 및 美國亞細亞財團韓國支部, 그리고 言論機關과
의 提携를 圖謀한다.
ᄂ . 外國出張豫定인 會員으로 하여금 積極的 交涉을 시키도록 한다.
ᄃ . 早速히 具體的인 進行上의 所要經費 等에 對한 案을 얻어 隨時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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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互 連絡하여 期間에 制限받지 않고 效力을 持續한다. 等等
(b) 分野別 各小委는 다음의 事項을 合意 報告함.
ᄀ. 第 1 小委 : 代數學分野에서 權宅淵會員(高大), 任昌求會員 (忠南大)
이 各各 環論과 호몰로지 代數學에 對한 發表가 있을 豫定, 解析學
分野에서 嚴章鎰會員(釜山大), 盧載喆會員(東國大)의 發表가 있을
豫定.
ᄂ. 第 2 小委 : 位相數學分野에서 金濟珌會員(서울大文理大) 및 金致榮
會員(延世大)의 發表가 있을 豫定. 幾何學分野에서 嚴相燮會員(成均
館大)의 獨自的인 部分과 朴乙龍會員(서울大文理大)의 統合的인 面
에 있어서의 發表가 있을 豫定.
ᄃ. 應用數學分野에서의 崔泰鎬會員(漢陽大)의 發表 및 金正洙會員(서울
工大)의 發表가 있을 豫定.
ᄅ. 數學敎育分野에서는 金應泰會員(서울師大)의 最近의 數學敎育의 理
論上의 諸問題에 對한 發表가 있을 豫定.
以上의 各小委에서의 報告를 받고, 이의 具體的인 進行에 對하여는
常任理事 및 嚴章鎰會員에게 一任키로 合意함.
iii) 委員長의 同意下에 今年度行事 進行上의 명가지 事務上의 事項을 添加
論議함.
-

第 3次 臨時理事會 -

∘ 一 時 : 1968 年 12 月 日 下午 2時
∘ 場 所 :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學殿
∘ 出席者 : 朴敬贊, 朴乙龍, 金致榮, 李禹翰, 趙炳國, 申鉉千, 張在一,
∘ 決議事項

嚴章鎰, 李廷紀, 李星憲

度 總會決議에 따라 다음과 같이 常任理事會을 職務別로 區分함.
總務理事, 財務理事, 編輯理事
(ii) 前項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職務別로 理事를 互選하여 補職함.
(i) 196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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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務理事 : 朴乙龍, 趙炳國
財務理事 : 申鉉千, 劉熙世
編輯理事 : 李禹翰

바

( ) 1969년도 회의록

-

定期總會 -

∘ 日時 : 1969年 10月 25日 午前 9時
∘ 場所 : 서울特別市 檀國大學校 講堂 朴敬贊會長의 司會로 다음의 案件을
討議함.

討議事項

任員增員의 件
慣例에 따라 議長이 전형委員(李禹翰, 嚴章鎰, 金炯堡, 吳龍鎭)을 指名하여
이 전형위원회에서 選出한 下記各會員을 理事 및 監事로 增員할 것을 議
決함.
但, 新任員의 任期는 1970年度 總會時까지로 함.
名單, 理事 : 정운경(建國大), 金致榮(延世大), 金炯堡(檀國大),
이수만(大田大), 안희두(東國大), 吳熙駿(忠南大),
朱石淳(中央大), 崔春鎬(漢陽大), 嚴章鎰(釜山大),
嚴相燮(成均館大), 이상배(嶺南大), 盧載喆(西江大),
姜明暻(公州師大), 고영부(陸士), 황규복(空士),
박영림(海士), 김성국(인하공대), 구광조(서울교대),
신택균(대구교대), 박종철(全南大)
監事 : 강석태(군산교대), 김상만(광운공대)
ii) 常任理事로부터
a. 會費引上案
b. 贊助會員制의 實施案
c. 任員은 特別會費를 納入하는 案
d. 會報에는 廣告를 募集하여 그 揭載料를 받는案 等의 提案이 있었으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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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會는 이를 理事會에 一任하기로 決議함. 以上
時

日:

1969年 3月 13日

參席者: 會長
理事

第1次 臨時 理事會 下午 2時 30分

敬贊
李廷紀 劉熙世 朴漢植 張在一 李禹翰
申鉉千 趙炳國 姜鐘植 朴鼎基

朴

決議事項
i) 科學技術處의 補助金 申請件報告
ii) 1969年度總會 ⋅ 學術發表會 ⋅ 學術討論會開催에 대하여는 아래의 3개 學校,
卽 陸軍士官學校, 高麗大學校, 檀國大學校 에 차례로 문의하되, 총회개최
에 있어서 學會의 補助없이 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선택한다.
iii) 1969年 4月 21日 '科學의 날‘의 受賞者 候補로 朴敬贊會長을 推薦키로 함
iv) 會誌出版費 補充을 위하여 1969年度부터는 論文揭載料로서 組版費를 徵收
키로 함. 但 數學會에서 委囑하는 것은 揭載料를 徵收치 않음
v) 公文接受簿와 發送簿를 數學會에 備하여, 發行한 諸證明, 發送 또는 受領
한 公文과 그 寫本의 記錄을 保存하기로 함. 이를 위하여 事務員의 人件費
로 月當 2千원整을 支出하기로 함
vi) 會則에 대한 施行細則과 內規等을 定하여, 會長, 副會長, 各常任委員의 分
擔事項, 專결決事項을 明示해 두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次回 理事會開催
時까지 總務理事가 硏究하고, 그 草案을 作成하여 提出키로 함
vii) 會員에 대한 一連番號는 記載된 順序대로 決定함
-

第二次 常任理事會 -

∘日 時 : 1969年 5月 14日(水), 5:00.
∘場 所 : 서울大 文理大 數學科 事務室
∘參席者 : 會長 : 朴敬贊, 編輯理事 : 李禹翰
財務理事 : 申鉉千, 劉熙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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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炯堡 以上 7名

obser er : 金

∘討 議 案 件
i)

經過報告
(a) FY 69年度 本學會 事業計劃書(科技處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은 最終計
劃書)에 관한 經過報告 및 說明
(b) 科技處로부터의 ‘69. 5. 6日字 公文(자조 341-3496 학회사업계획서 승인)
의 說明과 학회지발간 보조금 ￦100,000의 지불통지에 대한 報告
(c) 금년도 총회 및 기타 회의를 단국대학교 수학과에 그 주관을 위촉하기
로 함.

ii)

今年度 硏究發表會, 討論會에 관한 討論
(a) 施行日時를 다음과 같이 함.
9:00

13:30

14:00

金 硏究發表會 中 食
總 會
10月25日(土)
講 演 會
學 術 討 論 會
(b) 다음의 委員會를 構成하여 今年度 第二次 理事會의 인준을
10月24日( )

얻기로

한다.

名 稱 : 69년도 硏究發表會, 學術討論會 開催準備委員會(略稱 準備委)
委員長 및 委員, 委員長 : 金正洙
委 員 : 金致榮, 嚴相燮, 申鉉千, 崔春鎬, 嚴章鎰,
盧載喆, 尹甲炳, 權宅淵, 金星一, 朴漢植,
金應泰, 李昌駿, 李正實, 朴乙龍, 韓弼夏,
鄭英鎭, 李鍾律, 金炯堡, 張英植, 姜鍾植
以上 21名
第一小委(解析學, 代數學)
委 員 : 金炯堡, 李禹翰, 嚴章鎰, 金應泰, 盧載喆, 權宅淵, 金星一, 尹甲炳
第二小委(幾何學, 位相數學)
委 員 : 金致榮, 嚴相燮, 朴乙龍, 張英植
第三小委(統計學, 應用數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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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鎬, 申鉉千, 朴漢植, 金正洙, 劉熙世, 鄭英鎭, 姜鍾植
第四小委(數學敎育)
委 員 : 金應泰, 金致榮, 李正實, 韓弼夏
(c) 準備委 一次會合을 다음과 같이 갖는다.
日 時 : 6月 7日(土) 2.00
場 所 : 文理大 講義室(數學科)
(d) 今年度 第二次 理事會를 다음과 같이 갖는다.
日 時 : 5月31日(土) 2.00.
場 所 : 文理大 數學科 講義室
案 件 : 1. 準備委 認准
2. 總會理事 主管側에 대한 補助金
3. 其 他
iii) 編輯委員會 經過報告(李禹翰)
(a) 今年度 Journal 의 番號는 各各 Vol. 6, No. 1 및 Vol. 6, No. 2 로 함.
(b) (仔細한 內容은 李禹翰 理事가 作成키로 함)
iv) 其 他
(a) 第二次 理事會開催通報 : 5月 25日
準備委員會 위촉장 및 開催通報 : 6月 2日
(b) 參考 : 總會開催를 위하여
ㄱ. 各道 敎育委, 文敎部에 協力要請.
ㄴ. 各會員에게 參, 不參을 확인할 수 있는 通知方途를 강구할 것
等.
委 員

: 崔

-

第 三 次 常任理事會 -

∘日 時 : 1969年 7月 12日
∘場 所 : 서울大 文理大 數學科
∘參席者 : 朴敬贊會長, 吳龍鎭(위임), 韓弼夏(위임), 劉熙世(위임),

張在一(위임), 李星憲(위임), 趙炳國(위임), 朴種根(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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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討議案件

浹, 朴乙龍(以上 11名)

鄭鳳

費引上案(1,000원 정도)
2) 贊助會員制 實施案
3) 任員 任期改正案(2年案)
以上 案件을 主로 論議키로 하였으나 多大數理事의 委任出席으로 正式討議
를 保留하고 出席理事 三人의 私談形式으로 大體로 贊成한 것으로 記錄에 남
겨두기로 하였음.
이 案件 以外에 會員 Card 作成, 科技處 補助金問題, 民衆書館에 諒解를 얻
는 件, 各理事의 自進募金活動에 대한 意見을 交換하였음. 以上
1) 會

-

第 二 次 理事會 -

∘日 時 : 1969年 10月 25日
∘場 所 : 檀國大學校 小講堂
會議錄 內容은 본문 第二部에 있음.
術討論會 準備委員會 -

- 學

∘日 時 : 1969年 6月 7日 14:00
∘場 所 : 文理大 數學科 硏究室
∘參席者 : 金正洙(委員長), 朴漢植, 盧載喆, 嚴章鎰, 金炯堡, 嚴相燮, 李禹翰,
議進行 :

宅淵, 尹甲炳, 劉熙世, 崔春鎬, 張英植, 朴乙龍, 以上 13名

權

會

開催 理事會(第二次)에서의 經過報告
ii) 討議事項 :
(a) 講演會 開催를 爲한 準備委員을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金正洙, 申鉉千, 李禹翰, 朴乙龍
(b) 招請講演者로서 爲先 在美(現在佛)인 林德相 敎授에게 交涉한다.
(c) 上記 委員은 核業務를 推進, 7月末까지 本委員會에 報告한다.
i) 69.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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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上記 委員을 더 擴大 委囑하여 다음과 같이 小委員會를 構成한다.
委員 : 金炯堡, 金致榮, 金正洙, 盧載喆, 申鉉千, 李禹翰, 朴乙龍
따라서 前記 a,b,c 項의 事業은 本小委員會에 吸收된다.
(e) 各小委에 幹事를 定한다.
第 1. 金炯堡 第 2. 金致榮 第 3. 崔春鎬 第 4. 金應泰
(f) 各 幹事는 各小委의 活動狀況 및 結果를 다음 日時까지 報告하여야
한다. 日時 : 69. 7月 末日
(g) 幹事團은 69. 10月 25日 學術討論會를 主管하고 그 記事를 作成하여
委員長에게 提出한다.
(h) 硏究發表會의 運營計劃은 大體로 若干分科로 나누어 發表申請終事
具體案을 主管側과 준비 委員長이 이를 作成한다. 以上
( )

術討論會 準備委員會 -

- 學

∘일 시 : 1969. 9. 6. 16:00
∘장 소 : 서울大 文理大 數學科
∘참석자 : 金正洙, 金致榮, 崔春鎬, 嚴章鎰, 盧載喆, 權宅淵, 李禹翰, 장영식,
炯堡, 嚴相燮, 申鉉千, 朴漢植, 韓弼夏, 朴乙龍

金

I) 경과보고(朴乙龍)

임덕상씨 초청강연회는 금년 겨울방학이나 내년 5월에 대학원생을 대상
으로 약 1주일간 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iii) 주관측은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iv) 진행표를 9:20 까지 각 대학에 보내고 발표자, 발표제목을 접수록 주관측
ii)

은 추진한다.

v) 발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주관자측에 보내어 주관자는 위원장에게 요지
(abstract)를 제출한다.
vi) 총회당일 주관측에서 서울운동장까지 뻐스운행을 할 예정임.
vii) 차기준비위원회는 9월 30일에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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輯

- 編 委員會 -

∘일 시 : 1969. 9. 6. 14:00
∘장 소 : 서울大 文理大 數學科
∘참석자 : 金濟珌, 朴乙龍, 李禹翰, 盧載喆, 金正洙, 嚴章鎰, 朴世熙, 金致榮,
위

劉熙世

위 설명(李禹翰)

I) 편집 원회 구성경

Referee는 명단을 결정하지 않고 편집위원장과 담당위원이 필요시 결정함.
iii) Referee는 단수제를 택함.
iv) 위원장은 편집업무 필요시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
v) 회보에는 abstract만 제출하되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전문을 게재할 수
ii)

있다. 단, 전문 게재는 되도록 피한다.

(사) 1970년도 회의록
-

定期總會 -

∘日 時 : 1970年 10月 23日 14時 30分
∘場 所 : 忠南大學校 文理科大學 學生會館
∘參席人員 : 104名
∘經過報告 :

次 걸쳐 硏究發表會 學術討論會 및 講演會 開
催를 위한 準備委員會 ( 委員長 金正洙 會員 )를 개최하였음.
ii) 1969年 11月 會誌 ( Jour. K.M.S. ) 제6권 제2호를, 1969年 12月 會報 ( Bull.
K.M.S. )제6권을, 1970年 4月 會誌 제7권 제1호를 발간하였음.
iii) 駐韓 獨逸文化院 ( Goethe-Institute, Seoul )으로부터 Bode Volkmann 博士
의 來韓 講演會 主催를 提案받고 이를 1971年 봄에 시행하기로 受諾하였
음.
I) 1970年 7月, 9月, 10月의 3 에

∘任員改選

i) 會

長 : 無記名 投票로 在席 104명중 68票로 金正洙 會員이 選出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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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會長 : 總會의 決議에 따라, 會長이 前任 會長團 ( 朴敬贊, 吳龍鎭 ) 과
嚴章鎰, 安在求, 姜鐘植, 田大植, 辛龍泰, 朴世熙 會員을 詮衡委
員으로 위촉한 후 詮衡委員會의 提議에 따라 朴乙龍, 孫文求 두
會員을 總會에서 副會長으로 選出함.
iii) 理 事 : 總會의 決議에 따라 新任 會長團 과 上記 6會員으로 이루어진
전형위원회가 別紙 名單과 같이 理事陣을 提請하여 總會의 認
准을 받음.
iv) 監 事 : 總會 決議로 會長에게 選任權을 委任함.
ii)

∘討議案件

任 會長團에 대한 感謝의 뜻을 表할 것을 新執行部에 委任.

前

事

- 理 會 -

∘日 時 : 1970年 11月 14日 ( 土 )14時 - 18時
∘場 所 :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數學科 345 號室
∘參席人員 : 理事 38名 중 21名 參席, 7名 委任 (名單省略 )
∘議決事項

常任理事會構成 : 常任理事는 3名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選出함.
總務理事 : 朴世熙, 編輯理事 : 宅淵, 財務理事 : 申鉉千
ii) 次期總會 : 1971年度 總會 및 發表會 主管을 高麗大學校 理工大學 數學科
에 要請기로 決定하고, 開催日字는 10月 하순에서 11月 초순으로 하기로
內定하였음.
iii) 有功者表彰 : 前任 會長團 및 有功者에 대하여 적절히 表彰하기로 하고,
이를 常任理事會에 委任.
i)

-

常任理事會 -

事選出 : 會長은 總會의 委任에 따라 1970年 11月 1日字로 崔至薰, 閔士基
두 會員을 監事로 委囑하였음.
ii) 編輯委員會構成 : 會長은 編輯理事의 提請에 따라 1970 ∼ 71年度 編輯委員
i) 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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囑 음 ( 名單別面 ).
iii) 發表準備委員會 : 會長은 常任理事會의 諮問을 얻어 1971年度 發表準備委員
을 11月 28日字로 委囑하였음 ( 名單別面 ).
iv) 뉴우스레터 發刊 : 12月 10日字로 뉴우스레터를 發刊하여 全會員에게 發
送 하였음. 내용은 大田總會 이후의 學會活動 狀況을 알린 것임.
v) 有功者 表彰 : 常任理事會는 다음 有功者들에게 記念패를 贈呈하였음
(*는 作故會員 )
崔允植 , 張起元 , 朴敬贊, 吳龍鎭, 尹甲炳, 禹聲九, 李禹翰, 李俊鶴
vi) 贊助會費 接受 : 1969年度 定期總會의 決議에 의한 贊助會費를 接受하였
음. 1970年分 納入者는 다음과 같음 (*는 2口座 ).
延世大, 陸士 , 檀國大, 公州師大, 忠南大, 梨花女大, 朝鮮大, 高麗大,
大田大, 慶北師大, 서울敎大, 仁荷工大, 全南大, 서울文理大, 서울工大,
成均館大, 西江大
vii) 科技處 年末報告 : 1970年 1月 10日字로 科學技術處에 學會活動狀況 年末
報告書를 提出하였음.
을 11月 28日字로 委 하였

*

*

*

輯

- 編 委員會 -

i)

原稿마감 및 提出處 : 71年度 會誌 ( Journal )와 會報 ( Bulletin ) 原稿를 다음
과 같은 要領으로 接受하기로 함.
K.M.S. Journal, Vol. 8, No. 1 (4月) 2月 28日까지
K.M.S. Journal, Vol. 8, No. 2 (11月) 9月 30日까지
原稿는

대한수학회 회보 제 8권 (12月)

10月 30日까지

特別市 鐘路區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數學科內
大韓數學會 事務室
또는 編輯委員長 또는 各 分科別 編輯委員이 接受하기로 함.
ii) 會誌 및 會報 發刊 : 會誌 제 7 권 제 2 호의 原稿를 審査한 後 이를 發刊
11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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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또 本會報를 發刊하였음.
iii) 決議事項 : 1970年 12月 5日의 第1次 編輯委員會에서는
(a) 雜誌發送 범위를 美國 ⋅ 日本 ⋅ 西歐로 확장하기로 하고, 또 國內 各
大學圖書館 등과도 交換制度를 시행할 것을 常任理事會에 建議했음.
(b) 雜誌 印刷部數를 1000部 정도로 할 것을 건의했음.
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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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大韓數學會

定期總會時 學術發表 現況
(가) 1963년도 연구발표자

및 제목

목
Spectral theory on completely additive set functions
A topological consideration of the p-adic number field
A note on n-dimensional factors of I n + 1
n q z 의 近似値
Einsteins connection in terms of *g
A representation theory of continuous linear maps
The complement in the lattice of congruence relation
of a lattice
On invariant subspace of almost complex space
Coharmonic transformations in recurrent and
Ricci-recurrent Riemannian space
A note of topological space
李朝 數學史科 數種
On the zero dimensional homology groups
A note on the completeness of uniform space
On the mapping of algebraic systems
Uniformizability
On adjoint complex manifold
The radical of topological abelian groups
素數의 積에 關하여
Order in integral domains
One parameter continuous groups of transformation
and expansion space
제

λ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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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郭孝喆
田大植
金濟珌
崔至薰
鄭慶泰
宋基善
崔泰浩
蔡潤基
白龍培
崔玲子
張起元
蘇光鎬
張英植
金良輔
金致榮
安在求
河光喆

소 속

全北大
全北大
서울大
서울大

延世大
延世大
慶北大
慶北大
大邱敎大
全北大
延世大
全北大
檀大
全北大
延世大
慶北大
서울大

全州
相容 海星
高
金容雲
全北大
尹玉鏡
海士
李

(나) 1968년도 연구발표자
제

및 제목

목

Note on infinitesimal η-conformal and
CL-transformations
On the DF test of the symmetry problems
A note on quasi-compact mapping and decomposition
under closed mapping
Note on the characterization of minimal T 0 space
Totally umblical hypersurface in K-contact
Riemannian manifold
On Killing tensors in a Kaehlerian space
A note on extensions of topologies
Degenerate* cases of the Einstein's connection
in the g -unified field theory(I)
Conformal change in the Einstein's *g -unified
field theory (I) & (II)
A note on the convex set
지수분포와 정규분포의 고찰
Induced operational spaces by the function class K 0
λν

λν

발표자

소 속

奇宇恒
金潤和
金鍾哲
朴淇鉉
朴弘緖
嚴相燮
吳德洙
張健洙
鄭慶泰

慶北大
全北大
嶺南大
慶北大
嶺南大
成均館大

慶北大
空士
延世大

鄭漢永

서울大

발표자

소 속

禹翰
權宅淵
鄭在明

서울大

許萬東 慶北大
許 源 釜山大

分科別 學術討論
第1分科 ( 代數學 )
제

목

環論의 한 傾向
Finite dimensional Lie algebra with primitivity of
universal enveloping algebra
On the structure space of a certain class of 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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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工大
高麗大

서울大
工大

第2分科 ( 幾何學 )
제

목

발표자

On complex and contact structure
On the study of the total curvature of
immersed manifolds
第3分科 ( 位相數學 )
g

Topolo y 와

Category

제

목

발표자

成均館大

南大

忠

소 속

致榮 延世大
서울大
金濟珌
文理大
金

Sequentially complete spaces

第4分科 ( 解析學, 數學敎育 )
f

嚴相燮
辛龍泰

소 속

제

목

Some properties o the operator set

N
A[ ∏
( T ),T ]
k= 1 Δ k k

最近의 數學敎育의 理論上의 諸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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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소 속

盧載喆

西江大

應泰

金

서울大
師大

(다) 1969년도 연구발표자

및 제목

제 1 회장 대수
제

및 해석학

목

Extension of Hahn-Banach theorems
Analytic extensions and local spectra
On the multipliers of Banach algebra
with approximate identity
On a generalization on the distribution space
The convolution of tensor product on vector space
On the irreducible closed sets in the hull-kernel
topological space of a ring
Some properties on the sheaf and related topics
On CW complex
On Boolean algebraic-ideals
On the conservative bet

g

소 속

이수만

대전대

노재철

서강대

정동명

연세대

김형보

단국대

엄장일

부산대

박 안

서강대

장영식
소광

단국대
전북대

승

호

차형구
유희세

양
려

한 대
고 대

위상수학 및 기하학

제 2 회장
제

발표자

목

d f ä
f
fd
N
f f d
ä
fd
O
j v v f
C
f
g
d ff
N
d
f
R
w
d ff
O
fd f
fd
N
g

Tan ent bun le o a K hlerian hypersur ace
in an almost contact mani ol
otes on sur ace o co imension 2 in
K hlerian mani ol
n the pro ecti e co er o the Stone- ech compactication o a completely re ular Haus or space
otes on close hyper-sur aces in a iemannian
space ith certain i erential equation
n K-theory
Submani ol s o Sasakian mani ol s
ote on maximal toplo 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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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소 속

균

엄상섭 성 관대

석 경북사대
박영림 해 사
기우항 경북사대
이기안 한양대
백용배 대구교대
박진

오해수 경북문리대

목

제

발표자

소 속

발표자

소 속

Note on maximal hereditarily compact space
박영식 부산대
r
C
An openness theorem of
embeddings of
신용태 충남대
certain Hilbert manifold
A remark on function spaces of quasi-uniform spaces 배철곤 경북대
第一分科 ( 代數 및 解析學 )

分科別 學術討論

제

목

U(6.6) symmetry
Iterative of the Dirichlet problem for Δu = bu 2n
A note on the Köthes conjective
On the weak radical theory

호

민 기 서울공대
김성기 서울공대
이현구 서울대
이우한
서울공대
정재명

第二分科 ( 位相幾何學 )
목
On infinite dimensional manifolds
In the quotient-like extension of C ( X )
제

발표자

소 속

발표자

소 속

신용태 충남대
박영림 해사

第三分科 ( 應用 및 數學敎育 )
제

Computer 의 원리와 응용
On the brenching process
현대 수학교육의 문제점

목

이우한 서울공대

유희세 고려대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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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970년도 연구발표자

및 제목
分科別 硏究發表會

第1分科

목

발표자

Systems o al ebras an their limits
A note on questions o atomic measure an
sin ularity
n eakly primiti e i eals
n the relation bet een sin ular an
S-sin ular or measure
n atomic measures

박영

림

소 속
국방부

우정수

경북대

박재

서울대

오해수

경북대

A note on Hop al ebras

이 재

전북대

f g

g

O w
O
g
O

f

제

f
v d
w

d

d

g

d

f g

걸
이인석
홍

경북대

第2分科
목
발표자 소 속
Notes on C-compact spaces and
김홍오 경북대
functionally compact spaces
Notes on submanifolds of codimension 2 in
김운규 경북대
almost contact manifolds
Relations between almost continuous functions,
김종철 영남대
connected functions and connectively functions
김용운 한양대
Almost convergent topology
A note on hypersurfaces of almost contact manifolds 박진석 경북대
Openness theorems of C r immersions or embeddings 신용태 충남대
of some Hilbert manifolds
Local discrete extension of topologies
박영수 경북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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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제

Curvature of a noninvariant hypersurface of
a quasi-Sasakian manifold
The problem of Nomizu-Smyth on a locally product
Riemannian manifold
On the submanifold of locally product
Riemannian manifold

발표자

소 속

균

엄상섭 성 관대

백용배
박홍서

부산대
영남대

第3分科

목

제

발표자

소 속

A ecomposable operator in the irect sum o
Hilbert spaces
The error estimation or a inite i erence anlo o
the irst biharmonic boun ary alue problem in n

노재철

서강대

최동구

서울대

In ormation an entropy in probability spaces

최

d

f

d
f d ff
d v

f

f

d

d

f

g f

E

A note on quasi-pseu o-metrizability

g

d

f

g

Homolo ical imensions o polynomial rin s

춘호
오덕수

양

한 대
경북대

선

김용희

조 대

발표자

소 속

김정수

서울대

박을룡

서울대

이정실

문교부

발표자

소 속

훈

서울대

講演會A
제

목

응용수학
空間像의 理解

망

중등 수학 교육의 전

講演會B
제

목

Bayesian Estimation
- 135 -

최지

學

第1分科

術討論會

목

제

발표자

Decomposition of an isometric linear transformation
Several types of algebras
On the semi-simplicity of group rings

소 속

국방과학
연구소
이기안 한 대
정경수

민사기

양
조선대

발표자

소 속

채윤기

경북대

발표자

소 속

김태부

육사

김영택

서울대

발표자

소 속

이우한
박을룡
김정수

서울대

第2分科
목

제
Multi-Mob 에 관하여

d定理의 無限次元多樣體에 對한 擴張과 그 應用
Bytopological function spaces
Sar

신용태 충남대
김용운 한양대

第3分科
v g

f

목

제

d ff

d

In esti ation o the i erential boun ary operator
the inte ral boun ary con ition on a semi-axis

g

d

d

Branch generating Algol complier

with

第4分科
제

컴퓨터 과학의 교과 과정 연구

목

대학 수학 교육 과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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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術誌에 揭載된 內用의 題目

7. 大韓數學會 學
(가) 數學

敎育 에 게재된 내용의 제목 및 저자
數學

敎育

제

제

목

一 집 (1955년)

創刊에 際하여
數學敎育 創刊을 祝함
大韓數學會誌 發刊을 祝함
數學敎育을 爲하여
雙曲線콤파스의 發明과 初等幾何學
日照觀測과 萬年七曜表
位相幾何學 小記
數學敎育의 몇가지 問題
國民學校 算數科 生活輔導案
數學科 臨時措置에 對하여
國民學校 算數科 課程(案)
中學校 數學科 課程
高等學校 數學科 課程
大韓數學會에 對하여
數學

제

敎育

저

자

崔允植

瑄根
崔奎南
曺夔煥
鄭求性
崔錫禎
全鎭培
C.K.W.
閔五植
文敎部
敎育課程制定委
李

"
"

편집자

제 二 집 (1957년)

목

最近數學의 動向
大學數學의 컬리큐럼 檢討
中學校數學科 課程
서울大學校 數學入試問題에 對한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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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崔允植

炯堡
曺夔煥
崔允植외 4인
金

제

v
小考
魔方陣 對하여
算用數字 書字指導上의 留意点
檢算에 對하여

목

In ersion에 대한

칙

회

제

敎育

자

洙
崔至薰
白圭鉉
閔五植
문교부과학기술
제정위원회
金正

수학 술어집

數學

저

제 三 집 (1958년)

목

저

자

回想과 要望
崔允植
高等學校 數學科 課程의 再檢討
鄭求性
機械工學 分野의 數學
이택식
電氣工學에 있어서의 數學
梁光錫
工業數學敎育의 展望
黃宗圪
Harr 의 測度에 對하여
洪性海
標本調査
崔至薰
特定된 幅의 信賴區間에 對한 標本의 크기 決定 解說
朴漢植
Extension of Harmonic vectors and killing vectors
S.S. Eun
Note on a mapping of connected components
M.S. Pae
An isolated point in a partly ordered set with interval
T.H.Choe
topology
A correspondence on Laguerre spaces
J.K. Ahn
Some relation between homology and homotopy groups
K.S. Kim
in the singular complex
Projective manifold
C.W. Lee
Compactness of unit ball in Banach space
C.W.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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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On the some theorem of Lie algebra
A consideration of next proposition by the diagram
On the radical of the topological abelian groups

저

자

J.B. Kim
D.K. Kim
K.T. Hahn

목 및 저자

(나) 數學 에 게재된 내용의 제

論

數學

제1권 1

호 (1964년 4월)

文

제

목

On the compactness of the structure space of a ring
Open subgroups in character group
解 說
제

목

Jordan algebras
實數와 位相
函數解析學 - 位相벡터 空間을 主로 Banach algebra
韓國數學史料數種
硏究問題의 紹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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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禹翰
申弘澈
李

저

자

徐泰日
金致榮
宋基善
河光喆

張起元
編輯部

書 評
제

목

d
f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manifolds
Intro uction to inite mathematics

論

數學

저 자
禹聲九
慶泰

鄭

호 (1965년 10월)

제2권 1

文

제

목

f f
Addenda to “On the compactness of the structure
space of a ring"
On the light mappings
Prime ideals in Banach algebras
U(12) algebras
A note on the completeness o uni orm spaces

解 說
實數와 位相(繼續)
多樣體의 微分構造

제

목

저

자

저

자

張英植
李禹翰
朱鎭球
尹玉榮
민호기

致榮

金

朴漢植

張起元

韓國數學 史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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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數學

호 (1966년 10월)

제3권 1

文

목

제

On singular matrices
A note on the order in B algebras
A note on tensor product of topological linear spaces
A note on the Bochner-Herglotz-Weil-Raikov theorem
A characterization of paracompact spaces by the filters
*

in them

解 說
제

목

刊

제

L Royden: Real Analysis

목

H. .

자

鎭培
김종식
金

권영권

곤

제해

홍성사

저

노름空間에서의 微分에 關하여
Homology 代數 <基礎槪念을 中心으로하여>
三次元線幾何學의 Tensor 取扱 I
新

저

자

宋基善
李起安
鄭慶泰

紹

저

介
致榮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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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數學

論

제4권 1

호 (1967년 10월)

文

g

g

제

목

Sin ular inte ral equations

On completely 0-simple semigroups with their graphs
On a subgroup of the modular group
Sequentially complete uniform spaces which are
not complete

g

Tri onometry in a hyperbolic space

On the consistency and independence of a system
of axioms of the propositional calculus
解 說

저

자

호
金鎭培
尹在漢
민 기

高英昭

한경택

호

한병

제

목

저

자

제

목

저

자

次元線幾何學의 Tensor 取扱(II)

三

書 評

Feller, W. : An introduction to probability theory and
its applications, Vol. II, Wiley,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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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健洙

劉熙世

誌 ( Journal of the KMS )에 게재된
논문의 제목 및 저자

다. 大韓數學會

大韓數學會

제

誌
목

제5권 (1968년 11월)

저

자

d f
Chi-Hoon Choi
d v
f
df
Mappings generating upper-semicontinuous
decompositions of the spaces with coherent topologies Sehie Park
A new proof of a theorem in the matrix ring
Wuhan Lee
The simple mo el o the recurrence time in the
repro ucti e pattern o a marrie emale

On a conjecture Fekete
f

g

w

H a S. Hahn

f

A criterion that a unction belon to all ree maximal
( )

CX

Point-like decompositions of S which do not yield S
On the identity component of topological groups
Some remarks on non-symmetric Affine connections
n

On semi-simplicity and weak semi-simplicity
On optimum allocation in stratified random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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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Jehpill Kim
Jehpill Kim
Jaihan Yoon
Ok Kyung
Yoon
Jae Myung
Chung
Jongho Kim

大韓數學會

誌

제

호 (1969년 4월)

제 6 권 1

목

On functors text over commutative rings
On the pseudo-Riemannian spaces
Rings of continuous functions with realcompact
supports

C

f

f f

d

Stone- ech compacti ications o in inite iscrete
spaces

제

誌

제 6 권 2

목

자

L
Eulyong Pak
Kyungbai Lee
Keean ee

g

Sun Ki Kim

On sub-H-groups of an H group and their duals
A note on de Bruijn's number system
大韓數學會

저

호 (1969년 11월)

P

Kisoo ark
H. S. Hahn

저

자

g
d with the generalized Hokee Minn
f
Integral estimate for an elliptic system of partial
differential operators with mixed boundary operators Hyun Chun Shin
On Boolean algebraic ideals of Boolean algebras
Hyung koo Cha
On the irreducible closed sets of special structure
Seung Ahn Park
spaces of rings
A note on certain inte rals relate
hyper eometric unctio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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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數學會

제

誌

호 (1970년 4월)

제 7 권 1

목

g f
f
d ff
On the weak primitivity of matrix rings
A note on the complexification of a ring
Analytic extensions and local spectra
Openness theorems on C immersions and
embeddings of some Hilbert manifolds

Hyun

r

제

v

誌

호 (1970년 11월)
저 자

제 7 권 2

목
f df
Einstein's

g

A note on the e aluation o a e inite inte ral

Degenerate cases of the
connection in
* g -unified field theory, II. The tensor * U
On weak extensions of a topology
Some remarks on dimensions of topological spaces
Door topologies on an infinite set
λν

자

Chun Shin
Wuhan Lee
Young L. Park
Jae Chul Rho
Yongtae Shin

An inte ral or an elliptic system o
partial i erential equations

大韓數學會

저

νλ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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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the K. T. Chung and
K. S. Chang
Sehie Park
Chinhong Park
Yewky Kim
H. M. Sri asta a

報 ( Bulletin of the KMS )에 게재된
내용의 제목 및 저자

(라) 大韓數學會

大韓數學會

제

報

제 5 권 (1968년 12월)

목

主觀的確率의 統計學的 應用 - 模糊事前分布와 古典統計學
環論의 한 傾向
複素多樣體와 接觸多樣體
Spectral theory 에 있어서의 諸問題
On the studies of the total absolute curvature of
immersed manifolds
最近의 數學敎育의 理論上의 問題點
On the sufficiency of a single logical sign for the truth
functional mode of composition
A note on the convex set
On the structure space of a certain class of rings
N
Some properties of an operator set A [ ∏ Δ k( T k), X ]
k= 1
Strong condition that a stationary stochastic process is
Ergodic
函數解析學關係書籍紹介
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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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至薰
李禹翰
嚴相燮
崔

盧載喆

Yong Tae
Shin

應泰
Byung Ho
金

Han

g
C g

Hanyon
hun

Jae Myung
Chung
Jae Chul Rho
Yong-Don
Kim

盧載喆

大韓數學會

報

제

제 6 권(1969년 12월)

목

無限次元 C r 多樣體에 대하여
一次聯立 方程式의 數値解法에 對하여
群의 生成系에 있어서의 制限된 Burnside의 문제에 對하여
Iterative solutions of the Dirichlet problem
for Δu = bu 2n
Syntax-directed self-organiging compiler
특별강연요지-사회과학의 수리적 처리
Computer design 의 數理的 문제
1969年度 函數解析學 國際會議 報告
大韓數學會

제

報

제 7 권 (1970년 12월)

목

모
A Measurement of political power in voting
Syntax directed on-line recognition of cursive writing
Sard 定理의 無限次元多樣體에 대한 擴張과 그 應用
Affine 接續의 射影變換의 擴張
大學에 있어서의 콤퓨타科學 敎育課程
崔允植博士를

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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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辛龍泰
李禹翰
朴泰燁
金成基

김영택
성기수

榮澤

金

盧載喆

저

자

朴世熙

錫

韓華

榮澤
辛龍泰
尹玉鏡
李禹翰
金

附 錄二

硏究所’ 구상

崔允植의 ‘數理科學

敎育 第三輯 : ‘回想과 要望’ -

- 數學

昨年(4290年) 春季 大韓數學會定期總會는 서울大學校文理科大學에서 開催
하였을 때에는 不完全하나마 數學敎育第二輯을 配布하였다. 其內容으로는 大,
高, 中, 國民學校數學敎育全般에 관한 것이었다. 大會時에 發表한 論文題目으
로는 慶北大學校 朴鼎基敎授의 群論問題, 朴乙龍氏의 微分幾何問題, 全北大學
李起安氏의 測度問題, 公州師大 劉熙世氏의 統計問題, 서울大 姜信元氏의 特
殊函數論問題 其他 十數余人의 硏究發表가 있었다. 秋季臨時總會는 慶北大學
校文理科大學主催로 同大學大講堂에서 開催되었다. 同大學總長을 爲始하여 同
大學院長, 文理科大學長, 同師大學長等의 激勵辭에 이어 同師大敎授 吳龍鎭氏
의 楕圓函數論, 延世大學校理工大學長 張起元氏의 韓國固有의 高等數學, 筆者
의 數學敎育價値論과 學會에 關한 特別講演이 있은 后 十余人의 硏究發表가
있었다. 特히 釜山 서울等 遠距離에서 多數 參席하여 莫大한 成果를 울렸다.
主要한 演題와 述者는 다음과 같다.
On the projective connection space and general projective geometry
of paths
朴乙龍
Notes on Kaehlerian metric
by Sang-Seup Eum
On the projective and conformal transformations in the metric manifold
with torsion
by Jae-Koo Ahn
Note on a lattice-isomorphism between finite groups with complete
partitions

by Tae-il Suh

Notes on the lattice-ordered groups
by Tae Ho Choe
Uniform topology on a group
by Mi-Soo Pae
輩美秀氏는 女流數學家로 本是 醫師였던 분으로 紅一點의 異彩를 나타내
었다. 金鎭培氏의 Jordan Algebra, 河光喆氏의 Ideal 과 Finite set 사이의 一
考案, 吉善亨氏의 On the connection on the Gauss-Bonnet theorem and
Euler-Poincaré characteristics, 尹玉鏡氏의 On the order relation and
application, 尹在漢氏의 The property of automorphism indeced under
involving correlation, 張在一氏의 topology, 金冑漢氏의 Banach space, 筆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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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

f

Fourier series 等 特히 慶北大學校에서
는 雜誌를 英文으로 發刊하여 全世界에 頒布한 것은 우리 數學界 의 存在를
널리 알린데 對하여 讚揚 할 바라, 今春 五月三一日에 서울大文理大에서 定期
總會를 開催하였을 때에는 제법 틀이 잡혀 軌道에 오른 感이 있다. 硏究發表
論文은 本誌에 揭載하였는 故로 再錄을 避한다. 回想을 좀 더 한 后 今後의
覺悟를 새로히 하고 할 바를 要望하여 보자. 海外에서는 旣性 昨年度에 林德
相君이 類体論에 關하여 Indiana大學에서 Ph.D.를 獲得하고 現在 Columbia大
學에서 硏究中, 今年度에 들어 Michigan大學에서 權景煥君이 Characterization
of the n-space through decompositions; and related topics에 對하여 Ph.D.
를 따고 方今 Tulane大學에서 助敎授로 在職中, 尹甲炳氏는 Syracuse大學에
서 Harmonic Integral에 關하여 論文을 내여 Ph.D. 를 얻고 方今 歸國中이다.
또 李正淋君은 University of Virginia 에서 covering spaces and simple
connectedness 의 論文을 내여 有名한 Duke Math. Journal 에 揭載된 것은
賀賞할만한 일이다. 其他 曾往 李林學氏가 Canada에서 Ph.D. 를 따서 이름을
날리고 , 張範植君, 鄭魯燮君, 金良淑孃等 筆者의 知名人으론 以上이나 其他
十余人이 修數學中이라고 안다. 先進國에 比하면 其 量에 있어서 아직 比較
할 바 못되고 質에 있어서도 遼遠한 感이 난다. 그래도 解放直後에는 單 하나
의 數學科도 없었는데 雨後竹筍格으로 國內 十余大學에 數學科가 생겼으니
量으로는 慶賀할만한 일이다. 이제 數學의 將未를 展望하고 現在로서는 우리
는 무엇을 要望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자. 數學의 將未를 내다보려면 먼저
未解決問題부터 들어가서 생각하는 것이 賢明할 것이다. 未解決問題는 하도 많
지만 假令 Fermart 의 大定理 ( xn + y n = z n , n >2 , 이것의 整數解는 없다.),
四色問題(地圖에 色을 칠하는데 隣接한 나라는 서로 다른 것으로 할 때 四色
으로 必要, 充分하냐?)等等 그 中에 20世紀前半期에 있어 有名한 David
Hilbert(1862 ∼ 1943)에 依하여 1900年 Paris 國際數學會議에서 提示한 23個의
問題를 列擧하여 보자.
1. 連續体問題 (連續体의 濃度는 可算濃度 ℵ 0 의 다음에 오는 濃度 ℵ 1
卽 2 ℵ 0 =ℵ 1 一般으로 α≥0 에 對하여 2 ℵ = ℵ + 1 이란 推測을 廣義
連續体假說이라 함) 未解決
A metho o summation o multiple

α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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術公理의 無矛盾 (數學基礎論) 未解決
3. 低面積과 高가 各各 같은 두 四面體의 體積이 같은 것을 合同公理로 만
의 證明不可能 (幾何基礎論) 解決 (M. Dehn 1900)
4. 直線이 最短距離를 주는 幾何學의 組織的硏究 (幾何學基礎論) 未解決
5. 位相群이 Lie群일 條件
(解決 A.M. Gleason, D. Montgomery, L. Zippin 1952)
6. 物理學 各部門의 公理的 다루기
7. 各種 數의 超越性의 證明
( 2 2 에 對하여는 A.D. Gelfond 1934, T. Schneider 1935 解決)
8. 素數 分布의 問題 特히, Zeta函數의 零點分布에 關한 Riemann 의 豫想
9. 一般 congruence law (類体論) (解決 高木 1921, E. Artin 1927)
10. 不定式 方程式의 有理整數解의 存在를 有限번의 수단으로 判定 하는 것
(不定方程式論) (未解決)
11. 一般代數的 數体에서의 二次形式論 (解決 Hasse 1928)
12. 類体 의 構成問題 (虛數乘法論) 未解決
13. 一般7次代數方程式은 二變數의 連續函數의 合成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未解決)
14. 体 K 위에서 x1,x2,…, xn 의 多項式 f 1,f 2,…, f m 을 주었을 때
F ( f 1,f 2,…,f m ) 이 x1, x2,…,xn 의 多項式이 되는 有理函數 F 가 만드는
Ring 에는 有限基가 있는냐 (卽 有限個 의 F 1,…,F N 을 取하여 모든 F
는 F 1,F 2,…,F N 의 多項式 이 되게 할 수 있는냐) (未解決)
15. 代數幾何學의 基礎構成
(解決 B.L. Van der Werdan 1938 ∼ 40 A. Weil 1950)
16. 代數曲線, 曲面의 位相硏究 (未解決)
17. 實數体上에서 定符號의 有理函數를 平方和로서 나타낼 것
(解決 E. Artin 1927)
18. 몇個의 多面体와 合同인 多面体로 空間을 充진할 것 ( 未解決).
19. 正則變分問題의 解는 解析函數이냐 (楕圓型的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未解決)
2. 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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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 境界値問題 (楕圓型偏微分方程式)
21. 주어진 Monodromy 群을 가진 線形微分方程式은 存在하느냐 (未解決)
22. 保型函數에 의한 解析函數의 一意化 (Riemann 面)
23. 變分學의 方法의 硏究展開 (變分法의 直接的方法) (未解決)
等等인데 얼마나 많은 數學者가 이 list에 對하여 相議하였는지 또는 몇 사람
이나 이것으로 刺戟이 되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에게 重要한
영향을 주어왔고 또 將未에도 이 list에 있는 問題中 未解決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 限 계속하여 영향을 줄 것이다. Hilbert는 紹介의 말에서 時間의 經過에
依하여 그 重要性이 弱化되지 않는 問題를 强調하였고 그 當時 벌써 位相幾
何學에의 進一步를 엿보이고 있다. 自身의 專攻分野에 執着하고 있는 數學者
는 누구나 그에 關聯된 挑戰的인 問題의 list 를 쉽사리 만들 수 있을 것이다.
A.M. Stone 의 提案한 것은 첫째로 調和函數와 이에 關係되는 differential
manifolds 이다. 이에 對하여는 앞으로의 硏究가 解析學, 代數, 整數論, 位相幾
何學間의 關係를 明確히 할 것을 暗示한다. 다음에 偏微分方程式의 硏究다.
이 問題는 物理學의 刺戟을 받어 進步되고 있으나 아직 一般的原則이 缺如
한 未開部門이 많다. 數學의 現在와 將未의 큰 特徵은 各分野의 相互浸透에
있다. 그러므로 數學者가 가장 滿足스러운 結果를 얻으랴면 統一인데 이것은
抽象化 一般化를 不可避하게 한다. 그렇다하여 抽象化만 생각하여 結果의 具
象的인 경우를 잊어서는 안된다. 現代의 數學이 全部가 다 抽象性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할 必要가 없다.
幾何學의 古典分野 整數論 解析學 좁은 分野의 代數까지도 具象的인 問題
와 關聯되어 있다. 大端히 一般的이고 抽象的인 觀點이 採擇되었을 때라도 初
步的事項은 아주 特殊하고 具象的인 말로 表現할 수 있다. 이러한 分野의 發
展이 特히 整數論과 Topology에서 最近에 많이 나타났다. 素數整理와 같은
深奧한 整數論的結果의 基本的證明의 發見과 位相的 不變量을 限定하고 計算
하는 有力한 方法을 引用할 수 있다. 抽象을 具象化하는 面이 있기 때문에 數
學 各分野끼리의 相互浸透가 있을 뿐만 아니라 外部에 까지도 浸透하여 人類
福祉에 寄與하는 바이다. 物理學에는 勿論, 化學, 生物學, 社會科學에 까지도
미치었고 現代에 와서 計算器의 發遠로 不可能視하던 問題가 短時日內에 解
決을 지오주고 있다. 卽 數學者가 卓上의 理論으로 天文學的 數 以上의 것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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羅列하였을지라도 곧 그 結果를 알게 되니 科學이 超人間的으로 發展되여 드
디어 人工衛星時代가 된 것도 無理가 아니다. 끝으로 數學基礎論에 對한 簡單
한 考察을 하자. Hilbert 의 公理主義는 窮極的으로 未定의 前提를 許容하여
完全性問題 解決에 難色을 보이고 Brouwer 와 Weyl 은 直觀主義, Russell 의
論理主義, Poincaré 가 Cantor 의 Transfinite 의 領域으로 脫線하는 것을 憂
慮하고 數學이 論理보다 優越하다는 優越主義 어느 것이나 固執할 必要는 없
다. 우리의 全体(universe)나 또 그 한 쪼각인 數學이 完全하고 極히 矛盾이
없는 哲學的體系를 가졌다는 19世紀의 꿈을 抛棄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
된다. 그 代身에 우리 分野의 基礎가 完全한 確定性을 가질 것을 期待치 않고
더욱 冒險的인 精神으로 살아야만 한다. 實로 우리가 우리 論理의 完全性을
誇示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哲學的으로 지나친 것이며 또 우리가 公式
化하는 모든 論理의 體系가 틀림없이 不完全하다고 判明되리라는 생각도 不
合理하다. 어떤 경우에나 우리 數學者는 우리 分野의 基礎의 論理的硏究가 우
리에게 주는 興味를 明確히 하고 將未가 이 困難한 部門에 가져올 貢獻을 理
解를 가지고 歡迎하여야 할 것이다. 앞을 내다 보는데 우리가 받는 强力한 印
象은 數學의 强大한 潛在力에 對한 壓倒的인 sense 이다. 우리는 過去의 자랑
스러운 歷史的業績을 無色케 할만한 새로운 數學的發見의 入口에 서있는 것
같다. 이 發見이 무엇이며 또 現在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떠한 干係를 가
질런지는 未知數이다. 다만 우리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 뒤에 오는 後輩들에게
妨害되지 않고 全心全力으로 우리 앞에 알려져 있는 發展의 길을 開拓할 機
會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새 數學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要望하고져
한다. 먼저 그 趣旨를 說明하자. 今日 科學技術의 振興이 强調되고 있는데 自
然科學, 産業技術 거의 모든 面에 數學이 쓰이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數學
은 元來 應用上 必要에서 생긴 學問이나 時代에 따라 分化 專門化되어 純粹
數學으로서 硏究하게 되어 今日에서는 純粹數學이 다시 더 많은 分野로 나누
어졌다. 그러나 數學 諸 分野에는 本質的으로 共通한 것이 있어 어떤 方面의
應用을 爲하여 생각된 數學이 豫期치 않던 他 方面에 쓰이며 가장 純粹한 硏
究가 後에 應用에 重要하게 된 例는 적지 않다. 近來 諸 外國에서는 例컨대
New York 大學 數理科學硏究所, 蘇聯의 Steklov 數學硏究所, Cambridge 大
學의 Cambridge 數學硏究所, 和蘭의 數學中央硏究所等에서 數學과 諸部面의
應用에 關한 硏究가 純粹 應用區別없이 總合的으로 施行되어 顯著한 效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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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고 있다. 所謂 純粹數學과 應用數學은 더욱 接近하여 數學의 應用 部面은
더욱 擴大되고 있는 것이 最近의 情勢이다. 近時 數理科學의 硏究上 크게 變
革을 가져온 것 中의 하나는 高速度 計算機械의 顯著한 發達이다. 그로 因하
여 不可能視한 大規模 計算이 實行되어 理論上 應用上 一大變轉期를 招來하
였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現狀은 如何, 數學科는 거의 無
計劃으로 簇出시키고 中高等學校 敎師職에도 制限을 두었으니 此將奈何 有爲
靑年으로 하여금 高速文化에 寄與하는 意味로서도 다음과 같은 機關을 두기
를 要望한다.
I.

要 望

各國과 科學界의 現象에 鑑하여 다음 目的을 가지는 “數理科學硏究所”
를 設立하는 것이 適切 又 緊要하다고 생각한다.
目的 : 數理科學硏究所는 全國共同利用의 硏究所로서 다음 任務를 遂行하
므로써 우리나라 學問의 水準을 높이며 科學技術의 發展에 貢獻함을 目的으
世界

로 한다.
1.
2.
3.

II.

及 其 自然科學 産業技術諸部面에의 應用에 關한 硏究를 綜
合的 組織的으로 行하며 又 硏究者를 育成한다.
各種 計算機를 設置하고 各 機關의 統計를 迅速 明確케 하며 計算
機 製作을 硏究케 하여 自給自足케 한다.
大學, 硏究所, 各 機關의 要望에 따라 數學的 諸問題의 解決에 協力
케 한다.
數學

組 織 : 上記 目的을 達成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組織을 둔다.

硏究部(7部門 23 講座)
(一) 基礎科學 (1) 數理論理(計算學, 通信에의 應用包含) (2) 代數學, 整數論
(量子力學等에의 應用包含) (3) 幾何學(位相幾何學, 各種 多樣體, 場의 理論等
에 應用 包含) (4) 函數論(一變數 及 多變數複素數函數論, 特殊函數論,
Potential 論等 包含)
(二) 位相解析 (1) 位相線形空間(Operator論 Ergodic 理論을 包含) (2) 超函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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演算子法(Laplace, Fourier 變換法等을 包含) (3) 近似論理論(變分法, 攝動
法, 弛緩法, 差分法, 幾何光學等에 應用 包含)
(三) 函數方程式 (1) 常微分方程式(振動論, 攝動論, 漸近解法, 天體力學에 應
用包含) (2) 偏微分方程式(初期値問題, 境界値問題) (3) 積分方程式, 差分方程
式, 差分微分方程式(經濟學, System 工學等에 應用包含)
(四) 應用解析學 (1) 波動現象(電磁波, 彈性波, 流體波, 衝擊波 等) (2) 連續
體의 力學(流體力學, 彈性論, 塑性論, Rheology, Magnetohydrodynamics 等)
(3) 非線形問題 (4) 應用位相解析(量子力學, 場의 理論等에 應用) (5) 回路論,
自動制御理論
(五) 應用確率論 (1) 確率過程(擴散論, 統計力學, 非可逆過程論을 包含)
(2) 情報理論, 時系列論(取替等에 應用) (3) 推測過程論
(六) 計劃數學 (1) 線形計劃法(經濟學에 應用, 在庫管理論을 包含) (2) 實驗
計劃法(實驗 data 解析理論을 包含) (3) 方策決定理論(經濟學等에 應用包含)
(七) 計算數學 (1) 數値解析(計算의 Programming 을 包含) (2) 計算構造의
理論的硏究
B. 數値計算部(4課)
(一) 科學計算課(處理 過程이 많은 計算을 다룬다.)
(二) 産業計算學(處理 過程이 적은 數値計算을 다룬다.)
(三) Analogue 計算課(Analogue 計算機, 模型機械를 利用하는 計算을 다룬
數,

다.)

四 表課(函數表, 公式表의 整備保管)

( ) 數

III.

運 營

附設 또는 國立硏究所로 한다.
2. 所長, 主任硏究員(敎授, 副敎授) 硏究員(助敎授 專任講師 助手) 事務員 總
約 300 名
3. 組織은 上記 部課로 되는 것이나 其 部課는 固定되어 있지 않고 硏究의 發
展에 따라 機動的으로 組織하여 간다.
4. 硏究員에 對해서는 該課에 該當하는 硏究員이 없는 경우에는 兼務도 無妨
하고 追後 開設도 可, 또는 硏究員은 全國的으로 募集함은 勿論 單一課에
1. 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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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置重할 必要는 없다. 卽 數學科 出身에 限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必要에 依하여는 外國人 學者와도 共同硏究가 되도록 한다.
共同 硏究를 活潑케 하기 위하여 定員 外에 臨時硏究員 或은 特遇硏究員
을 둘 수 있게 한다.

V經 費

I .

1.

設立所要經費
土

地

建

坪

21,000坪
}5億5千萬
2,710坪

硏究設備費 12億 (小型, 大形計算器包含)
2. 年間經費
一般經費 2億(光, 熱, 水道, Gas, 圖書, 雜誌 備品 消耗費)
特別經費 4億(共同 利用의 硏究費, 旅費, 大形, 中形 計算器 設置料)
人件經費 1億5千萬
Total 25億圜 程度
海外에서 애써 硏究하고 其 職場을 故國에 얻지 못하여 歸國치 못하는 學
者가 적지 않고 後輩가 熱心히 工夫한 보람이 있게 하기 위하여 國家 百年大
計를 위하여 如上한 硏究 機關을 構想하여 보고 要望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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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錄三

老 數學者들의 回顧

元

1. 내가 만난 수학자들과 교수생활
朴

鼎

基 경남 거창 1915년생

졸업
동북제대 수학과 졸업
연희전문 수물학과
경북대 이학박사

려

연세대, 고 대, 경북대 교수
경북대학교 총장
학술원 회원

향

골

니

나의 고 은 경남 거창이다. 나는 시 서 학교 다 다 대구에

왔고

본 광도중학 5년에 편입, 졸업한 후 동경물리학교에 가려다 연희전
문학교 수물학과에 입학하였다. 학비는 이래저래 마련하였고, 일본에
서는 김성수 선생의 동생 김연수씨의 장학금 ( 三養 ) 으로 공부하였다.
동북제대 다닐 때 매월 60원씩 장학금을 받았다. 중학을 여기저기 다
녔는데, 중학생 때 문제이해는 쉬운데 풀기는 어려운 페르마 문제를
푼다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한 기억이 난다.
연희전문에서 광복 전에 이춘호교수는 대수학, 미분적분 등을 강의
하였고, 최규남 ( 물리학 ), 이원철 ( 천문학 ) 교수도 수학을 강의하였다.
이원철교수는 계산을 빨리 잘했다. 나는 장기원교수의 사영기하, 이춘
호교수의 미분적분 (그랜빌스미스롱리 지음 ) 강의를 들었다. 이춘호교
수는 미국에서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항일투쟁을 하다 감옥에도 갔
었다. 그는 잡담을 잘했다. 그 분이 서울대총장 재임 시에 국대안 사
건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은 총장 반대 시위를 하였었다. 그 밖에 나
는 연희전문에서 일반물리, 천문학, 양자역학, 토목공학, 유기화학, 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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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윤리학, 동물학, 식물학, 공업화학, 형이상학 등을 배웠다.
평일은 7시간씩, 토요일은 5시간씩 수업이 있었다. 학생 중에는 강의
를 듣지 않고 공부를 잘 하지 않는 학생도 있었는데 학과목 시험을
치르지 않아 두 서너 명 낙제하는 사람도 있었다. 연희전문 졸업 후에
는 대개 교원, 서울시 토목과, 농림, 측량, 철도 계통의 다양한 분야에
물학,

취직하였다.

나는 초등 6년, 중학 5년, 연희전문 4년, 동북제대 3년을 공부하였

알아듣던지 말던지 그냥 자기 나름대
로 강의하였다. 유명교수는 출장을 많이 다녀서 학생들은 강의가 언제
시작되는지 잘 몰랐다. 그런 교수는 여름방학 시작 전에 게시판에 광
고로 자기명함에 “6월 00일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는 식으로 학생들
에게 알렸다. 교수는 띄엄띄엄 멋대로 강의하고 자기하고 싶은 대로
떠들다 나간다. 학생들에게 강의와 대학생활에 대하여 물으면 대답이
걸작이다. “대학강의는 듣는 강의이지 아는 강의가 아니다” 라고 말한
다. 요사이 같으면 그런 유명 교수는 학생들에게 배척받기 알맞을 것
이다. 이런 교수들이 있는 반면 열심히 강의하는 교수도 있다. 당시
교수들은 주로 자기 연구에 몰두했던 것 같다. 나는 학부 때 여러 가
지 공부를 해보았는데 대수학에 취미가 있었다. 동북제대 졸업 후에
항공계칙에 관계되는 일로 조교로 3년간 근무하던 중 광복을 맞게 되
었다. 광복 직후 나는 연희전문 전임이 되었다.
광복 후, 6 25 동란 전에 어떤 수학자가 나보고 이북에 가자고 했
는데 이데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덥지 않아 가지 않았
다. 몇몇 수학자들이 마포에서 북으로 갔다. 그 때는 마포에 이북배가
와서 북에 가는 사람들의 살림을 실어다 주었다. 또 장사 배도 북에
왔다 갔다 하였다. 광복 후 초기에는 북에서 남에 온 사람이 집에 놓
다. 동북제대 교수들은 학생들이

아두었던 것을 다시 가서 가지고 오고 가족을 데리고 오기도 하였다.

선생과는 서울에서 자주 만났다. 그는 약주를 좋아한 대단
한 호인이었고 초창기 대한수학회를 위하여 회장으로서 일을 많이 한
최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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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숭

모임을 가졌었는데 100여명쯤 참가했
다. 수물학회가 열린다는 통지는 보통 인편으로 연락하였는데, 교실에
서 강의할 때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6 25 동란 전에 수물학회
에 두서너번 참석하였다. 학생은 준회원으로 참가하였다. 수물학회에
서 최윤식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당시에는 회의록을 기록하지 않았
고 사진 찍는 일도 없었다. 이임학씨는 회합에 잘 나오지 않았다. 전
쟁 중 부산에서 이임학씨의 의견으로 수물학회를 분리하여 대한수학
회로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임학씨는 학문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
다. 이임학씨는 Canada 에 가기 전에 미국수학회보 ( Bulletin ) 에
논문을 실었다. 광복 직후 가을에 수학자들의 모임에서 경성대 ( 서울
대 ) 에서 강의할 사람으로 李林學, 金志政, 劉忠鎬氏를 뽑았다. 홍임식
씨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는데 경기여고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졸
업하였다. 奈良女子高等師範 ( 국립 ) 을 졸업하고 경성제대 우노교수의
조수였고 경기여고에서 교사로 있었다. 洪妊植씨는 6 25 동란 전에 밀
선을 타고 일본에 가서 동경대 수학과에서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안다. 우노는 자기집이 굉장히 부유했다. 경성제대에서 우노교
수는 수학전공 교수로서 물리학과에서 외로웠을 터인데, 물리학과 학
생 중에 물리학보다는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임학씨를 좋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광복 후 교수들의 생활은 어려웠다. 군대 창고에서 나온 구두, 바
바리코트, 알미늄냄비, 밀가루 등을 배급을 받았는데 이런 물건을 팔
아 가지고 생활에 보태 쓰기도 했다. 공무원들은 급행료를 받기도 했
으나 교수는 부수입이 없고 봉급은 적어서 생활이 고생스러웠다. 입학
때 보결입학을 한 두 사람 시켜주면 장작 한 달구지 갖다 주기도 했
다. 고지식한 사람은 그런 것도 없었다.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병역을
연기 받았다. 병무청에 병역연기를 신청하는 서류를 대학에서 구비하
여 제출하면 군입대를 연기 받았다. 정전할 때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수물학회는 보통 동 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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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군입대는 연기하였다.

나는 연희대와 서울대에서 강의하였다. 당시 서울대에서 강의할 때

억
환 림
순
각난다. 오순용, 오윤용 모두 착실했다. 오순용씨는 동경제대 수학과에
다니다 서울대에 편입했었다. 그런데 임덕상씨는 생각나지 않는다. 강
의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몇 십명 이었는데 시험 볼 때는 그 수가 증
가하여 40-50명 정도 시험을 치렀다. 시험지에 답을 써내면 학점을
주었다. 남의 답안지를 보고 쓴 학생에게는 再시험을 치르게 했다. 또
서울대에서 강의할 때 수강 학생 중에는 윤갑병, 박을룡, 허식씨 등이
있었다. 윤갑병씨는 강의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학점은 주었다. 윤갑병
씨는 1946년 2월에 구제 1학년에 입학했고 학생 때 1,2학년 수학강의
를 했다. 박을룡씨는 1946년 9월에 서울대 수학과 구제1년에 입학하였
다. 그는 학생 때 공대 미분방정식 등을 강의하였다. 그때는 강의 할
사람이 없어서 상급생이 하급반 학생들을 가르쳤다. 박을룡씨는 6 25
동란 전 학생 때 대구사범대학 전임교수로 부임하였다.
광복 후 대구사범이 심상과 (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5년간 국민학교
교원이 되는 교육을 받는 제도 ) 중심으로 대구사범대학으로 개편되었
다. 대구사범은 일제 때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원이 되었고 광복 후에
는 중학교 교원이 되었다. 대구사범대학과 부속중학교에서는 교수고
학생이고 좌익이 강하였다. 서울사범대학, 대구사범대학 학장들은 학
생들로부터 수난을 받기도 하였다.
미분적분학은 교재로서 “그랜빌 스미스 롱리”의 책 (영문판 ) 을 많
이 사용하였다. 차차 미국 책이 미군계통을 통하여 들어왔고 사진판으
로 만든 책을 사용할 때도 있었다. 학생들 중에는 사진판으로 책 사업
을 하여 집을 몇 채 산 사람도 있었다. 등사로 교재를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나는 주로 강의 노트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일본 책으로는
“竹內端三”의 함수론을 사용하였고 대학의 형편에 따라 원하는 대로
대수학, 미분적분학 등을 강의하였다. 피난 중 1952년에 대구에서 고
기 나는 사람은 권경 , 이정 , 오윤용씨와 그의 형 오 용씨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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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대 수학과를 설립하였고, 수복 후 1-2년간은 대구에서 서울을 다니
며 강의하였다. 또 경북대 수학과를 1952년에 설립하였는데, 나는 고
려대와 경북대 양쪽 수학과의 전임교수로 있었다. 경북대에서는 서태
일씨가 강의를 하고 엄상섭씨가 조교를 하였다. 서태일씨는 경북대 전

임으로 있었을 때 미국에 유학 가서 학위 받고 귀국하여 서강대로 갔
다. 서태일씨가 서강대 총장한테 50종의 수학논문지를 정기 구독할 것
을 요구하고 이를 약속 받았는데,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다는 말을 들
었다.

청량리에 있었던 이학부 건물에서
강의가 있었다. 나는 아현동 집에서 걸어서 또는 마차를 타고 거기까
지 갔었다. 국대안 반대로 공부는 조금밖에 못했다. 점심때 대학에서
먹을 곳이 적당하지 않아 나는 가끔 학생들과 같이 밖에서 찬 도시락
밥을 먹었다. 교실은 유리가 깨져 빠진 곳도 있었지만 유리가 없어 수
리되지 않았다. 지금 학생들은 참 호강한다. 부산수산대학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러 왔었다. 국대안 반대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수 없을
6 25 동란 전에 서울대 강의는

때에는 나의 집에서 윤강 식으로 공부하였는데 그때 서울대 수학과,
물리학과, 부산수산대 학생 등이 있었다.

쌀을 아껴 밥을

춥고

배고플 때에 집에서는

지어 학생들에게 대접하기도 하였다. 지방 학생들은

면 몇 번 강의에 나오면 학점을
주었다. 당시 가르친 내용은 함수론, 군론 등이었고 학생 수는 10명
정도였다. 1 4 후퇴 때 내가 피난간 동안 어떤 군복 입은 사람이 아
현동 우리집에 와서 빙 둘러보고 이웃사람에게 이 집이 박교수 집이
냐고 묻고 박교수 집에 좋은 책이 많을 터인데 잘 보관해두라고 말하
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 아마 그 사람이 제자였을 것 같다.
이재곤씨는 경기중학에 다니면서 중등교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제국대학 입학자격증을 땄고 동북제대에 합격하였지만 입학하지는 않
은 사람이다. 이재곤씨는 청주중학에서 교사 생활하다 광복 후 경성사
범에서 강의하였는데 6 25 동란 전에 국대안 반대 때 김일성대학에
서울에 와서 기웃거리고 정세를 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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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해석학 분야로 연구논문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다. 독학으로 수학
을 공부한 사람으로 유희세씨가 있다. 연희전문에서 한두 달 다니다가
엘리트 국비 미국유학생으로 선발되었다가 정부예산 부족으로 미국도
못가고 학업도 중단했다.
엄상섭씨는 미분기하를 열심히 공부하였다. 김치영씨 한테 많은 지
도를 받았다. 엄상섭씨는 김치영씨의 집에 가서 기하를 지도 받기도
갔다.

이재 씨는 독학으로 수학공부를 한 사람이다. 그는 북한에서

하였다. 김치영씨는 광도고사를 나와서 광도문리과대학(국립)에 들어
가서 공부하였는데 그 대학에는 기하학을 공부하는 교수가

많았다. 김

치영씨는 김일성대학에 있었고, 북에서 6 25 동란 중 남한으로 월남하

려

책을 빌려주기를
원해서 나는 수학 책을 빌려 준 적도 있다. 또 수학 책을 번역하기 위
하여 번역자료를 주면 며칠만에 우리말로 잘 옮겨 주었다. 대구에서
김치영씨가 나를 찾아왔었는데, 나는 그때 그 분을 처음 만났다. 내가
였다. 김치영씨가 대구에 있었던 어 운 시절에 수학

학원에 김치영씨를 소개했는데 학원에서 김치영씨의 강의는 학생들에
게 인기가 있었다.

그 후 김치영씨는

효성여대에 전임이

후 서울사대와 연세대학으로 갔다.

되었고 그

g
위상은 모두 T 2
인줄 알았다. Topology는 Lefschetz 의 책을 보았는데 어려웠다. 나중
에 일본책, 미국책 등 새로운 책을 보았다. 초창기에는 모든 것이 엉
망진창이었다. 대수학도 강의해 보았다. 경북대에서 교수는 강의과목
을 자기전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가면서 이것저것 여러 과목을
경험하게 하였다.
1958년 경북수학논문지 (Kyungpook Mathematical Journal) 를 만
들 때 경비는 내 개인 돈, 수학과 실험실습비등을 들여서 만들었다.
논문지를 만들 때 수학과 교수 전체가 총동원하였고 인쇄소에 가서
살았다. 인쇄소에는 수학기호가 없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사용하였
경북대에서 나는 Topolo y 강의를 했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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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란 말로 다하지 못한다.
하광철, 서태일, 송기선씨가 장학금을 받아 미국 유학을

다. 그때의 어
1958년에
갔다.

광복직후 우리나라에는 수학인이 극소수였다. 광복 직후 장기원,

유충호, 이임학, 윤갑병씨 등이 우리나라 수학계에 공헌을 많
이 한 분 같다. 1957년 대구에서, 피난시절 빼고는 처음으로 서울 아
닌 지방에서 나의 제안으로 대한수학회임시총회 및 연구발표회를 열
었다. 교수, 학생 등 200명 가량 참가하였고 논문을 발표하였다. 연구
발표와 총회가 끝난 다음 회원들에게 해인사 구경을 시켜드렸다.
우리가 지금 미국 등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한국에서도 선진외
국에서 배출되는 수준의 학자들을 양성해야 한다. 대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문적 환경과 대학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미국도 1925년
까지는 구라파를 안 갔다 오면 교수로서 행세를 하지 못했다. 일본도
조교수가 되면 3-5년 외국에 갔다온다. 많은 일본인들이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으로 나가서 공부하였다. 히틀러 압정 때문에 독일학자들
이 미국으로 많이 갔다. 2차대전 후에는 학자들이 배고프니 또 미국으
로 많이 갔다. 그 후 미국이 수학과 과학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빨리 좋은 수학자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에서 우
리나라에 와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우리의 수학이 선진 궤
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 ≪高英昭, 李乾熙 대담기록≫
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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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복전후의 수학경험
劉

熙

世 함남 삼수 1919년생

範 졸업

京城師

려

고 대 이학박사
공주사대,

충남대, 고려대 교수

마 그 유사이전의 역사 기록에 필요한 듯, 나 같
은 사람에게까지 뭔가 쓰라고 강요했다. 고사하다 못해 부끄러움을 무
릅쓰고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책임을 면하려고 하나 몇 퍼센
트나 정확할지 알 수가 없다.
나는 1933년 3월에 함흥제일보통학교를 졸업했다. 나이 14세였다.
1933년 4월에 경성사범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생수 100명 중 한국인 학
생 수는 20명이었다. 입학시험의 과목은 보통 일어와 산술이었으나 특
히 사범학교라고 해서, 이과, 역사 등의 과목이 첨가되어 있었다. 산술
의 출제범위는 물론 보통학교 6학년의 수준인데 ‘비와 비례’의 문제해
결이 가장 어려웠었다. 경성사범학교는 중학교 수준의 보통과가 5년,
교육전문성 교육의 연습과가 2년, 도합 7년제였다. 7년 동안에 뵌 수
학 선생은 일본인 3인, 한국인 2인이었다. 한국인은 鄭淳宅 선생과 金
志政 선생이었다. 鄭선생은 일본 동북대학 수학과 출신이요, 金선생은
일본 동경대학 학부 및 대학원 수학과 출신이었다. 2학년 때 어느 학
기말 시험 때였던 것 같은데 수학 담당 일본인 K선생이 수학의 시험
성적을 발표하면서 특히 내 이름을 거명하고 칭찬을 해 주신 일이 있
었다. 이 일로 인하여 나는 수학의 소질이 있는 줄로 착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 아마 이 때에 물리학의 선생의 칭찬까지 받을 수 있었더라면
그 후의 나의 인생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나는 그
때부터 수학공부에 힘쓰게 되었으며,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범위
대한수학회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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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 시작하였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쉽게 느껴지게 되고, 일본
인 H선생 같은 경우, 실력이 없으신 듯하여 강의 시간에 자주 곤궁에
빠뜨려 드린 듯이 기억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죄송하기 짝이
없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범위는 대수와 기하와 삼각법이 있었
다. 대수 안에는 로그 ( 對數 ) 가 포함되고, 기하는 유클리드기하에서
입체기하가 포함되고 삼각법은 삼각형의 해법이 포함된다.
사범학교는 상급학교진학의 준비교육을 하지 않는 곳이므로, 대신
자유로운 과외활동을 장려하였다. 나는 운동부는 농구부에 소속했고
학예부는 수학부에 소속했다.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정선생이 기하
강의를 맡으시고 또 농구부장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선생의 사랑을 많
이 받았다. 삼각법의 문제를 물으러 무교동에 있는 선생님 댁을 찾아
갔던 기억이 난다. 5학년 때부터였던가 金志政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
를

을 수 있게 되었다 (수학부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수학부에는 나의 동

군

곽
영신군이 있었다. 민군은 광복 후 서울사범대학 부속국민하교 수학담
당 교사가 되었는데, 대한수학회 초창기의 “數學敎育” 지를 보면 아마
수학교육에 관한 그의 논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金志政선생은 매우 탁월한 수학자라는 인상이 짙었다. 언제 어디서
수학의 어디를 무엇을 물어 보아도, 아무 준비도 없이 마치 바닥 모르
게 깊은 데에서 솟아 나오는 샘물 같아 선생의 강의는 한없이 술술
솟아 나온다. 선생의 전공은 기하학 방면은 아닌 것 같고 高木貞治의
영향이 많은 해석학과 추상대수학 방면인 것 같았다. 선생님의 혜화
동 댁에도 자주 드나들었는데, 책꽂이에는 동경대학 학생시절에 필기
한 것 같은 노트가 꽉 차 있었고 선생은 그것들을 단행본처럼 사용하
고 계시는 듯하였다.
나는 1940년 3월에 경성사범학교 연습과를 졸업하였다. 졸업앨범에
서 수학부 활동 모습의 사진을 보면 흑판에서 중적분 문제를 풀고 있
는 것이 눈에 뜨인다. 나는 사범학교 상급학년 무렵부터 일본문부성중
기에 한국인으로는 민오식 이 있었고, 2년 후배로는 한국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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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 약칭 文檢 ) 을 수험할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41년부
터 모교 경성사범의 부속국민학교의 교사가 되었고, 겸하여 문검 준비
를 꾸준히 추진시키고 있었다. 1942년에는 6학년 담임을 하느라고 거
의 자기시간을 못 가졌지만 그래도 계속 두 가지 계획을 펴고 있었다.
하나는 그 무렵 일본 동경에서 ‘文檢-高數硏究’ (정확한 명칭은 잊었
음) 라는 잡지가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구독하는 일이었다. 모의문제
가 게재되고 그 해답을 서신을 통해서 점검해 주기도 하였다. 문검에
두 가지가 있어서 중등 교유 ( 그 무렵 중등학교 선생의 칭호가 교유
였다 ) 자격시험과 고등 교수 자격시험이다. 나는 그 잡지에서 한국인
李載坤씨가 고등 교수자격시험 합격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이 기
억하는데 자신은 없다.
나의 계획의 또 하나는 두 사람의 동지들과 같이 셋이서 공부하는
일이었다. 그 한 사람은 경성사범학교 연습과의 약 10년 선배가 되는
이영욱씨였다. 아마 그 분을 알게 된 것도 앞에 말한 문검 잡지상에서
였을 것이다. 또 한 사람은 앞에 언급한 나보다 2년 후배 되는 곽영신
군이다. 이 분은 한 때 나와 같은 농구부원이기도 했다. 이 셋이 틈이
있을 때마다 하숙방에 모여서 문검 예상문제를 풀었다. 중등문검의 시
험범위는 대수, 기하, 삼각법, 미분, 적분, 해석기하, 그리고 이 무렵에
새로 첨가된 확률 통계였다. 그 무렵에 일본의 수학교육 과정은 재래
의 대수와 유클리드기하에서 크게 변모해 가고 있었다. 우리 3인조 세
미나에서 이영욱 선배는 참다못해 경성고등공업학교에 설치된 부설중
등교원양성소 ( 1년제 ) 에 다니게 되었다. 또 곽영신 후배도 아마 뒤이
어서 이 양성소에 다니게 되었고 문검도 제일 먼저 합격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가 이 삼인조 세미나에 가져온 두 가지 정보가 지금도 생
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하
나는 “양성소에서 아무개 선생의 강의는 처음부터 Topology 일색이
다”라는 것이었다. Topology! 그게 무엇일까? 또 하나의 정보는, 그가
문검 본시험을 볼 때 동경에서 면접시험관에게 김지정 선생에게 배웠
등교원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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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과 같이
공부한 학자인 듯 “그 분은 우수한 분이었다” ( 良くできる人であった)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 3인조 세미나에도 변
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이영욱 선배가 경기중학에 수학
교사로 취직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 의한 수학수업의 상급반에서 우
수한 학생들이 극한의 개념에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알려 주면서 이
영욱 선배는 수학교사의 행복감의 체험담을 해 주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이선배는 폐렴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 자리에 곽 후배가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곽 후배도 얼마 가지 않아서 폐렴으로 쓰러
졌다. 나는 1943년에 문검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본 시험에서 떨어졌
다. 본시험이 예비시험과 다른 점은 문제 중에 삼각함수, 로그수표를
이용하여 삼각형을 푸는 문제가 포함된다는 점뿐이다. 예비시험 합격
은 본시험에 두 번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다음 해에는 태평양
전쟁의 말기의 험악한 시기여서 본시험은 중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
다. 나는 1944년 4월에 3인조 세미나의 마지막 주자로서 경기중학교에
수학교사로 가게 되어 사범부속국민학교를 떠났다. 경기중학에는 수학
과에 일본인 노인 수학선생이 두 분 이었고, 한국인 수학선생이 두 분
계셨다. 한 분은 李寬燮 선생이요 또 한 분은 박경찬 선생이었다. 이
선생은 그 때 50대 나이로 보였고 원만한 인격자로서, 광복 후에 경기
중학교 교장이 되신 분이다. 박선생은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 수학과
출신으로 40대의 나이였고 광복 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수학교수와
대한수학회장을 역임하신 분이다. 이 때 내 나이 25세였다. 경기중학
교에서는 전쟁말기라, 학생들과 근로봉사에 동원되어 수학교사로서의
행복은 별로 맛보지 못하고 말았다. 학생들은 인천, 평택 등지의 공장,
용산 그리고 지금 효창공원 근처에 충영탑을 쌓기 위하여 그 기초를
닦는데 매일 하루종일 동원되어 심하게 일을 강요당하였다. 일본이 전
쟁에서 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와 박경찬 선생은 학생
들과 같이 충영탑 기초를 닦는 일을 하다가 방송을 듣고 일본이 항복
다고

말했더니

험

마

그 시 관은 아

동경대학에서 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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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었다. 그날 밤 집에 오니 동네에서 사람들이 “동해물
과 백두산이 ⋯” 애국가 ( 곡은 현재와 다름 )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경기중학교에서 근무한지 1년 4개월만에 이렇게 광복을 맞이했다.
광복 직후 나는 연희전문학교 이과 2학년에 편입했다. 장기원 선생
의 발탁에 의한 것이다. 1945년이다. 거기서 나는 장기원 선생, 박정기
선생, 홍성해 선생의 수학강의를 청강했다. 이 무렵 (정확한 시기는 기
억하지 못한다 ) 나는 동숭동에 있는 경성대학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
학) 에서 김지정 선생에 의한 수학연속강의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거기 몇 번 출석했다. 나의 느낌으로 그것은 광복 후 우리나라에서 수
학자로서 조국의 수학계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을 총 집결한 훈련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침 미분방정식론을 강의하고
계셨다. 선생은 조그만 종이 쪽지에 뭔가 메모를 적은 듯한 것을 한
손에 들고 강의하셨다. 다른 아무 노트도 없었다. 끝없이 계속되어 가
는 강의, 수준이 매우 높은 듯하면서도 어렵지는 않았다. 명강의 였기
때문이다. 질문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높아 보였다. 갑자기 들이닥친
광복으로 생겨난 진리의 공백 공간에, 김지정 선생 같은 분이 계시다
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나는 그 무렵 정순택 선생에게 들은
말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김지정 선생 만한 수학자는 없다”라고.
그러나 고향이 평안도인 김지정 선생은 서울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
다. 삼팔선이 이처럼 장기화될 줄은 그 당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
다. 김지정 선생을 잃은 한국의 수학계는 그 후 아마 바른 궤도에 진
입하기까지 필요 없는 시행착오와 먼 迂廻道路 를 걸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사정에 의하여 연희전문의 학업을 중단하고 공주여자사범학
한 것을

에서 수학교사가 되었다. 1946년 가을학기였던가 한다. 그 학교는 일

본의

마
범
출신인 정의택 선생이 오래 근무
하시던 곳이요, 광복 후 선생은 학교를 지키시고 충청남도학무국 전체
히로시 고등사 학교 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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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으셨다. 또 공주여자사범학교에 부설 수학교원양성소를 만
드셨는데, 2년제였다. 나는 히로시마고사 수학과를 다니신 김응태 선
생과 함께 이 교원양성소의 강의도 맡았다. 1948년 사범학교 부설 교
원양성소는 2회로 끝나고 새로 수학과를 포함하는 2년제 공주사범대
학이 발족되었다. 처음 교수진으로 나와 김응태 선생이 부임했고 김응
태 교수는 몇 개월 후 1949년 봄에 경기중학교로 가시게 되었다. 그해
9월에 일본 와세다대학 이공학부를 다니신 강명경 선생이 오셨고 그
다음해에 일본 후자와라 공대를 다니다가 서울공대를 나오신 이종각
선생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 때 나는 자격논문을 문교부에 제출하고
발령을 받았다. 이것이 공주사대 ( 현 공주대학교 ) 수학과의 초창기의
진용이다. 선생도 백지에서 출발하고 학생도 백지에서 출발한 셈이다.
그러니 만큼 교수와 학생의 노력과 긴장이 필요했다. 교수가 한 시라
도 연구를 소홀히 한다면 그야말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비극이
연출될 것이다. 교수는 걸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책을 손에
서 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학문에 대한
정열을 배운 것이 아닐까? 나는 2년제 공주사범대학이 우리나라 수학
교육계에서 광복 후에 생긴 문화적 공백에 대하여 발등의 불을 끄는
소방수의 역할을 다하는 데에 공이 컸다는 것을 부언할 수 없다. 그리
고 이 소방수들이 임기응변의 소모품이 아니라 광복 후 오늘까지 교
육계 각처에서 중진역할을 했다고 믿어 공주사범대학 수학과의 수학
교육에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한다. 얼마 안 가서 1954년 봄
에 공주사대는 4년제가 되었다. 그래도 더 좋은 더 신기한 수학교수가
하늘에서 떨어질 까닭이 없다. 초창기의 졸업생들 중에서 교수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교수는 학생들과 같이 자란다. 나도 부족하나마 교수로서 긴장된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동료교수 강명경 선생의 예를 들자. 그
는 일어로 되어 있는 “현대수학 강좌” 전질을 사 가지고 계룡산에 오
막살이 한 채를 빌려 놓고 그 속에 들었다.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과
의 일도

- 168 -

매일 그 ‘강좌’를
통독, 탐독, 정독했다. 그 모습이 그 분을 접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감
화를 안 줄 수 없었다.
1957년에 졸업생으로는 처음으로 제1회 졸업생 이화영 군이 교수
진에 참가했다. 초기의 제자들이 교수직에 들어올 시기가 되자 나는
1958년에 충남대학으로 옮겼다. 거기서 공주의 중등교원양성소의 제자
임창구 군과 동료가 되었다. 그는 그 동안 서울 문리대 수학과를 나와
대수학자로서 학구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나는 공주에 있을 때 프랑스
에서 발간된 Bourbaki ( 현대수학의 모든 분야를 집합론으로 통일하려
는 ‘현대수학 기초강좌’ ) 를 읽기 시작했다. 전질을 가지고 임창구 군
과 둘이서 Bourbaki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임창구 군은 불어를
놀라울 정도로 빨리 잘 깨우쳐 책을 읽었다. 이렇게 몇 년을 두 사람
이 공동 연구한 기억이 난다. 광복 전후 20여 년간 수학공부를 하면
서 지내온 나의 경험을 졸필로서 끝맺는다.
강의하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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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가 겪은 수학생활
姜

明

暻

평북 창성 1921년생
早稻田 第一高等學院 理科졸업
早稻田大學 理工學部
공주사대학장, 충남대 교수

날 점심을 먹고 노곤한 오후 스팀 가 소파에 앉아서 이
런 일 저런 일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문득 지나간 날의 살아온 이야기
를 하다 보면 재미있다고 웃음을 짓는 분들이 더러 있었다. 오늘날
10,000$ 시대의 교수들로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
스운 일일 것이다. 또 자기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오늘날의 윤리의식으로는 바보 같은 생활을 해 온 선배들
이 안쓰럽고,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도 적어
두면 훗날 과거의 일단을 이해하는 한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전하는
분이 있어서 이미 희미해지고 잘 기억되지는 않지만 내가 경험한 일
을 글로 써본다. 여기에 적은 것은 필자가 일부 지역에서 체험한 내용
이지만 상당부분 그런 면이 국내 어디서나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
추운 겨울

였으리라고 믿는다.

말하는 사실들은 대부분 8 15 광복에서 5 16 군사혁명까지
(1945 ∼ 1961)의 혼란기에 있었던 일들로서, 오늘날의 척도로는 이해
하기 힘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1. 수학과의 개설

늘날의 한국의 발전상을 ‘한강의 기적’ 또는 ‘무에서 유로
의 창조’ 라는 말로 자랑도 하고 또 칭찬도 받는다. 8 15 광복당시와
오늘을 비교하면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님을 실감한다. 범위를 좁혀서
우리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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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의 수학교육의 발전을 통해서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니리라 생각된다.

위의

사실의 일단을 살펴보는

?

광복당시 국내 ( 남한 ) 에는 대학 1개, 전문학교 20 ( ) 개교가 있었
는데 수학과가 설치된 학교는 하나도 없었다. 단지 연희전문학교에 수

칭

물과라는 학과가 있었지만 그 명 에서

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학전

공 학과라고 하기는 좀 어 운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광복

계

합

과 더불어 경성대학 이공학부와 법문학부의 문학 를 분리 통 하여

면
공주사범대학

각

문리과대학을 구성하 서 수학과가 설치된 것으로 생 된다. 그 뒤 대

범

구사 대학과

등에 수학과가 개설되었다. 연희대학교는

몇 년이
지난 때의 일로 기억된다. 광복당시 고등교육기관의 수학전공 교수요
연희전문 수물과가 발전하여 수학과로 개편 된 것이 광복 후
원은 최윤식, 장기원씨 등 극소수였다.

2. 교수의 확보

음

계

문교40년사 (문교부간, 1985.8. )에는 다 과 같은 통 표가 있다.

급

연도 대학교 대학

초 대학

?
?

?
?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4(22)
4(22)
4

1

?
?

23
26
28

25
4
4
8

각종학교 계
2

28

11
8
7

42
42
47

?
?

* ( )안의

?
?

학생수

약

7,879
10,315
25,813
42,000
28,000
11,358

교원수
978
1,170
2,775
1,265
1,800
1,100

숫자는 포함된 단과대학 수임.

계
모르지만 다음과 같
이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1) 1945년도 초급대학은 종전의 전문학교를 뜻하고 학생 수는 終
戰 日本 패망 후 귀국한 일본학생 대신으로 해외에서 귀국한 대학생
을 편입시켜서 합산한 수를 교원 수는 역시 귀국한 일본교수 대신 적
이 통 표에 대한 설명문이 없어서 자세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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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하여 얻은 수일 것이다. 종전의 몇 개 각종학교가 초급대
학으로 개편되고 새로운 각종학교가 몇 개 교 신설됐을 것이다.
(2) 1946, 1947년도의 학생 급증은 8 15전 4년제 5년제 중학 졸업
자중 대학 전문부 (초급대학 ) 진학자 ( 마지막 기회 )가 집중한 결과일
격자를

것이다.

졸업자가 배출되는 시기였고 대학도 많이 증
설되어 전문부 학생과 합쳐져 급격히 증가하였을 것이다. 한편, 교원
수 감소는 2년간에 걸친 서울 국립대학안 반대파동으로 좌익계 교수
가 다수 월북 또는 잠적하고, 정부 수립 후 일부 교수들의 다른 기관
(3) 1948년도는 6년제

으로 이동한 결과일 것이다.
(4) 1949년도는 전문부도 거의 정리되고 정부도 수립되어
사행정이 정상을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모든 학

모든 학교가 해산된 상
태였으므로 학생수도 교원수도 격감 ( 납북 또는 월북, 군복무 등 ) 하
였음은 짐작할 수 있다.
(5) 1950년도는 6 25 동란으로 서울지역의

면

이상과 같이 추리해 보 , 1950년대 초의 한국의 대학교육은 8 15
당시와 비교하여 나아진 것이
를 정상적으로

별로 없다. 단지

6.3.3.4 제의 교육제도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개편을 겨우 끝냈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제도상의 문제일 뿐이고 대

막막한 상태였다. 파괴된 교육시설은 물론 흩어진 학생과
교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생활고 등 그 고충은 이루 헤아릴 수 없
었다. 그 중 교수의 충원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8 15 당시 중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수학교사는 일본인이 물러
난 중등학교 교장 또는 고위 행정직으로 전출되던가 대학으로 진출하
였다. 그러나 대학 진출자 수는 극히 적었으므로 예외로 하고 서울대
학교에서 수학과에 등록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도 1950년도까지는
많지 않아 졸업과 동시에 새로 발족하는 대학의 수학과 교수 ( 전임강
학의 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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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편된 대학의 수학과 졸업생에 대해서도 이
러한 현상은 195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대학의 양적 질적 향상에
따라 1960년대에는 석사학위 소지자 1970년대부터는 박사학위 소지자
로 점차 격이 높아져 갔다.
(2) 위에서 말한 것은 대학만 졸업하면 대학교수가 될 수 있는 것
으로 오해할 여지가 많아 몇 말 첨부하지 않을 수 없다.
8 15 일본 敗亡으로 철수를 시작한 총독부 관료들은 미군이 진주
하기 전 한달 동안에 당시 발행고의 10배에 달하는 은행권을 발행하
여 자기들 몫을 챙겼다. 따라서 물건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미
군정도 필요한 만큼의 돈을 마구 찍어내어 악성 인플레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6 25 동란 때까지 물가는 쌀값 기준으로 거의 100배 상승했
다. 그러나 교원의 봉급은 식생활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어
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외에는 타지 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비록 대학교수라 할지라도 고향을 떠나는
데는 용단이 필요했다. 그런데 중등학교의 경우는 일본인이 물러간 데
다 광복후의 팽배한 교육열에 의하여 각지에 학교가 설립되어 중등학
교로 취직하는 것은 가장 쉽고도 생활에 안정을 가져오는 길이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학에 가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고생 안하고
고향 근처의 중등학교에 취직하여 학부형들이 생활을 보장 (대개의 학
교가 학부형회를 조직 쌀을 갹출하여 봉급 외에 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생계비 지원) 해 주는 쪽을 택하였다. 학생들도 취직이 보장되는
사범대학 쪽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수학과를 졸업해도 유능한 졸업생
은 대학교수로 채용되지만 그 나머지는 대부분 중등학교 교사로 채용
( 교사로 취직되는 사대졸업생과 차별대우 ) 되지 않으면 취직이 거의
불가능했다. 한마디로 교수가 되기도 힘들고 되어도 살기 힘든 세월이
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정원 외에 다수의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여
시설의 확충과 교원들의 후생을 위한 학교 수입원 확보에 부심 했고
교수들은 생활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몇 개씩 타 대학 강의를 맡아
사) 로 발령되었다.

- 173 -

입

수 의 증대를

꾀하였다. 충실한 연구 강의는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까지 한 학과 당 교수 정원은 4명 정도였고 거의 소장년

므

배 이었으 로 교수직 얻기는
1950년 초의 교원 수와 큰

퍽 어려웠다. 1950년대 말의 교원 수는

차이가 없었다.

3. 교과과정 운영

미군정청 문교부에서는 각급 학교의 개교를 서둘렀
다. 학년말은 8월말, 신학기는 9월 1일로 하였다. 즉, 종전의 제도에서
6개월 늦춘 셈이다. 따라서 광복 후 첫 입학시기는 9월 1일이 되었다.
그 사이 우선 급한 교사 수급 문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 중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장 단기 강습회를 개최하여 소정
의 과정 이수자에게는 중등학교 해당과목의 교사자격증을 주었다. 이
때 설치된 강습회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2) 서울대, 공주사대, 대구사대, 광주의대 등에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하여 수학 등 각 과목담당 중등교사를 양성하였다. 공주여자사범
학교 부설 중등교원양성소는 1948. 7.31 도립공주사범대학 ( 2년제 ) 으
광복과 더불어

로 발전 개편되고 국문과, 수학과, 가정과의 3과가 설치되었다. 이 때

신입학생을 모집하였던 바 정원에 미달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부득불
문교부의 승인을 얻은 대학 자체의 검정시험을 실시하여 정원을 채웠
다. 그런데 검정시험은 형식적이고 각양각색의 학생들이 입학하였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상
태였다.

또는 공업전문학교의 수학 정도를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 신설학교라서 교재를 쓸만한 도서를 구할 수도
없었다. 누가 구입했는지 일본 共立社 刊 輓近高等數學講座 ( 1934年 )
한 질이 있었지만 교재로 쓸 수는 없었다. 고서점을 헤매어 고등미분
학, 고등적분학, 해석기하, 고등대수학 등과 구호물자로 들어온 고서에
일단 일제시대의 구제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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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etry, Trigonometry, Spherical Trigonometry
등을 구할 수 있어서 일본어 영어를 그대로 프린트해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영어는 시원치 않지만 일본어는 그대로 읽을
서

Calculus,

Analytic

수 있어서 그와 같이 진행했다.

슷

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
다. 50년 2월경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하루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학생
이 찾아왔다. 사연인 즉, 교재를 사진으로 찍어서 여분 있게 제본했으
니 같이 나누어 쓰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참 고마운 말이어서 즉석에
서 응낙하고 高木著 해석개론 대수학강의, 藤原著 행렬과 행렬식 등 3
책을 손에 넣을 수가 있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음 번에는 竹內端
三著 함수론 상 하와 그 해설집 2권, 山崎著 미분방정식론도 나누어주
어 고맙게 생각했다.
6 25 전란 중에는 부산으로 일본 서적이 밀수되어 들어왔다. 또 일
본신문도 가끔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부산에 가는 기회에 또는 일본에
친척을 둔 학생을 통해서 대학 교재로 생각되는 책들을 구입하여 멋
대로 이긴 하지만 교과과정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共立
社刊 기초수학강좌 12권, 현대수학강좌 12권은 수학 전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제공해 주었다.
사정은 비 하지만 서울서는 좀 지

4. 교재의

준비

앞에서 언급한대로 일본책, 미국책들을 그대로 복
사하여 수업을 진행시킬 수 있었지만 1950년대에는 세대가 바뀌어 일
본말은 잘 통하지 않았고 영어도 상당히 어려웠다. 다행히 미적분학은
몇 권이 번역 출판된 것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었지만 기타는 책 자
체가 없었으므로 부산 밀수품 시장에서 구해온 책을 번역하여 교재로
쓰는 것이 상례였다.
오늘날과 달라서 당시는 한 학과 당 전임교수는 많아야 4명 정도
6 25 동란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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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점 중 120학점 이상이었으므로 교수 개인 당
수업 량은 매주 15 ∼ 18시간이었다. 따라서 여름, 겨울 방학은 신학기
에 사용할 교재를 번역하여 프린트에 맡기고 교정에 정신을 쏟다보면
어느새 방학은 후딱 지나가 버리곤 하였다. 누가 초과수당을 주고 번
역료를 주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도가 더디고 본인의
수업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었다. 요즈음 같으면 출판 운운도 할
수 있지만 당시는 수학과 학생수도 전국 합해야 1,000명 미만이고 국
민소득 80$ 시대였으므로 출판사도 중 고 참고서 출판이 고작인 시대
였다. 60년대 중반까지 즐거운 방학이 아니라 평시도 항상 쫓기는 생
활의 연속 이었다함이 옳을 것이다.
이고 전공학 은 180학

습

5. 강 회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강습회 ( 1
월 ∼ 3월 ) 를 개최하여 우선 시급한 중등교사를 양성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주로 국어교사, 국사교사가 대상이었다. 한글학회, 진
단학회 회원들의 활약이 컸다. 수학 과학은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단시
간 내에 양성함은 무리이므로 전국 4개소의 양성소 (1년 6개월 ) 를 설
립하여 양성하였다.
당시는 모든 면에서 혼란한 상태였으므로 자격증 유무에는 관계없
이 교장이 생각하기에 해당과목을 맡을 수 있겠다고 인정하면 채용되
었다. 따라서 같은 수학교사라도 그 실력 차는 천차만별이었다. 그래
서 자질향상을 위한 강습회가 각지에서 개최되었다.
1947년 여름 방학중 대전에서 도내 수학교사를 위한 강습회가 열
렸는데 강사 진은 다음과 같았다. 대수학 최윤식 ( 서울문리대 ), 미적
분 정봉협 (서울공대 ), 사영기하 정의택 (공주사범부설중교 ), 확률통계
유희세 ( 공주사범부설중교 ). 미적분을 예로 들면 극한 개념에서 도함
수를 유도하는 과정을 수업하였다. 그런데 25명중 대부분이 잘 이해
광복 후 중학교 4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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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것 같았다.

목포고등학교 수업을 참관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수
업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1949년 봄에는 서울사대부
고 3학년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미분방정식 문제를 풀고 있
1948년 겨울에

었다.

위에서 말한 것은 당시 고등학교 교사 수준과 고등학교 교과과정
이 어떻게 운영되었는가의 일단을 말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이다. 1955
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제정되기까지는 검인정 교과서도 없었으므
로 대학입시 출제 문제를 관찰하면서 교사들의 수준에 따라 적당히
가르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1954년 공주사대는 4년제로 승격되었다. 4월 어느 날 문교부는 출
장간 학장에게 방학중 수학강습을 실시할 의사를 타진했었다. 실은 전
국 수학담당 고교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강습을 실시할 예정인데
수학강습을 서울, 대구에서 모두 거절하여 참고로 물어온 것이다, 우
리는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교수회의석상에서 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유희세 교수와 상의 충남대학교 김응태 교수를 초청하여 다음과 같이
강의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대수학 김응태, 해석학 유희세, 기하학 강명경. 실은 당시 필자는
高木著 “해석개론”을 보고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구한
Mordern Analysis ( Whittaker and Wattson 著 ) 를 열심히 보고 있던
중이었다. 어떤 내용을 강의하면 좋을까 며칠을 생각한 끝에 2차곡선
과 2차곡면의 일반방정식을 좌표변환, 표준화하여 2차곡선과 2차곡면
의 분류를 강의하였다. 당시 수강자는 각 시도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되
어 지명 차출된 70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대학강사를 겸하고 있는 분
이 여러 명 있었다. 그분들은 주의 깊게 청강하였던 듯 여러 질문과
그 후 편지도 받았고 아는 교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좋은 말을 듣
기도 하였다. 각 시도에서 우수한 교사가 차출되었지만 어려움을 느끼
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았다. 그 후에도 매년 자격연수 자질향상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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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교육 연수 등을 실시하였지만 모든 수강생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내
용은 어떤 것일까? 또 어떤 방법으로 행하여야 효과적인가? 강습이
있을 때마다 고민이었다.

입

6. 연구도서 구

본 책 구하기가 英文책 구하기 보다 비교적 쉬웠고
또 아무 부담 없이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었으므로 일어 책을 주로 읽
었다. 한편 주로 기증 물자로 들어온 영어로 된 수학책은 지극히 초보
적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별로 읽을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일본사
람들은 외국어 발음이 제대로 안되고 그 표기법도 완전치 못하여 실
제 발음과 표기대로 읽는 발음과는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더군다나 불어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불란서 수학자의 이름
은 글자만 보고는 읽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불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
음먹게 되었다. 마침 신부가 성당에 있어서 찾아가 부탁했더니 쾌히
승낙하였다.
1954년 여름방학이었는데 매주 월 수 하루 1시간씩 지도를 받았다.
신부는 직접 일본에 있는 친지 신부에게 부탁하여 교재 ( 일불협회 설
립, 東京 曉星高等學校 교과서 )를 구입 나누어주었다. 복습 예습을 중
학생 같이 열심히 한 결과 1년 후에는 고등학교 불어 책은 읽는데 별
지장이 없게 되었다. 또 불란서 대사관에서 이 소식을 듣고 불란서 문
화 보급이라는 이유이었는지 재정적 원조를 아끼지 않아 더욱 열심히
하였다. 그저 Poincaré, Poisson, Liourville, Legendre, Bernoulli 등 수
학자들의 이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기를 바래서 시작하였지만 참으로
생각지 않았던 혜택을 입었다.
당시 일본 共立社 刊 기초수학 강좌와 현대수학강좌를 재일 교포
자제학생에게 부탁하여 구입 공부했었는데 “적분기하학”이 처음 듣는
이름일뿐더러 매력을 느끼게 되어 더욱 공부해 볼 요량으로 저자에게
광복 직후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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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출판사를 문의하였더니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 당시 외화
는 국가관리여서 개인은 소지할 수 없고 송금은 더더구나 불가능한
때였다. 얼마 후 정부에서 교수들의 외국서적 구입을 도와주기 위하여
10만$의 회전자금을 특별히 허락하였다. 즉시 외국도서 수입상을 통
하여 주문하였던 바 상당기간이 지난 후 ( 몇 번 자금을 이용? ) 하여
간 책이 도착하여 기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이 기회에 거기에
인용 또는 소개된 관련 서적을 구입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후에는
한참 수학계를 풍미하였던 부루바키 총서도 (나중에 일어 번역판이 나
왔지만 ) 불어판으로 읽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말할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1982년에 프랑스에 가서 큰 불편 없이 혼자서
여행할 수 있었으니 누가 상상이나 하였으랴.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생
각을 잘했고 불어를 가르쳐 준 분께 큰 신세를 진 것을 감사하게 생
각한다.
7. 국가 학사고시

책
열망하게

35년간 일제의 우민화 정 에 의하여 교육기회를 상실했던 민중은

각지에 각급 학교가
설립되었다. 대학은 더욱 그 열이 강력해 많은 학교가 생겨났다. 한편
뜻하지 않은 6 25 동란으로 서울소재 대학은 문을 닫게 되어 학생들
은 남쪽으로 분산되어 방황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부산에 옮겨 앉은
정부에서는 1951년 봄 전시연합대학을 개설하여 부산, 광주, 전주, 대
전에 산재한 학생들에게 복귀 수학의 기회를 주는 특별조치를 취했다.
이를 해당지역 주민들은 숙원이던 대학설립의 적시로 포착하여 노
력한 결과 오늘날 세계로 발돋움하고 있는 각지의 국립대학교가 발족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제반 형편이 치열한 전쟁 중이어서 젊은이
들은 국토방위를 위하여 군으로 거의 징집되었다. 다만 국가장래를 위
하여 대학생만은 졸업 때까지 징집이 보류되는 특전이 주어졌었다. 그
광복과 더불어 교육확대를

되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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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떠
써서라도 자제들을 대학에 입학시
키려고 애를 썼다. 전쟁에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경제 사정이 어
려웠지만 이런 과정에서 소위 “우골탑”이란 낱말도 생겨났다. 당시 농
촌 인구가 70% 정도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농촌 가계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소까지도 팔아서 자제들의 학비를 마련하던 당시 사정을 풍자
한 말이다. 또 대학은 대학대로 별로 없던 시설마저 잿더미로 변해버
렸고 국가 재정은 전적으로 미국원조로 도입된 잉여농산물 판매 대금
에 의존하던 시절이었으므로 국립대학에 대한 예산배정도 보잘것없는
액수의 봉급만 겨우 영달해 줄 뿐 말이 아니었다. 사립대학 사정은 더
욱 어려웠다. 그 결과 대학 경영자는 이 어려운 난국 타개를 거의 학
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입학정원 초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형
편이었다. 마치 학생의 욕구와 대학 당국의 희망사항이 일치 되었다구
나 할까. 그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입학금은 부모로부터 지원 받았지
만 학교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부업을 해서라도 학비를 마련해야 할
형편인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강의실 출석자는 재적자 보다 훨씬 적
을 수밖에 없었고 교수들도 소속대학에서 주는 봉급만으로는 가계를
꾸려나가기 힘들어 몇 군데 학교로 출강하여 속된 말로 보따리 장수
를 서슴지 않았다.
이런 때 3 15 부정선거를 계기로 4 19 학생의거가 일어났고 이 여
파로 사회질서가 헤이 해져 자칫 6 25 동란 재판의 우려를 실감한 군
부가 5 16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소위 구악의 척결에 발 벗
고 나섰다. 그 일환으로 대학에 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통폐합을 단행
하고 입학정원을 전국으로 일만 명으로 제한하고 대학생의 졸업인정
은 국가가 시행하는 학사고시에 합격한 자만으로 한정하였다.
문교 40년사에 보면 1961년 12월에 실시한 학사고시 응시자는
18,440명 합격자는 15,268명으로 84.7%가 학사자격을 얻어 졸업한 것
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당시 전국 수학과 졸업반 재학자는 280여명,
응시자는 240여명 합격자는 200여명으로 나타났었다. 다행히 필자가
래서 우리 부 들은 어 한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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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하던 공주사대는

억 새롭다.

졸업반 재학자 40명 전원이 합격한 기쁨을 얻었

던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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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韓國數學
朴

四十年을 돌아보며
乙

마산 1925년 생
高知高等學校 졸업

龍 경남

서울대 문리과대학 수학과
서울대 이학박사
경북대, 서울대 교수
대한수학회장(1974-1980)
학술원 회원

復後 四十年의 韓國 數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 위하여 대체
로 다음과 같은 要領과 順序로 생각해 볼까 한다.
(1) 年代記的인 大略
(2) 中等數學 敎育을 中心으로 한 經過
(3) 學會의 結成과 學會誌, 硏究誌의 發刊
의 經過와 現況에 對하여 言及해 보고자 한다.
1. 現代的인 意味에 있어서의 韓國의 數學은 1945年 光復과 더불어
始作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筆者의 記憶으로는 翌年 ‘1946
년에 京城大學에 數學科가 新設되고 延禧專門에는 旣存의 數物學科가
整備되었다. 그後, 새로 發足한 國立서울大學校에는 師大에, 延禧大學
에서는 數學科와 物理學科가 分科하였고, 大邱師大에 數學科가 新設됨
으로서 全國에 4 ∼ 5科의 四年制 數學專攻의 “科”가 設立되었다 1950
년 6 25의 動亂 以後 休戰期에 접어 들면서 팽창하기 시작한 各 私立
大學校와 地方 國立大學校의 創設로 말미암아 全國에 約 20개의 數學
科가 發足하였으며, 1960年代 後半期의 이른바 大學敎育의 再整備 政
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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策에 따라 各 大學校에서는 師範大學 所屬의 科를 數學敎育科로 改稱
케 되고,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數學科, 數學敎育科 共히 各各 約 20
개의 都合 40개의 學科로 불어났고 1980年代 後半期의 現在로서는 數
學科, 數學敎育科, 統計學科 ( 理學部所屬 ), 計算學科 等을 合하면 全
國에 約 100개 程度를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光復 直後에 敎授, 講師, 學生을 통털어서 40名이 될까 말까 하던
때를 생각하면, 每年 新入學生數만도 6,000명을 넘는 現在의 狀況은
一面, 刮目할 一大 發展相이라고도 하겠고, 또 他의 一面으로는 果然
正常的인 狀況이라고 樂觀만 할 수 있겠는가 걱정하는 것은 非單 筆
者만의 老婆心일런지.
2. 여기서는 主로 中等數學敎育의 變遷에 對하여 回顧코자 한다.
처음, 美軍政下에서 學制는 6 6 4이었다가 1952年에 現行의 6 3 3 4制
로 移行한 것은 周知의 事項이지만, 다음의 各期로 大別하여 中等數學
敎科書의 改編狀況에 대하여 적어 보면,
第 1 期 (1946 ∼1952 ) : 美 軍政廳의 編修局이 中心이 되어 6年制
中學校의 敎科書가 編纂, 使用되었다. 私談에 흘러서 송구스러우나 筆
者는 當時, 서울大學校 數學科 學生이었는데, 工科大學 敎授로 계셨던
恩師 朴敬贊先生의 命으로 編纂에 參加하여 先生께서 1, 2, 3 학년을
( 이 部分은 그 敎科要目이 日本時代의 中學校 1, 2, 3 학년의 要目과
大同小異함 ) 直接 執筆하시고, 4, 5, 6 學年의 要目中 解析幾何學을
除外한 代數學, 微分積分學部分을 擔當한 것을 어처구니없는 짓이었다
고 自愧하면서 當時의 우리나라 狀況을 想像하는데 一助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敢히 告白하는 바이다. 더군다나 上記要目은, 日政時의
所謂 舊制 高等學校에서 가르치던 敎課要目과 大差없이 거의 그냥 平
行으로 따 옮겨 놓았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 點은 뜻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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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 專門家가 큰 關心을 가지고 한번 硏究해 볼만한 事項이 아
닌가 한다. 如何間, 이 敎科書는 敎學圖書株式會社 刊行으로 檢定을
받았다.
第 2 期 ( 1953 ∼1960 ) : 中學校 3年, 高等學校 3年의 學制 變更으
로 第2次 檢定敎科書가 편찬되었다. 이때, 敎科課程要目은 文敎部에
設置된 敎科課程 審議委員會가 이를 擔當하였다. 이 筆者의 記憶으로
는 이 무렵에 거의 빠짐없이 出席한 委員은 每會 10 ∼ 12名 程度였던
數學

것으로 안다.

第 3 期 (1960 ∼1965 ) : 이른바 소련의 人工衛星發射에 刺戟을 받
은 미국의 數學敎育 改革運動, 特히 S.M.S.G. 等의 運動의 餘波로 특
히 歐洲와 日本等地에서 이 改革運動은 直接的으로는 初 中等 數學敎
育에 있어서의 敎科課程 및 敎授要目에 큰 變革을 일으켰다. 이에 影
響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特敎授要目이 制定되어 이에 따른 第3次
檢定敎科書가 편찬되었다.
第 4 期(1965 ∼1977) : 5 16軍事革命을 거쳐 社會的으로 變動期,
또는 再建期에 접어들었으나 敎科書의 改編은 여러번의 論議를 겪다
가 改編作業에 따른 莫大한 經濟的 負擔 等의 理由로 그때마다 小規
模의 修正 程度로 미루어 오다가 1978年에 第4次檢定敎科書가 改編되
어 現在 施行中에 있다.
以上 우리나라의 中等 數學敎科書는 平均 8,9年만에 한번 改編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은 先進各國에서 보통 5年에 한번의 改編에
比하면 그 適應度가 매우 늦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實質的인 內容面
으로 살펴보면 매우 부끄러운 일이나 主로 日本에서의 敎科改編의 餘
波를 상당히 영향받아 왔다는 點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數學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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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年大計를 위해서도, 自主的인 國家次元에서도 數學敎科書行政의
重要性을 認識한다면 文敎部는 보다 硏究的이고, 眼目과 機能을 갖춘
機構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3. 學會의 結成과 그 發展相을 回顧할 차례가 왔다. 大韓數學會는
1946年에 朝鮮數物學會로 發足하여 當時 全會員數는 約 五十名 程度
로, 그中 數學關係者는 學生身分의 5, 6名을 包含하여 겨우 20 餘名이
었다고 記憶된다. 그러나 그 무렵의 社會的 混亂, 더 具體的으로는 左,
右 陣營의 對立은 學會에도 밀어닥쳐, 未久에 朝鮮數學會, 朝鮮物理學
會로 分離되었을 뿐 아니라 所謂 ‘社會團體’ 로서 左, 右에 任意로 利
用되어 數學會는 다시 分裂되어 實質的인 ‘學會’ 로서의 活動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如何間 이때 左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金志政,
崔宗煥氏 等이었고, 右의 代表로는 故 崔允植先生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25動亂 後, 1952년에 釜山피난地에서 崔允植先生을 發起
人으로 하여 大韓數學會가 再建되어 崔博士가 初代會長으로 被選되고
이때 會員數는 52名이었다고 기억된다. 그러나 이 動亂의 時期에는 다
른 모든 學會가 그렇듯이, 이렇다 할 活動을 볼 수 없었으며 會員 역
시 10餘名의 避難 敎授들과 釜山市內 中等數學敎師가 全部였으며,
‘1953年에 李林學, 尹甲炳, 金正洙氏 等에 依하여 등사版으로 紙上數學
談話會란 5,6面程度의 小冊子로써 open problem의 紹介, unsolved
problem의 解의 等을 揭載한 것들이 2,3回 配布되었었다.
제법 學會로서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還都後 1957年頃
以後로서, 이해부터 年一回의 總會 및 硏究發表會를 갖게 되고, 1958
년부터는 春季는 서울에서, 秋季는 地方에서 交代로 開催키로 하다가
總會도 서울, 地方을 交代로 옮겨가며 開催키로 하는 例가 생겼다. 地
方大學으로서는 처음으로 1958년에 慶北大學校가 學會行事를 主管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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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과 3編의 講演이 있는 活氣를 띄었다. 이 무
렵, 學會誌는 數學敎育이 第三輯까지 發行되었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4 19를 맞고, 또 이어서 崔允植會長의 作故
로 말미암아 學會는 一時 沈滯에 빠지고, 연이어 5 16直後의 各 社會
團體의 解散命令에 따라 學會는 完全히 沈黙하게 되었다가 1963년에
이르러 學術團體에 對한 登錄 整備令에 따라 故 張起元 ( 第2代會長 )
의 名儀로 大韓數學會會則을 作成하여 任意團體로 登錄하였다. 이때의
會務는 禹聲九 ( 延大, 作故 ), 朴漢植 ( 敎員大 ), 李禹翰 ( 東國大, 作故),
河光喆 (서울大 ) 이 理事職을 맡았다.
여기서, 앞서 말한 會誌 數學敎育 ( 第 一, 二, 三輯 ) 에 이어 本
格的인 學術誌로서의 會誌數學을 擧論코저 한다. 于先, 1964年 4月 刊
行의 이른바 大韓數學會會誌 第 1 號 第 1 卷(Vol. 1, No. 1)의 創
刊辭(會長, 張起元)를 一部 引用하기로 한다. “1946年 大韓(?)數物學會
가 서울에서 創立되었고, 1952年에 大韓數學會가 釜山에서 避難中에
故 崔允植博士를 初代會長으로 하여 發足하였다. 그 동안 內憂外患에
基因된 바 크다고 하겠으나 이 나라의 西歐文明受入의 尺度라고 할만
한 韓國數學界를 代表한 本會가 겨우 그 命脈을 維持하여 왔을 뿐 沈
滯狀을 免치 못하였음은 當路者의 一人으로 漸愧를 禁치 못한다 ⋯.
이제 數學 이란 表題의 會誌의 創刊을 보게 되었다. 머지않아 當當
한 Journal에까지 發展되리라고 믿으나 當分間, 몇 분 先生에게 위촉
하여 大學院 講座 程度의 講議의 連載와 優秀한 碩士學位論文의 轉載,
學會時에 發表된 論文의 要旨, 各大學數學科의 動靜, 會員相互間의 情
報交換 等을 內容으로 삼아 出發을 보기로 했다.” 引用에서 當時의 學
會誌의 內容과 性格과 程度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參考삼아 Vol. 1,
No. 1 의 目次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였는데, 이때 15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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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 ⋯ 2편 解說 ⋯ ⋯ 6편 書評 ⋯ ⋯ 2편

報 ⋯ ⋯ 1963年度의 全北大學校에서의 總會 및 硏究發表狀況(發
表者 20名), 理事會, 入試問題 公聽會 等 記事.
장황한 느낌을 금치 못하면서 앞의 引用文을 적은 것은 다음의
1965년의 Vol. 2, No. 1 의 張會長의 卷頭辭를 또 다시 引用하기 爲해
서이다. “우리 先祖들의 算學에 관한 業績을 들추어 보노라면 敎訓될
만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 今日의 韓國數學界는 時代의 脚光
을 받아 人才에 있어 量과 質의 長足의 進步를 보고 있음은 慶賀스러
운 일이나, 이 時代를 걸머진 數學에 뜻을 두신 여러분, 國際競技場에
서고 있다는 自覺아래 우리 後孫들의 자랑이 될 수도 있도록 奮起하
여 주심을 促求하는 바이다.”
參考 삼아 Vol. 2, No. 1에 실린 論文은 5편, 解說은 3편이었으나
特別한 事況이 있다.
서울에서 1950年代의 中半期에 故 崔博士가 學會建設을 爲하여 힘
쓰시고 있을 무렵, 大邱에서는 朴鼎基 敎授가 特設 地方大學인 慶北大
學校를 바탕으로 特開拓을 始作하고 있었다. 6 25直前에 大邱에 온 朴
乙龍, 韓華錫이 大邱師範大學에서 養成한 嚴相燮, 徐泰日, 白龍培 等을
모아서 朴鼎基는 그의 獨特한 분위기를 造成하여 結局은 刮目할 만한
成果를 이룬 것이다. 이른바 慶北數學雜誌 ( Kyung-Pook Mathematical
Journal ) 의 創刊이다. 當時로는 許多한 難關을 극복하여 1957年에
Vol. 1, No. 1 을 내고 以來今日에 이르기까지 連綿 그 傳統을 이어
나오고 今年은 Vol.26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雜誌는 CODEN
:KPMJAW로서 國際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런 뜻에서 朴鼎基
의 功勞는 매우 큰 것으로서, 大韓數學會에서 功勞賞을 받은 바 있다.
却說하고, 1966年 會誌의 卷末 會報欄의 記事中에서 한 둘을 뽑아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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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大學入學試驗問題集을 韓國數學敎育會와 共編으로 發刊하여
收益金 60,000원을 半分하여 3만원의 配當을 받았음』이 있고, 또
1966년 7월 9일, 『全國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에 加入』이란 것이 있
다. 지금의 韓國科總일 것인데 ‘全國’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妙하다면
亦妙하다. 이때의 會誌 數學 의 編輯委員은 禹聲九(故), 朴漢植, 朴
乙龍의 3人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1967年에 張起元會長이 別世하여
朴敬贊(第三代)會長이 就任하고, 每年度의 硏究發表會는 그 規模가 점
점 커감에 따라 學會에는 ’1968年度부터 다음과 같은 4개의 分科委員
會를

두게 되었다.

第 1 分科 代數學
第 2 分科 幾何學

第 3 分科 解析學
第 4 分科 數學敎育

勿論, 現在는 位相數學分科, 統計數學分科, 應用數學分科를 더 細分
하여 7개 分科로 되어 있다.
이 무렵의 財政的 狀況을 回顧할 機會가 온 것 같다. 1968年에 비
로소 科學技術處에서 本學會에 補助金 30萬원을 支給하겠다는 通告가
있었다. 이 支援金은 當時의 本學會의 下記와 같은 會計 報告에 비추
어 볼 때 그 莫大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 表에서 會誌의
製作費라 함은 會誌 數學 誌, 年一回, 約 40面의 製作所要經費를 全
的으로 會長, 理事等 任員의 活動으로 篤志家의 익명의 贊助에 依存하
였었고 表에서 ‘一部’ 라고 한 것은 運搬費等 雜費를 意味하는 것임을
여기 特記해 두는 바이다. ) 또 當時, 會員數 ( 會費를 納付하는 實數 )
는 80名 ∼ 90名 以內이었고, 會費는 1967年부터 年 300원이었다. 隔世
之感을 禁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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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 會計報告(抄)

1968年

總收入
支出
總會開催費
常任理事會議費
技術團體會費

45,351원
44,930원
32,700원
2,130원

카드作成費
會誌製作費(一部)
交通費其他
殘金
會員

600원
4,000원
1,000원
421원

4,500원

上에서 隔世之感이라고 하였으나, 이 무렵에 설렁湯 한 그릇이
100원 ∼ 150원 程度이었으니, 아마도 異世之感이 드실 것이다. 다음해
1969年에 檀國大에서 總會가 있었는데, 筆者의 記憶으로는 비로소 會
費納入會員數가 100名을 넘어섰다고 알고 있다. 어떤 意味로 참담한
狀況에서 1970年, 忠南大總會에서 第四代 金正洙 會長이 就任하고 이
때부터 學會는 新風이 불기 시작했다. 金會長의 發案으로 會誌와 會報
로 二分하여 論文 爲主의 大韓數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略하여 Jour. K.M.S. ) 와 發表會에서 公表된
論文을 主로하여 一般論文, 記事, 討論會記事, 論說, 書評 等을 揭載하
는 大韓數學會會報 ( Bulletin of the K.M.S., 略하여 Bull. K.M.S. )
로 各各 年二回 出刊 ( 全四冊 ) 하기로 되어 여기서 一代飛躍을 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각각, “회지”, “회보”로 약칭되며 前者는 靑
色, 後者는 黃色의 表紙色으로 區別되어 現在에 踏襲되어 오고 있고,
1986년 가을 現在 Vol. 23, No. 2 가 나올 豫定이다. 또, 今年의 同學
會 40年을 紀念하여 1964, Vol. 1, No. 1 부터 今年까지의 Journal 과
Bulletin 揭載의 全論文의 影印本을 刊行키로 計劃이 되어 있다고 한
以

다.

對外的으로도 활짝 門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感이든다.
1973. 3月에는 B. Volkmann 교수와의 Seminar ( Hausdorff measure )
1970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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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lli 교수의 초청강연 ( 미국대학의 수학교육 ), 7월에 H.
Matsumura 교수, 같은 7月에 滯美中의 林德相교수 ( 作故 ) 의 초청세
미나 ( algebraic geometry ) 가 있었고, 1972年 3月에는 亦是 代數幾何
學에 관하여 H. Hironaka의 초청강연이 있는 等 其他는 省略하겠거니
와 活潑한 交流活動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行事의 뒤에는 여러모로
財政的인 뒷받침이 要請되는 법인데 金會長을 爲始한 많은 人士들의
功勞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1974年 第5代會長에 접어들어 學會는 從來의 任意團體를 脫皮하여
待望의 社會法人으로 改編作業에 들어가서 現在, 科學技術處를 主務官
廳으로 하는 法人體로 登錄이 完了되었고, 1979年에는 光復後 可히 初
有라고 할 만한 成事를 치르게 되었다. AID 의 援助와 同學會 및 서
울大學校 數學科의 主管으로 가진 “韓美數學 웍샾 '79” ( Korea U.S.
Math-Workshop '79 ) 로 불리우는 行事로서 國外에서는 H. Hironaka
( Harvard Univ. ), F. Raymond ( U. of Michigan ), F. Tréves ( Rutgers
U. ), Dock S. Rim ( U. of Penn. ), K.W. Kwun ( Michigan St. U. ),
C. N. Lee ( Michigan St. U. ), B.Y. Chen ( U. of Michigan ) 等을 위
시하여 10餘名이 招聘되고, 國內의 各大學에서 約 150餘名이 參加하는
近十日間에 걸친 大行事였다. 便宜上, 代數學, 解析學, 位相幾何學, 微
分幾何學 等等의 分科로 나누어 進行했으나, 參加者들은 從來의 分野
別 細分化 傾向을 止揚하고 보다 大域的인 立場에서 이른바 大單位
硏究의 力量을 培養하고 세계 數學界와의 情報 交流의 迅速을 期하여
共同硏究의 經驗을 通해 우리나라 水準의 向上을 꾀한다는 目標를 세
웠던 것이다.
한편, 1970年부터 推進해 오던 IMU ( 國際數學聯合, 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 ) 加入의 努力도 참으로 表現키 어려운 難關들이
가, 4月에

- 190 -

많았으나 1979부터 曙光이 보이기 始作하여 드디어 1981年 ( 第六代會
長 ) 에 完全 해결을 보았고 現在는 Korea ( South ) 의 名儀로 會員國
이 되어 있다.

今年이 大韓數學會의 四十週年이 되는 해이다. 이 時期에 즈음하여
韓國數學史學會의 金容雲會長의 請을 저버릴 수 없어서 史學會 會員
여러분과의 對話의 材料감으로 삼을 생각으로 ‘韓國數學四十年'의
Summary를 만들 작정이 이렇게 길어졌다.
끝으로, 외람된 일이나 記念삼아, 얼마前 어떤 學會에서의 開會辭
中의 몇 句節만을 抄하여 結論 아닌 結句로 삼고자 한다.
“古來로 what? 이 人類의 人類다운 始作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
다. 범위를 좁혀서 What is the mathematics?이 되면, 이것은 어렵다
면 어렵고 같은 뜻이겠으나 困難하다면 困難하고, 또 重要한, 그리고
重大한 質問이기도 합니다. 質問을 조금 方向을 바꾼다고 할까, what
대신에 where로 바꾸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달라질 것 없다고 敢히
主張할 수 있는 분에게는 새로 다음과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어째서
(why) 여기에(where) 서있지요’ 라고 ⋯ . 이것은 數學者 相互間의
마치 認定 질문 같은 느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點이 바로 현재
의 우리 數學人(이 用語가 뜻이 있다면)이 풀어야 할, 그리고 언젠가
는 答을 만들어야 할 일 거리인 줄 압니다.”《韓國數學史學會誌 제3권
1호; 1986. 9.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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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大韓數學會
尹

甲

炳

小考
서울 1926년 생

본 제3고등학교 이과 졸업
서울대 문리대 수학과 졸업
시라큐스대 Ph.D.
일

서울대, 경희대 교수
대한수학회 부회장 (1963-1970)
학술원 회원

憶이 不確實하고 또 推測으로 쓴 部分도
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記

므 약간의 誤謬

있으 로

름 바꾸고 開
校하였다. 美군정청에서는 總長에 백락준氏, 豫科部長에 현상윤氏를
任命하였으나 主로 좌익 학생들의 反對로 取消되었고 얼마동안 美將
校가 總長직을 맡았으며 理工學部長에는 李泰圭박사가 임명되었다. 이
때 日本의 大學에 在學 中이던 學生들의 編入이 許容되었고 物理學의
조순탁 박사도 이 때 경성대학 2학년에 編入하였다.
京城大學에 數學科가 新設되어 1946년 1월頃 本人, 吳焞用氏 ( 前
科技院 吳允用교수의 伯氏 6 25 동란 때 行不 ), 金汶泰氏 ( 6 25 동란
때 行不 ), 鄭春培氏 ( 京城師範에서 金志政선생의 弟子, 獨學으로 중등
교원자격증 획득, 國大案때 월북 ), 許鉽氏 ( 연희전문卒, 文理大 졸업
후 數學科 助務員 ( 助敎 )으로 근무하다가 6 25 때 行不 ) 가 入學하였
다. 이 當時 國內 수학자들이 모여 輪講會를 조직하였는데 여기서 投
票에 의한 互選으로 數學科 교수를 선출하였다. 初代 數學科長에 金志
政선생 ( 國大案때 월북 ), 그 外에 李林學, 劉忠鎬선생이 專任교수로
강의하셨다.
1946년9월에는 所謂 國大案으로 京城大學은 서울大學으로 바뀌게
1945년 가을에 前 경성제국대학이 경성대학으로 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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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人등은 수학과 2학년으로 自動진급했는데 이 때 總長은 李
春昊氏 ( 美國에서 工夫한 수학자 ) 이고, 얼마후 張利郁박사가 總長에
취임하였다. 文理大학장에는 李泰圭박사, 工大학장에는 金東一박사, 豫
科部長에는 國文학자이신 李崇寧박사였다. 또 豫科를 修了하신 朴乙
龍, 金正洙, 崔秉成, 韓華錫氏가 새로 入學하시고 ( 以上은 旧制, 즉 3
년으로 大學課程을 마침 ), 宋鈺瀅氏가 新制 ( 즉 4년으로 大學課程을
마침 ) 로 入學하셨던 기억이 난다. 이 때 專任교수는 崔允植박사 한분
이고 講師로 朴鼎基, 辛永黙 ( 당시 培材高校 校長 ) 氏가 계셨다. 이로
부터 1年이 지나 1947년9월에 李林學선생이 專任교수로 復歸하셨다.
1946年 上半期에 本人, 金汶泰氏, 吳焞用氏 등은 같이 金志政 先生
의 解析學 講義를 들었다. 金先生은 책없이 하는 名講義였었고, 그때
수강학생 수는 他科 학생을 포함하여 70-80명쯤 되었다. 李林學 先生
의 代數學 ( Van der Vaerden ), 劉忠鎬 先生의 Lattice 理論과 微分機
何, 韓弼夏 先生의 實解析學 등의 강의도 들었다. 本人은 1946년 9월
이후에는 崔允植 先生의 解析學에 관한 여러 강의, 李林學先生의 추상
대수학, 정수론, 朴鼎基 先生의 行列과 行列式, 辛永黙 先生의 射影幾
何 등의 강의도 들었다. 左右의 대립, 國大案 등으로 大學이 어수선하
여 어떤 科目은 강의시간에 출석을 많이 하지 못하였지만 試驗을 치
르고 學點을 받기도 하였다. 正規科目 이외에 本人, 金汶泰, 吳焞用,
許軾氏 등은 같이 輪講으로 數學을 공부하였다. 本人은 射影幾何 ( 細
川 ) 를 吳焞用氏는 積分方程式論 등을 서로 돌려가면서 강의하고 공부
하였다. 1948년 8월에 학부를 졸업한 후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동안
本人은 數學科 助務員 ( 助敎 ) 으로 근무하였다. 碩士學位論文은 ‘Paul
Erdös 문제' ( 평면에서 원을 분류하는 기하학적 대수학 내용 ) 이었는
데 李林學 先生으로부터 이 문제를 알았고 本人은 이 문제를 解決하
였다. 당시 敎授가 부족하여 本人은 學部在學 中에도 微分積分 과 豫
科數學 등을 강의하였다. 助務員 근무 당시 수학 및 물리학 1학년에게
解析槪論 ( 高木貞治 )등을 강의한 때도 있었다.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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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立되었다. 主로 各 大學의 수학, 물리학 교
수 大部分과 뜻 있는 中等學校 교사, 대학생들이 會員이 되었다. 이
學會는 1950년, 1951년, 1961년, 1962년을 빼고는 해마다 各 大學을 돌
아다니며 總會를 열었다.
1948년8월, 수학과의 제1回 ( 서울大學으로는 제2回 ) 卒業生 4名이
배출되었다. 이 해 가을 東崇洞 旧文理大 대강당에서 열린 數物學會에
서 本人이 ‘4色문제'에 관해서 發表하였다.
1949년 가을 數物學會에서는 “學會에서 會員들의 圖書出版을 맡되
印稅의 半은 學會發展基金으로 징수함” 을 決議하였으나 곧 이은 6
25 동란으로 實效는 거두지 못하였다.
1952년 釜山피난시절에 數物學會는 數學會와 物理學會로 分離하여
大韓數學會가 되었다. 1952년과 1953년에 2回에 결쳐 李林學선생이(등
사版) 數學論文集小冊子 ( 紙上數學談話會 ) 를 發刊했는데 李林學선생
이 3편, 金正洙선생이 1편 寄稿하였고, 本人은 行列에 관하여 2편 정
도 寄稿하였다.
1953년9월 서울로 還都.
1954년3월 ∼ 1958년6월 本人 美國 유학.
1959년 가을, 空軍士官學校에서 열린 學會總會에서 本人이 本人의
학위논문 槪要에 대해 發表하였다.
1960년, 學會 創立때부터 계속 會長직을 맡으셨던 崔允植박사가 서
거하시고 곧 副會長이시던 張起元박사가 會長직을 맡았다. 張起元박사
서거 후에는 朴敬贊교수가 會長직을 이어 받았다.
1963년11월, 全州에서 總會가 개최되었는데 이 때 本人이 副會長으
로 選出되었다 ( 1963년11월부터 1970년10월까지 ). 이 會期 中 全州에
서 Kennedy 대통령 暗殺의 충격적인 消息에 접하였다. 이 때 數學會
任員의 任期를 4년으로 하였다. 그 후 任員任期는 1年, 2年으로 변경
되었으며 1970년 10월, 金正洙선생이 會長으로 선출되었다.
1946년에 數物學會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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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

6. 나와 數學

- 광복에서 정부 수립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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植 부산 1926년 생

범

서울대 사 대 수학과

졸업

서울대 이학박사

범

서울대 사 대, 한국교원대 교수
한국수학교육학회장

날이 드디어 왔다. 광복 당
시 나는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 학생이었으나 신병으로 학교를 결석
하고 부산에 와 있었으므로 원자 폭탄을 피할 수 있었다.
군정이 실시되고 군정청은 10월 1일을 기하여 각급 학교를 개교한
다고 발표하였다. 9월 28일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부산항공립고등여학
교 (현 경남여자고등학교 ) 촉탁선생으로 발령이 났다. 10월1일 학교에
나가보니 교장으로 김하록 선생님, 또 광복 전부터 이 학교에 계셨던
김귀남 선생님 ( 화학 ), 새로 부임한 분으로 김수량 선생님 ( 화학 ), 우
말선 선생님 (가사 ) 그리고 나 이렇게 해서 교장을 제외한 교사는 모
두 4명이었다. 그래서 4개 학년을 학년별 ( 1학년은 3반이고, 2, 3, 4학
년은 2반씩이었다 ) 로 합반을 해서 하루 4시간의 수업을 했고, 교장은
교사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다.
당시 부산공립고등여학교 ( 간단히 부산고녀라 하였다 ) 도 문을 열
참인데 학생이 없어서 (광복 전 부산고녀는 일본인 학교로서 광복이후
일본인이 철수하였으므로 학생이 없었다 ) 부산항공립고등여학교에서
편입 시험을 치고 학생을 모집하였다. 시험과목은 수학뿐이었다. 그래
서 부산고녀의 수학 교사인 김정수 선생님 ( 前 서울大 교수, 大韓數學
會長, 작고 ) 은 나와 둘이서 시험문제도 함께 내고 밤을 세워 가며 채
1945년 8월 15일 기다리던 조국광복의

- 195 -

점을 했다. 시험문제는 한글로 쓰고 그 아래에 일본어로 번역하여 놓
았다. 그리고 답안은 한글이나 일본어로 쓰도록 하였다. 이것은 학생
들이 한글을 못 배운 탓도 있지만 편입생이 일본에서 귀환한 동포로
서 우리말도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학과 지도는 교수요목 ( 교육과정 ) 도 없는 상태에서 수학의
어떤 내용을 지도하느냐가 문제이었는데 각 학교에서 다루는 수학교
과의 내용은 한마디로 각 교사 마음대로 이었다. 그래서 수학교과 내
용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시내 수학교사들이 모였다. 이 모임은 강삼
영 선생님이 주도하셨는데 강선생님이 당시 어느 학교에 계셨는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이 모임에서 각 교사들이 과거 중학교에 다닐
때 배운 경험이 그대로 나타났다. 즉, 대수와 기하로 하자는 측과 여
기에 반대하여 광복 직전 사용하였던 교과서 “신제수학”을 한글로 번
역하여 사용하자고 하는 쪽이 있었다. 신제수학과 그 전의 수학을 모
두 공부하였던 나는 신제수학의 장점을 알고 있던 터라 신제수학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랜
경험을 가진 교사도 다루기 힘들었던 신제수학을 제대로 수학교사의
훈련도 받지 못한 급조된 수학교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
문이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헤어졌다.
그래서 1946년 3월 군정청 학무국이 수학과 교수요목을 발표하였
는데 우습게도 중학교 1 ∼ 3학년의 내용은 제1류와 제2류로 분류하지
않았을 뿐 광복 전 신제수학과 같았다 ( 박한식(1991), 267 ∼ 282쪽 참
조 ). 그러자 부산시내 수학교사가 다시 모이게 되었고, 이번에는 임시
교과서로서 광복 직전에 사용하던 교과서 “신제수학”을 우리말로 번
역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946년 2월 동래공립중학교 교감인 이상태 선생님 ( 이 분은 후에
부산대학교 교수로 정년퇴임 하셨다 ) 이 나더러 동래중학교로 오라고
하셨다. 까닭은 그 학교 수학선생님 ( 이 때 그만 두신 선생님은 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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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신 김철수 선생님으로

직전에 동래중학교에 부 하

후에 서울대학교

무처장 역임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가 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교

악 슭 이전의 주도적 역할을 하신 분 ) 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진학반 학생들을 지도할 수학 교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 학교에 발령이 나면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한다면서 전근
이 미루어지다가 부산항공립고등여학교에 발령이 난지 만 6개월 째인
1946년4월 1일에 동래중학교 교사로 전근 발령이 났다.
동래중학교에 부임을 하고 보니 4학년의 진학지도가 급한 과제였
다. 위에서 말한 임시 교과서는 중학교 3학년까지이고 4학년은 빠져
있었다. 4학년 ( 군정청 학무국에서 1946년 3월에 만든 교수요목에 따
르면 고급중학교 1학년이다 )의 수학과 교수요목은
1. 논증기하
2. 통계
시 서울대학교 관 산 기

3. 수열과 연속적 변화

신제수학 4학년 제1류의
내용과 흡사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도하기 위해서 광복 직전 교
과서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거기에 풀이를 넣은 것을 등사본으로 만들
었는데 책명은 “신제수학의 연구” 라 넣었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나누
이 주고 수업을 하였다. 그리고 여분은 보수동에 있는 서적상에게 위
탁하여 판매하였다(위탁 판매를 맡았던 분이 임사장인데 뒤에 부산에
서 가장 큰 서적 도매상으로 성공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등사본
은 당시 부산에서 대학 수험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 있었
이었다. 여기서 3의 내용은 광복 직전 중학교

다. 당시 부산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동래중학교과 경남중학교

루
1946년 9월에 새 학년도가 시작하는 무렵 서울에서 교과서가 제작
되어 부산에도 배포되었다. 처음에 많이 사용된 교과서는 최윤식 지
음, 경음사 발행의 “중학교 수학” 이었다. 이 교과서의 내용은 광복
직전의 신제수학의 제1류, 제2류와 내용이 흡사하였다. 많은 사람이
우려하였던 대로 일선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다루는데 무리가 많았다.
의 두 학교의 학생이 주류를 이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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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쇄 본
많이 팔리
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던 중에 민중서
관에서 정의택 지음의 중학교 수학 교과서가 간행되었다. 이 교과서는
우선 활자가 크고, 내용도 쉽게 서술되어 있었다. 그래서 많은 학교가
정음사의 것에서 민중서관의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었다. 이 밖에
도 수학 교과서가 간행되었는데 부산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못했다.
광복 후에는 우선 새학년을 9월 (1945년 10월 1일에 개교 )에 시작
거기에다가 정 사의 인 와 제 도 좋지 않았다. 교과서가

하였고,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4년으로 하였다.

군정청 교수요목에 따르면 중학교는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모두 6년이었다. 또 같은 해 2
월 17일에 결성된 조선교육자협회에서도 그 해 7월에 중학교 학제를
그러나 1946년 3월에 공표된

6년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래서 당시 중학교는 6년제 이지만 이
들 교과서는 중학교 4학년까지이고 5학년과 6학년의 교과서는 발간되
지 않았다.

또 다른 이유는 1946년 군정청에 의하여 공표된 고급중학교의 수
학 교수요목 때문일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4학년 (고급중학교
1학년 ) 은 신제수학 제1류와 그 이전의 중학교 대수, 기하 중에서 논
증기하와 통계를 합쳐 놓은 것이고, 5 ∼ 6학년 과정은 광복 전 일본의
고등학교 (지금의 고등학교와 다르다. 지금의 대학의 교양과정부로 생
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 또는 전문학교 ( 지금의 전문대학으로 생각하
면 될 것이다 ) 의 수학교육과정을 옮겨 놓은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서 사용하던 고등대수학, 해석기하학, 미분학 ( 竹內端三 지음 ),
적분학 ( 竹內端三 지음 ) 등의 복사판이 나와서 그것을 교과서로 사용
하였다. 뒤에 가서 이들 교과서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간되기도 하였
다.

음
음)
와 민중서관 (정의택 지음 )에서 발간되었고 (1947년? ), 또 6학년 수학
이러한 속에서 중학교 5학년 수학 교과서가 정 사 ( 최윤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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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로서

미분학만이 정음사에서 최윤식 지음으로 출간되었다. 그러

끝까지 적분학은 발간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
학과의 李林學교수가 그랜빌의 미적분학을 번역하여 청구문화사에서
출판 (1949년 ) 하였는데 이것이 중학교 6학년 수학교과서로 널리 사용
나

되었다.

군정이 폐지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봄 문교부에서는 각 교과의 연구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경
남 학무국에서는 수학과의 경남 대표로서 진주중학교의 경원수 선생
님과 나를 선발하여 서울에 보냈다. 나는 기차 속에서 서울 교사들은
수학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기회에 많은 것을
배워야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수학과 연구회는 용두동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있었다. 일반 수업공개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있었고 특별 연구수업은 2학년이었다. 연구회 때
문에 급히 붙인 각 교실의 수학 공식은 오류가 적지 않게 눈에 띄었
다. 연구수업 (2학년 )은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었는데 여기
서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으나 한마디로 지도교사가 제대로 교재내용
의 지도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수업을 평
가하기 위해서 문교부에서 나오신 분이나 그 곳에 참석한 다른 교사
들의 발언에서 기차간에서 생각한 기대는 사라지고 말았다.
결론을 말하자면 연구수업을 본 소감은 문자 그대로 실망이었다.
부산만 수학교육이 엉망인 것이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1948년 8월 15일

았다.

- 199 -

7. 북한의 대학수학교육
(광복 후 6 25동란 前)
李

守

滿

함남 함주 1927년 생

려
졸업
충남대 이학박사
고 대 수학과
한남대 교수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학은 물리수학부 안에 수학
과와 물리학과가 있었다. 나는 함흥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1947년 8월
에 김일성대학 물리학과에 4회로 입학하였다. 함흥상업학교 졸업생 중
7명이 나와 같이 김일성대학에 입학하였다. 1950년 3학년 때 6 25 동
란이 나서 월남하게 되었는데 벌써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이런
관계로 그 당시 북한에서의 수학교육의 실태를 말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국내외의 친지들과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내가 경험한 수학교
육을 되도록 정확히 기록하려고 한다.
그때 수학과 교수진으로는 1946년부터 1947년까지 金致榮, 金志政,
李載坤, 韓弼夏 교수 순서로 부임하였다. 수학과는 3개의 강좌로 구성
되었는데 해석학 강좌에 金志政, 韓弼夏, 대수학강좌에 李載坤, 기하학
강좌에 金致榮 교수가 속하게 되었다.
한 학년의 모집정원은 수학과가 40명, 물리학과가 80명 이었다. 성
적 미달 등의 이유로 중도탈락자가 생겨 상급반에 갈수록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 물리학과의 경우 80명 입학자 중 3학년 때에는 32명 (여
1946년에 설립된

학생 3명 ) 이 되었다. 수학과와 물리학과의 교과과정은 2학년까지는
거의 같았다.

별

목

음

학년 로 내가 이수한 수학과 은 다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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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에서

⋅미적분학 : 金志政 담당, 일본책을 참고로 했고 이론 쪽으로 증명을 중

면 노트로 강의
⋅해석기하학 : 金致榮 담당,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강의
⋅대수학 : 李載坤 담당, 초등대수의 내용을 노트로 열정적으로 강의
시하 서

2학년에서

⋅해석학 : 金志政 담당, 해석학 개론의 내용을 노트로 강의
⋅미분방정식 : 韓弼夏 담당
⋅대수학 : 李載坤 담당, 선형대수의 내용을 노트로 강의

3학년에서

⋅함수론 : 韓弼夏 담당, 분필만 가지고 와서 강의
⋅미분기하 : 金致榮 담당, 일본책을 참고로 강의
⋅대수학 : 李載坤 담당, 추상대수의 내용을 노트로 강의

위의 과목외에 3학년에서 집합론 ( 韓弼夏 ), 실변수함수론
( 金志政 )(4학년까지 계속 )등이 강의 되었다. 교재는 대부분 일본책으
로 高木貞治, 吉田洋一 등의 저서와 Hausdorff 의 집합론 등이 쓰여졌
지만, 학생들은 책을 구할 수 없었고 노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49년경 부터는 해석학, 실변수함수론 등에서 소련의 W. Rudin 등의
책들이 강의 교재로 채택되기 시작했으며 이들 분야에서는 소련에서
나온 책들이 일본 것 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교수들
도 수학용어를 노어로 쓰기 시작하였다. 강의 내용은 물리학과에서 배
우는 수학도 ε,δ 식 논법에 의한 엄밀한 증명을 동반하는 것이 보통
수학과는

이었다.

체

계획을
100% 완수하여야 하는 것처럼 이것도 강의 계획을 100% 완수하여야
하니 휴강은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고 언제나 책 마지막 페이지까지
교과 진도는 대 로 강의

계획서

대로 진행되며 인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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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야 했다. 성적평가에서 중간고사 제도는 없고 그대신 학기말 시험
을 2, 3일에 1과목씩 1개월에 걸쳐 실시하여 시험방법은 한사람씩 차
례로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뽑아 답안지를 작성하고 그 답안지를 가지
고 구두시험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학기말시험
성적 외에 교수가 매시간 호명하는 출석점수와 과목에 따라 매주 실
시하는 문제풀이 시험 ( 10분 정도 ), 숙제성적 등이 가산되기도 한다.
성적은 총점 5점 만점으로 평가되는데 3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2점이
면 과락이고, 한 번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초창기 학
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흥남공과대학, 김책공과대학, 사범대학 등 대
체로 지방공대 등 각 대학에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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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8. 내 주변의 수학 이 기
吳

允

用 황해도 해주 1928년 생
서울대 문리대 수학과

스 대 Ph.D.

졸업

부란다이

단국대 교수

뉴욕주립대(at StonyBrok) 교수
펜실바니아 주립대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글은 필자가 경험한 일들과 주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을
되새기면서 쓴 것이지만, 워낙 오래 된 일이라 정확치 않은 곳이 많을
줄 압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1. 광복전의 교육

친

일제시대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5년이었고, 중학교를

위

후는 소

전문학교 ( 의학전문학교는 4년, 그

외의

마

전문학교는 3

예과 또는 고등학교 3년을 거친 후 대학 ( 3
년 ) 으로 가는 두 가지 진로가 있었다. 2차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인
재 부족으로, 중학교가 4년제가 되고, 예과 또는 고등학교는 2년제가
되어, 나는 중학 4년제의 제1회 졸업생 (45년 3월 )이 되었다.
거의 모든 사립대학과 관립대학 중 경성제국대학 만이 예과를 두
고 있었고, 기타 관립대학은 고등학교 ( 일본 전국에 약 30여개 ) 또는
전문학교 졸업생 중에서 입학시험을 치루어 학생을 뽑고 있었다. 예과
또는 고등학교만은, 중학교 4년을 마치면 응시자격이 부여되었었다.
예과나 고등학교는 이과와 문과로 나뉘고, 이것이 또다시 제1외국어
년) 로 가는 진로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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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따라 분류되었다.
중학교를 마친 한국인의 상급학교 진학은, 대부분이 한국내에 있는
전문학교나 경성제국대학 예과, 그러고 일본 본토에 있는 사립 상급학
교로 가는 것이었고, 고등학교 진학은 극 소수였다. 그나마 한국 내
의 관립 상급학교 진학마저도, 우리 한국인은 많은 제한을 받았고, 일
본인은 비교적 쉽사리 진학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소위 엘
리트 코스 (elite course )라고 하는 예과나 고등하교 졸업후의 대학 진
학자나, 그 외의 대학 진학자의 수효는 미미하여, 광복 후 대학 교수
( 영어, 독어, 불어 ) 택에

확보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초등학교 (소학교

또

또는 국민학교 ) 에서 공부하는 수학은 지금과 마

찬가지로 산수( 는 산술)라고 하여 내용은 지금과 대동소이였으나, 6
학년

마지막 문제는 소위 학구산 ( 鶴龜算 )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기억

이 된다. 학과 거북이의 총수와 학과 거북이의 다리의 총수가 주어졌

각각의 수효를 알아내는 문제 및 그 응용 문제이다 (미지수 x
나 y 는 일체 안 씀).
중학교 수학은 미적분 이전의 수학, 즉 평면논증기하와 계산위주의
일반대수만을 취급하였다. 논증기하에서는 퍽 까다로운 궤적문제나
작도문제까지 다루었고, 대수에서는 기교가 요구되는 인수분해, 1-2차
방정식, 연립방정식, 대수 ( log ), 3각함수 등이 포함 되었다. 일제 말
기에는 소위 신수학이라 하여, 미적분 입문과 공간개념, 그리고 대수
에서는 순열조합, 확률, 계산자의 이론, Sine 및 Cosine 법칙을 이용한
측량문제 등 응용성이 강한 수학개념이 소개되었다. 나도 중학 4학년
때, 시간과 기차가 달린 거리 관계를 이용하여 미분의 개념을 정봉협
선생님 ( 前 서울공대 교수, 작고 ) 으로부터 설명 들었다. 예를 들면,
논증기하의 문제도, 일정한 직선 경로를 x km/hr로 날아가는 적의 비
행기를 발견하고, 그 경로밖에 있는 비행장에서, 우군의 비행기가 y
km/hr로 최단 시간 내에 추격하려면 어떤 경로를 택하여야 하느냐,
을 때

하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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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

계

전문학교나 고등학교 (

또는 예과 ) 에서는 해석기하와 미적

분이 중심이었다.
2. 광복과 국립서울대학교

유일한 대학이었던 경성
제국대학을 한국인이 접수, 경성대학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국내외에
서 다니던 한국인 대학 재학생 및 대학 지망생을 선발 입학시켜 시작
1945년 8월 광복과 더불어, 당시 한국내의

하였다.

출신 인사는 열 손가
락도 안 되는 처지였고, 그 중 김지정 ( 동경제대 출신 ), 한필하 ( 대판
제대 출신 ), 李林學 (경성제대 출신 ), 유충호 (동경제대 중퇴 ) 제씨가
광복 후 경성대학 수학과에서 수학을 강의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1945년 말에 입학한 수학과 제1회 (서울대학 제2회 )학생으로는, 구
그 당시 한국인으로 정식 대학 수학과 학사

제 ( 대학 3년제 ) 에, 김문태 ( 경성제대 재학, 6 25 동란 중 행방불명),

순

본

오 용(동경제대 재학, 6 25 동란 중 행방불명), 윤갑병(일

제3고등

출신, 前 서울대, 경희대 교수), 허식(연희전문출신, 6 25 동란 중
행방불명)씨 등이 계셨고, 신제(대학 4년제)로는 송옥형(일본 물리학교
출신, 前 이화여대 교수, 작고)씨 등이 계셨다.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였던 것과, 생활난으로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로 취직하고 있었던 관계로 강의는 1주일에 1, 2일 정
도밖에는 못 들었다고 한다 ( 광복 후 중고등학교 수학교사의 대 부족
으로, 이공계 대학생들이 중고 교사로 많이 채용되었고, 특히 수학 전
공 학생은 수학교사로 대환영이었다. 이런 상태는 이 후에도 오래 계
학교

속되었다 ).

순

1946년 중 에 들어서

미군 군정청이 미국식

위 국립서울대학교안 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 내용인즉 경성
관립전문학교인 경성공업전문학교 ( 前 경성고등공업학교 ), 경

중에, 소
대학과

학제로 개편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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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산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경제전문학교 ( 前 경성고등상

업학교 ), 경성의학전문학교, 수원농업전문학교 ( 前 수원고등농업학교),
경성치과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등을 통합하여, 국립서울대학교를 만
드는 것이었다.
이에 사회 일부와 학계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
났고, 급기야는 소위 국대안 반대라는 총동맹휴학이 전국적으로 일어
나 약 1년여에 이르는 대학 공백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 와중에 많은
교수들이 이북 김일성대학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旅順高等學校에 다녔기에 나는 광복과 더불어 의당 경성대학 예과
로 편입학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경제구조가 마비된 상태에서,
3 8선을 넘어 서울로 와 공부하는데 필요한 학비조달이 불가능하리라
고 생각하였고, 또 3 8선이 곧 없어지고 남북왕래가 자유롭게 되리라
는 안이한 생각에, 고향인 황해도 해주에 머무르며 시기가 오기를 기
다리고 있었다. 1년간을 허송세월 한 뒤, 편입학 이라는 특혜를 잃고,
재차 입학시험을 치루어 1946년 9월에 국립서울대학교 예과 (이과 ) 에
입학하였다.
처음 1년간은 동맹휴학으로 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나는 남산과
종로에 있던 시립 도서관과, 국립 중앙도서관을 전전하며 독학을 하였
다. 추운 겨울 날씨에 그나마 난방시설이 좀 되어 있던 그곳들을 찾
아, 밤늦게 까지 일본말로 된 미적분책 상하권과, 대수학, 독일어 책을
공부하였던 생각이 주마등과 같이 지나간다. 점심 도시락 하나를 싸
들고 가서 오후 2시경에 점심을 먹고 오후 9시 문을 닫을 때까지 공
부하다가, 걸어서 서대문밖에 있던 집까지 돌아와 늦게 저녁밥을 먹던
일이 생각난다. 이렇게 고생한 덕분에, 다시 강의가 시작한 후에는 비
교적 쉽사리 공부를 따라 갈 수 있었다.
동맹휴학 초기에는 많은 학생이 이에 동조하였으나, 시일이 지날수
록 주동 세력들의 속셈이 드러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빨리 개
강하였으면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기 시작하였다. 47년 초봄에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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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다고 하여 이과 전 학생을 강당에

넣고

끔

강의를 하였으나 가

맹휴학파 학생들이 떼로 몰려들어 강의를 방해하는 사태도 있었다.
이 와중에도 학생들 간에 5-6명씩 써클 ( Circle ) 이 형성되어 각자의
집을 차례로 돌면서 수학공부 ( 주로 미적분 ) 를 한 것은 다행한 일이
동

라고 여겨진다.

터

다시 제대로 개강이 된 것은 1947년 9월부 이었다.

예과 전임으로

허식씨 한 분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학부 교수들이 시간으로
나오셨고, 수학강의는, 여러 강사 외에 학부 3학년 학생들이 시간으
로 나와서 도와주는 처지였다 ( 허식선생은 당시 학부 학생이었으나 연
희전문학교 졸업생이었으므로 그 학력을 가지고 전임이 되었다고 들
수학에는

었다 ).

석
각반 ( 이과만도 5-6반이 있었
다 ) 담임선생님에 따라 일정치 않았다. 미적분은 일본말로 된 다게우
지단조 ( 竹內端三 ) 의 미분적분학 상하권이 교재가 되었다. 반에 따라
서는 착실하게 강의가 되기도 하였으나, 휴강이 많았던 반은 그렇지도
못하였으며, 단기간 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연습문제를 다루는 시간
적 여유는 좀처럼 없었을 뿐더러, 뒷부분인 중적분은 다루지도 못하였
해 기하는 일정한 교과서가 없었고

다.
3. 국립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
1학년 시절 ( 1948 ) -

예과 2년을 마치고 학부로 진학하게 되었을

많은 고민 끝에 수학을 택하였다. 집에서는 의사가 되라고 하였
으나 나는 의사라는 직업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 공과
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맹휴학 중에 독학한 수학에 흥
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 위에 친한 동급생 몇 명은 내가 당연히 수학
을 전공하리라고 믿고 있어, 사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수학과에 가게
되었다. 수학을 전공한 형님 (오순용 )의 영향이 작용한 것도 숨길 수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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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사실이다.

니 최윤식 ( 교수 ), 이임학 ( 조교수 ) 두 선생님과 1회
졸업생으로 조교가 된 윤갑병 선생님이 전임이었고, 연희대학의 박정
기 ( 일본 동북제대 출신 ), 유충호 두 선생님이 시간으로 나오셨다.
또 1회 졸업생이고 의예과 전임이 된 오순용, 연희대학 전임이 된 허
식, 경기고 교사가 된 김문태 세분이 시간으로 나오셨다.
선배로는 학부 구제 (학부 3년제 ) 3학년에 김정수 ( 前 서울대 교수,
작고 ), 박을용 ( 前 서울대 교수 ), 최병성 ( 前 서울大, Univ of Alabama
교수 ), 한화석 ( Georgia St Coll.교수 ) 씨가 계셨고, 신제 (학부 4년제 )
3학년에 하광철 ( Illinois St. Univ 교수 ) 씨가 있었다.
구제가 없어진 신제2학년에는 신현천 ( 前 경상대 총장 ), 엄장일 (
前 부산대 교수 ), 권택연 ( 前 고려대 교수 ), 이일해 ( 前 서울대 교수 ),
이부생 ( New Jersy St Coll. 교수 ), 정기열 (6 25 동란 중 행방불명 ),
박규삼 (재미 ), 김증호 ( 前 E. Carolina Univ 교수 ), 김주환 ( 前 카나
다 Simon Fraser Univ. 교수 ) 제씨등 10여명이 있었다.
우리 학년에는 예과에서 진학한 학생과 신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섞이어 약 15명이 되었다. 권경환 ( 포항공대 교수 ), 김기명 ( NY St.
Coll. 교수 ), 이우한 ( 前 서울대 교수, 작고 ), 안희두 ( 前 동국대 교수,
작고 ), 주석순 ( 前 중앙대 교수 ), 김영돈 ( 前 성균관대 교수 ), 임덕상 (
前 Univ of Pennsylvania 교수, 작고 ), 박종철 ( 前 전남대 교수 ),, 오
희준 ( 前 충남대 교수 ), 이상섭 ( 후에 화학과로 전과 ) 등이 있었으나,
그 외의 인사들은 6 25를 겪는 동안 행방이 묘연하다.
1학년 강의로는 이미 예과에서 미적분을 대충 마쳤기 때문에, 윤갑
병 선생님이 해석개론을, 최윤식 선생님이 입체해석기하와 미적분 연
습, 박정기 선생님이 행렬과 행렬식을 1학기에, 미분방정식을 2학기에
강의하셨다.
해석개론은 일본의 다까기 ( 高木 )가 쓴 해석개론이 교과서가 되었
다. 실수의 연속성에 관한 4개의 공리 - Dedekind 정리, 상한 하한의
학부에 진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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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erstrass의 정리, 유계 단조 수열 ( Bounded Mono
tone Sequence ) 의 수렴성, 구간축소법 - 등이 동등하다는 말을 들었
을 때는 좀 어리둥절하였으나, 이것을 이해하고 나니, 그 뒤의 내용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었다. 정적분의 존재성에 관한 Darboux의 정리
역시 신선하였고, 일양수렴성 ( Uniform Convergence )의 개념도 새로
웠다. 윤갑병 선생은 중요치 않는 부분은 대담하게 뛰어 넘으면서 핵
심을 찌르는 명 강의를 하셨다. 속도가 너무 빨라 따라가기가 좀 힘
들었으나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강의였다.
윤선생님의 해석개론 강의에 대하여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다. 그
책에는 변수가 3개 이상인 함수의 극치문제에 관하여, 그 판별법을 결
존재성에

관한

과만을 기록한 부분이 있었다.

차

론

습

이 문제는 대수학의 2 형식 에 귀결되는 문제였고. 이것이 연

木 ) 의 대수학강의 책으로 2차형식
을 열심히 읽고 나서 그 결과를 증명하였던 바, 모든 학생에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라는 윤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그 후 2
시간에 걸쳐 2차형식을 설명하였던 기억이 난다.
일본 이와나미 ( 岩波 ) 서점에서 출판한 행렬 및 행렬식 ( 藤原松三
郞 ) 이라는 책으로 박정기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강의 해 주셨는데,
선생님의 열정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과 같이 벡타공간 (
Vector Space ) 이나, 선형사상 ( Linear Map ) 의 개념이 확실치 않던
시대라 좀 지루하였으나 그 나름대로 흥미를 끌 수 있었다. 연희대학
관사에서 이화대학을 가로질러 걸어서 서대문까지 오시고, 또 다시 전
차로 청량리 교사까지 나오셔 강의해 주시던 선생님 모습이 선하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활고로 인하여 1학년 때부터 중고등학교
문제로 주어졌다. 나는 다까기 ( 高

교사로 취직한 사람이 있었고, 회사에 취직한 사람도 있고 하여 강의

꼬박 꼬박 나오는 사람은, 우리 반에서는 5,6명에 불과하였다.
후에 도미하여 수학자로 대성한 임덕상 군도 개성여고 교사로 있으면
서 1주일에 1-2일 상경하여 강의를 들으면서 진도를 살피고 있었다.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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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을 뿐더러 노력도 남다르게 하는 까
닭에, 고등학교 교사로서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강의를 듣는
우리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었
다.
겨울이

면

되

학교 교사에 난방시설이 전연 안되던 시절이라 겨울

유난히도 길었다. 이 기간을 유효하게 쓰기 위하여 1주일에
2,3일씩 모여 특정한 책으로 윤강 ( Seminar ) 을 하자고 합의가 되어
실천에 옮기기로 하였다. 책은 일본 다까기 ( 高木 ) 가 쓴 초등정수론
강의가 선택되었고, 모이는 장소는 청량리 교사 남향 3층 교실로 하였
다. 난방시설은 없으나 오후 2시경이면 해가 들어와 견딜 만 하였지
만, 해가 안 나는 날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계속하였다. 그 덕분에, 제1
장 초등정수론, 제2장 연분수, 제3장 2원 2차 부정방정식을 마칠 수가
있었고, 또 저자 특유의 명쾌한 설명으로 정수론에 매혹되기도 하였
다. 헌 책방에서도 팔 수 없을 만큼 헌 책이 된 그 책이 아직 내 서
가에 꽂혀 있어 볼 때마다 향수 감을 느끼게 한다 ( 48년 우리가 예과
를 마친 후, 예과제도가 없어지고 예과교사였던 청량리 교사는 문리과
방학이

대학 이학부 교사로 사용되었다 ).

선생
오순용 선생의

2학년 시절 ( 1949 ) - 2학년이 되어서 개설된 강의는, 윤갑병
님의 복소함수

론,

李林學

선생님의

론 위상수학,

정수 과

현대대수학 ( 1 )이었다.

론은 일정한 교과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주로
다까기 ( 高木 ) 의 해석개론의 제5장 해석함수와 다께우지 ( 竹內 ) 의
함수론 (상 하권 )을 이용하였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함수론 연습시
간은 최병성 ( 당시 대학원생 )형이 맡았었다.
李林學선생님의 정수론은, 1학년 겨울에 우리가 정수론 윤강을 하
였으므로, 초등정수론 부분은 빼고 Landau의 Zahlentheorie ( 독일어판
) 를 가지고 소수의 분포와 2원 2차 부정방정식을 다루셨다. 李林學선
생님의 위상수학 강의는 나는 안 들었으나, 우리 학년에서는 권경환
복소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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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d ff f 의
Topologie 라는 독일어판 이었고, 권군은 이 강의에 매우 흥미를 느껴
후에 Topology를 전공하지 않았나 하고 추측이 간다.
오순용 선생님의 현대대수는, 저 유명한 Van der Waerden의
Moderne Algebra ( 독일판 ) 를 교재로 썼다. 아시다시피, 이 책은 그
당시 유일의 교재였고, 다른 책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정도였
다. 아직 영어판이 없던 시대고, 이 독일판 마저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안되어, 한 책을 돌리고 돌리면서 공부하였다. 그 책으로
체론 ( Field Theory ) 중간 정도까지 끝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Van der Waerden의 책에 관하여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한 이
야기가 있었다. 이 유명한 책을 구할 길이 없었고, 수요가 적은 이 책
의 사진판을 만들어 팔려는 출판사도 없었다. 그래서 2학년생 4명 (
권경환, 김기명, 이우한, 본인 ) 이 모여, 그 책을 타자 인쇄하여, 우리
도 갖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유료분배 하는 사업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우한군은 타자를 맡기로 하고, 그러기 위하여 우선 타자학원에
등록, 타자 방법을 배웠고, 김기명군은 독일어에 능하여 교정을 맡았
으며, 나는 그 책에 쓴 독일어 수학부호를 손으로 써 넣는 동시 등사
하는 일을 맡았으며, 권경환군은 모친을 설득하여, 후에 갚는다는 조
건 하에 재정적 지원을 맡도록 일을 분담하였다. 이 일은 겨울방학
동안에 끝내기로 하여 진행 시켰다. 다소의 어려움도 있었으나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고달프다 보면 옆에서 지켜보던 권경환 군이,
이 일이 성사되면 이익금이 얼마가 될 터이니까 ( ? ) 예상 이익금의 1
부를 미리 당겨서 영양보충을 하자고 하니, 배고픈 처지에 아무도 반
대할 리 없었다. 이래저래 경비를 미리 당겨쓰다 보니, 막상 책이 나
와 판매하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예상과는 달리 적자 사업이 되고
말았다. 도중에 책값을 인상하는 사태까지 있었으나 역시 적자였다.
할 수 없이 권군이 모친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던 바 “내 그럴 상 싶
더라” 라는 한 말씀으로 금전적인 결말이 나고 말았다. 그 추운 겨울
이우한

군이

수강하였다. 교과서는 Alexan ro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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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에,

든

난방도 안된 방에서 고생고생하며 만

바람에 내게 현재 남아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그 책의 모양이 눈앞에 선하다.
새로 입학한 1학년에는, 장범식 ( 前 Univ of British Columbia 교
수 ), 최지훈 ( 前 인하대 교수 ), 전병문 ( 前 인하대 교수 ), 남정도 ( 6
25중 행방불명 ), 조주경 ( 재북 ), 김성일 ( 前 중앙대 교수 ), 방창모(
Emory Univ 교수 ), 전경린 ( 前 경희대 ), 임창구 ( 작고 ) 등 제씨가 있
겪고

미

판

이 등사 도 6 25를

내가 도 하는

었다.
3학년시절 ( 1950 ) - 2학년 때까지만 하여도

새 학년은 9월에 시작

바뀌어 4월에 시작하기로 결정이 되어, 그 중간 조치
로 우리가 3학년에 올라간 것은 50년 6월 1일이었고, 며칠 못 가서 6
25라는 민족 대 참변을 겪게 되었다. 2학년 때까지 그 복잡한 여건 하
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까닭에, 수학이라는 학문에 어느 정도
취미와 자신을 가지게 되어 더욱 더 정진하리라는 각오와 흥분 속에
새 학년을 맞았다. 그러나 이러한 각오도 다 일시나마 무산되고 말았
으니 원통하기 한이 없을 뿐이었다.
3학년에 개설된 강의는 유충호 선생의 미분기하학, 허식 선생의 적
분론, 오순용 선생의 현대대수학 ( 2 ), 최윤식 선생님의 고급해석학 등
이었다. 미분기하학은 Eisenhart의 Differential Geometry, 적분론은
Saks의 Theory of Integration, 현대대수학은 역시 Van der Waerden
책이었고, 고급해석학은 일본의 사가이에이타로 ( 坂井英太郞 ) 의 고급
해석학특론 책 등이 교재로 쓰였으나, 며칠 못 가서 뿔뿔이 흩어져 고
난을 겪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9 28 서울수복이 된 직후, 3개월 동안의 피신생활에서 살아 남은
나는 청량리 이학부 교사가 어찌 되었나 하고 가 보기로 하였다. 동대
문까지 도달해 보니 청량리까지의 전차 선이 모두 절단되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멍하니 서 있는데 마침 주석순 군을 만나, 둘이서 허
약해 질대로 허약해진 몸을 이끌고 도보로 청량리까지 걸어가기로 하
하였으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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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까지 와 학교 교사를 바라보니 3층 지붕이 하늘색이
다. 폭격을 피하기 위하여 인민군이 지붕을 하늘색으로 칠 했구나 하
면서 가까이 가보니 지붕을 칠한 것이 아니라 아예 지붕이 없어진 것
이었다. 인민군이 숙사로 쓰고 있다는 정보에 의하여 미군이 폭격을
가하여, 전 교사가 뼈만 남아 있었고 지붕도 날아가 버린 것이었다.
이 때의 실망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51년 1월에 다시 1 4 후퇴라는 소용돌이가 일어나, 서울대학도 정
부를 따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부산에서는 소위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서울에 있던 모든 대학이 연합하여 한 대학을 이루어
강의를 하였으나, 그 후 연합대학이 해산되고 서울대학은 동대신동에
판자로 된 가교사를 지어 단독 강의를 하였다.
나는 9 28 수복 후 군입대로 인하여, 부산에서의 생활을 잘 알지
못한다.
였다. 거의

4. 격동의 6 25
9 28 후 대학이 정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

걸친 서울에서의 피신 생활을 생각하여, 그 해
10월에 육군 장교로 입대하여, 육군본부에서 1년 근무한 후, 51년 11
월에는 새로 생긴 4년제 육군사관학교 ( 진해 ) 기간요원으로 부임하였
았고, 그 전 3개월에

다.

졸업도 못한 처지였으나 교수 요원 부족으로 나도 교단
에 서게 되었고, 55년 3월 제대할 때까지 지금의 11기생부터 14기생까
지를 가르치게 되었다. 교육자로의 품격도 형성되지 않았던 어린 나이
에 교단에 섰던 까닭에 생도들에게 끼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자성
하는 바이고, 그 당시의 생도들에게 미안한 마음 금할 바 없다. 어느
해 미분방정식을 가르치러 교실에 들어갔었는데, 한 생도 ( 모 퇴역대
장 ) 의 교과서 뒤뚜껑에 미분방정식 = 고생방정식 = 오윤용 이라고
아직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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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를 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로 인하여 교육자로서의 나의 몸가짐에
대해 큰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육사 초창기에 마
땅한 교과서를 구할 수 없어, 나는 부산으로 파견되어, 부산에 계시던
최윤식 선생님과 정봉협 선생님의 조언을 들으며 고등학교 수학 복습
용 교과서 ( 6 25 동란으로 인하여 고교 공부를 제대로 못하였으리라
는 판단 밑에 ) 를 편찬하여, 육사 교육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였다고
자위하는 바이다. 부산에 출장 가 있는 동안에는 하루 출장비라고는
밥 두끼 사 먹으면 없어지는 정도였다. 잠 잘 자리가 없었던 차에, 주
석순 군이 경남상고 교사로 있으면서 당직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것
을 알아, 두 명만이 누울 수 있는 비좁은 당직실에서 무수히 많던 조
그마한 흰 버러지 ( ? ) 와 싸우며 약 3주일을 신세졌다. 육사에서 가르
친 과목으로는, 초기 생도들에게는 고교 수학의 복습과 해석기하, 미
적분학, 복소함수론 개론, 미분방정식 개론이었다. 육사 교수요원 부족
으로, 각 부대에 산재 근무하고 있던 김증호, 김주환, 엄장일 세 선배
와 안희두 군을 불러 들여 동고 동락하며 군생활을 하였고, 경북대학
에서 정년 퇴임한 임재규 선생과 친분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부
터였다.
48년 9월에 입학한 우리 동급생 약 15명중에서 52년 3월 제 때에
졸업한 학생은 권경환 군 한 명이었고, 반년 후에 주석순 군이, 1년
후에 이우한 군이, 2년 후에 임덕상 군, 오희준 군, 김영돈 군이 졸업
하였고, 3년 후에 안희두 군, 박종철 군과 내가 졸업하였으며, 그 후에
도 몇 명인가가 졸업하였으니 그 시대의 혼란된 사회를 짐작할 수 있
을 것이다. 권군은 졸업 후 1년 정도 있다가 도미하여 Univ. of
Michigan 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임덕상 군은 수복 후 이화여고
교사로 있다가 55년경에 도미 Indiana Univ. 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
다. 두 친구 다 후에 Annals of Math. 에 발표되는 좋은 논문을 썼으
니 우리 동기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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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자 생활

근무하면서 간간이 대학에 등록한 까닭에, 55년 3월에
는 제대와 동시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 대학을 7년 다닌 꼴이
되었다 ). 최윤식 선생님의 배려로, 희소가치 속에 들었던 나도, 그해
4월에 단국대학 전임으로 부임할 수 있었고. 동시에 서울대학 의예과
강의도 맡을 수 있었다 (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하였지만, 광복 후 우후
죽순 같이 많은 대학이 생겼으나 가르칠 교수는 없고, 자연 우리 수학
과 졸업생은 곧 대학으로 취직이 되었다. 이런 상태는 이 후 몇 년이
더 계속되었다 ).
단국대학에서는 처음 권택연, 장태환 ( 前 고려대 ) 두 분과 같이 근
무하였으나, 60년경에 두분 다 고려대학으로 옮기는 바람에, 방창모 (
재미 ), 김형보 ( 前 단국대 ) 두 분과 같이 재직하였다. 개설된 과목은
다른 대학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 전공에 구애하지 않고 전 교수가 돌
아가며 여러 과목을 가르쳤지만, 장태환, 김형보 선생은 주로 해석학
과 위상수학을 맡았었다고 기억이 된다. 중학교 은사이신 정봉협 ( 前
서울공대, 작고 ) 선생님이 전임대우라는 호칭 아래 시간으로 나와 도
나는 육사에

와 주시기도 하였다.

환 군의 모친 ( 숙명여고 교장 ) 에게 인사하러
갔었는데, 축하한다는 말도 하시기 전에 그곳 졸업반의 수학을 시간으
로 만이라도 맡으라고, 반 강요하시는 바람에 거절할 길 없이 맡게되
니, 결국 1주일에 총 22시간의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미 가정을 이루
고 있던 나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맡으면서도 생활에 허덕이고 있었
으니, 그 당시의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56년 4월부터는 서울대 수학과 1학년의 대수학 ( 2학점 )도 맡게 되
었다. 1학기에는 李林學선생이 쓰신 대학대수학 책으로 복소수, 방정
식론, 행렬식 등을 가르쳤고, 2학기에는 Birkhoff-MacLane의 A
Survey of Modern Algebra 를 가지고 Vector Space 와 Matrix
제대하기 직전 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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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Al ebra 를 강의하였다. 이 강의는 그 후 3년간

계속되었고, 59년에는

Birkhoff-MacLane 책을 가지고 현대대수학을 강
의하였다. 언제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 아마도 60년 - 고급학년에
Artin이 쓴 Galois Theory를 가지고 한 학기 강의한 기억도 난다.
그 당시의 학생으로는, 56학번에 명효철 ( 과기원 교수 ), 고영소 (
서울대 교수 ), 주진구 ( 충남대 교수 ), 신동선 ( 이화여대 교수 ), 김재
주 ( 서울대 교수 ) 등이 있었고, 57학번에는 권영관 ( 미국에서 수학으
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회계학으로 전환, 재미 ), 김종식 ( 前 서울대
교수, 작고 ), 이동훈 ( Case Western Univ 교수 )과, 3군 사관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서 편입학한, 윤옥영 ( 前 수산청장 ), 김태부 ( 동국대 ), 황
인홍 ( 재미 ), 신홍철 ( 중앙대 ) 등이 같은 반에 있었으며, 58학번에는
김하진 ( 아주대 교수 ), 채수봉 ( 미국 New Coll. 교수 ), 한철수 ( 계명
대 교수 ), 이사계 ( 서울대 교수 )등이 있었다.
54년 서울 수복후의 서울대학 문리과대학 수학전임으로는, 최윤식
선생님, 윤갑병 선생님, 최병성 선생님 세 분 뿐이었고 - 李林學선생
님은 이미 카나다로 가시고 - 최지훈 선생이 조교로 있었다. 강의는
위 세분과, 졸업생 ( 김증호, 김성일, 전경린, 본인 ) 이 시간으로 맡았
다. 그 후, 50년 말부터 60년 초에 이르는 동안, 하광철 선생과 권경환
군이 귀국하여 약 2년 동안 강의하며 과에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었
으나 연구생활을 할 수 없는 사회여건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떠나가
버렸다.
2학년 학생 상대로

최윤식

본

일

선생님에 대한 회고
출신이시고, 광복 전부터 경성광산전문
최윤식 선생님은 광복 직후 그 학교 교장으

동경제국대학 수학과

학교 수학교수로

계시던

계시다가, 국립서울대학교 창설과 더불어 초대 수학과 과장으로 오
셨다. 그 후 문리과대학 학장을 지내셨고, 초대 한국수물학회 회장, 초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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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셨

면

대 대한수학회 회장을 역 하 다. 그러 서도 돌아가실 때 ( 60년 ) 까

른 열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주셨다. 학생 하나 하나의 생
활에도 마음 쓰시고, 또 졸업 후의 취직 문제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쓰
시며 알선해 주셨다. 그 당시 학생으로서 선생님을 거치지 않고 대학
에 취직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니 선생님은 초창기 우
리 수학계를 이끌어 온 분이고 서울대 수학과의 제1의 은인이시며 공
로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도 선생님의 한 문하생이었음을 자랑으로
여기는 바이다. 나는 선생님의 회갑을 맞이하여 회갑논문집을 발간하
려고 동분서주하던 일과, 돌아가신 후 이병도 선생님의 비문을 받아
망우리 묘지에 동문회 이름으로 묘비를 세웠던 일이 생각이 난다. 선
생님 장례식에서 선생님이 항시 즐겨 부르시던 “옛날에 금잔디" 노래
를 육사 나팔수를 시켜 부르게 하였을 때는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
지 남다

李林學

선생님에 대한 회고
계

득

경성제국대학에는 수학과가 없었던 관 상 부 이 물리학과를 다

니면서 수학을 독학하신 -당시 유일의 수학교수인 일본인 교수 ( 수치
해석 전공 )로부터 간접적 지도를 받았다고 함- 李林學선생님은 광복
과 더불어 경성대학 수학과 전임으로 부임하셨다. 선생님의 수학에 대
한 애착과 열성은 대단하셨고, 그 열성은 곧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
을 미쳤다. 초기에 대수학을 전공하려고 생각한 학생이 많았던 것도
선생님의 영향이라고 여겨진다. Journal이라고는 구경도 못하던 시대
에, 어떤 한 Journal 를 입수하셔 읽으시던 중, Double Series에 관한
미해결 문제를 발견하시고, 이 것을 해결하여 미국수학회의 Bulletin
에 제출하여 게재된 일이 있었다. 이 일은 수학의 불모지와 마찬가지
였던 한국수학계에 큰 화재가 되기도 하였다. 선생님은 이것이 6 25
동란 중 Canada의 Univ of British Columbia로 유학 가시게 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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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임하실

Theory에서 큰

면

때까지 그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시 서,

업적을 남기셨다 ( 일본 수학사전, P407

I,

Group

J 참조 ).

1961년 4월에 나는 단국대학을 그만 두고 이화여자대학으로 자리

작고 ), 송옥형 ( 작고 ), 정연기, 장범식, 송순희 선
생님들이 당시 수학과에 계셨고, 수학과는 사범대학에 속했었다. 송옥
형 선생님은 수학과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남다른 정열을 쏟으
셨고, 학생 지도에 있어서도 부모에 못지않는 자비로움을 보여 주셔
우리 젊은 교수들의 귀감이 되셨다. 가르친 과목으로는 2학년 대수학,
4학년 교직과목으로서의 미적분연습과 기억이 안 나는 또 다른 한 과
목이었다. 취임 당시 나는 이미 도미유학을 하려고 이곳 저곳에 원서
를 내고 입학 허가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차였으나, 꼭 온다는 보
장도 없고 하여 새 직장으로 옮긴 것이었다. 다행이 4월말에 임덕상
군이 근무하던 Brandeis 대학에서 입학허가서가 나와, 이화대학에는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지만, 한학기만 마치고 떠나게 되었다.
이 기회를 빌어 54년 서울이 완전 수복되었을 때 한국수학계의 사
정을 하나 소개하기로 하자. 수복 후 처음으로 대한수학회 총회가 동
숭동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사업보고 후에 논문발
표가 있기로 되어 있었으나 발표할 논문도 없고 하여, 한 대학원 학생
이 Simplicial Complex 의 정의를 말하였고, 다른 한 학생 Characteristic
p 인 field 이야기를 하였으며, 어떤 지방 대학의 교수는 homological
algebra에 나오는 exact sequence 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Minesota
대학을 다녀 온 공대 졸업생이 Fourier 변환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러
니 백 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는 요즈음 수학회 총회와는 그 질과
양에 있어서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동시, 우리
수학계의 밝은 앞날을 기대하는 바이다.
를

옮겼다.

조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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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는말
지금까지 광복 직후부

터

미

내가 도 한 1961년까지

험

위

수학도로서

또

났

는 수학교육자로서 내가 경 한 것들 그러고 내 주 에서 일어 던

엮어 보았다. 기억이 나는 대로 이것저것 쓴 까닭
에 정확성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극도
로 혼란했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그 시대에 어떤 분들이 우리 수학
계를 이끌었는가, 어떤 강의가 있었는가,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였는
가를 생각 나는 대로 엮어 한국 수학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었으면 한다.
처음 이 글을 부탁 받았을 때는, 나도 이런 글을 써야하는 연배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쾌히 수락하였으나, 막상 펜을 들고 보니
기억이 희미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몇 사람에게 수소문하여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분 역시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도 많았다.
돌이켜 보건대 그 당시의 사회와 오늘의 사회, 그 당시의 대학과
오늘의 대학, 그 당시의 대학생과 오늘의 학생을 비교할 때 참으로 격
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그 당시의 사회, 그 당시의 대학 등으로부터
전환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지 않았나 하고도 생각이 들지만 그 동
안에 너무나도 달라진 오늘의 환경 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서 부
러움을 느낀다.
나는 요즈음 학생들에게 가끔 “너희들은 행운아다” 하면서, 옛날
우리가 어떤 환경 하에서 어떻게 공부하였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이
런 과거를 생각할 때, 너희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
다.” 라고 하면서 말을 맺곤 한다.
일들을 서술식으로

199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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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의
權

유학시절 전후
景

煥 경남

마산 1929년 생

서울대 문리대 수학과

졸업

미쉬간대 Ph.D.
프린스톤고등연구소 연구원
서울대, 미쉬간주립대 교수
포항공대 교수
대학시절 우리가 서울대학
년을

마친

마지막 예과에 들어간 것은 경기중학 4

1946년이고 학부에는 1948년에 들어갔다. 1946년 국대안 (

합
려
좌익
이 주도한 동맹휴학, 1950년의 6 25 동란 등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학
교를 다니고, 1950년 말에 부산으로 피난, 거기서 전시 연합대학도 경
험했다. 이공과 모든 학년을 통틀어 한 반을 만들어, 나도 지질학, 건
축학개론 등을 수강했다. 한 학기 후에는 이것이 정상화되어 비록 천
막 안에서 배웠지만 수학 강의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에서
는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교수님들이 다른 일도 하셨다. 최윤식 선생
님은 경기여고에서 특강하셨고, 이임학 선생님도 약학대학에 출강하셨
다. 이러한 사이에 내가 학부학생이었지만 이임학 선생님의 대수학연
습 등을 비공식적으로 맡았었다. 또 학부시절 중 생각나는 것은 1949
년 李林學 선생님이 Alexandroff-Hopf 책으로 위상기하학 ( Topology )
을 강의하신 일이 있다. 이것이 한국에서는 처음이고 진도가 천천히
진행되어 general topology 개요와 mode 2 homology 를 시작하다가
강의가 끝난 것 같다. 또 최윤식 선생님의 3차원 공간의 해석기하학,
尹甲炳 선생님의 해석개론 ( 高木貞治 ), 함수론 그리고 사영기하학은
언제나 well polished 강의였음이 생각난다. 이외에 吳焞用 선생님의
현대대수 ( Van der Waerden 의 Moderne algebra ), 許鉽 선생님의
여러대학을 통 하여 하나의 국립대학교로 만들 는 안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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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웠
선생님의 환론 (
Jacobson : Structure of Rings ) 을 배웠으나 학생이 나 하나뿐이어서
윤강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몹시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기억
된다. 이임학 선생님의 진지한 학문에 대한 태도, 尹甲炳 선생닙의 명
강의, 학생의 깊은 흥미를 일으키게 한 吳焞用 선생님의 강의, 崔允植
선생님의 학생을 위한 진지한 보살핌 등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대한수학회의 창립총회가 서울대 가교사 천막 속에서 개최된 것은
1952년이었고, 서울대 측에서 참석한 사람은 崔允植, 李林學 양 교수
및 朱石淳과 나 뿐 이었다. 여기서 선생님이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었
는데 朱石淳도 투표에서 1표를 얻었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을 다녔고, 책도 별로 없어서 교과서
도 어떤 것은 우리가 등사하여 사용했었다. 이리하여 교수가 문제를
주면 자기 힘 아니면 볼 책도 없이 많은 생각 끝에 풀어내고 하여 많
은 공부가 되었다. 요사이는 많은 책이 있어 학생들이 자기 힘으로 풀
려는 의지를 가지는데 방해가 되는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어려운
환경이 반드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적분 을 진지하게 배 다. 6 25 때 부산서 李林學

나는 1952년에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경기고등학교 교사가 되

유학은 생각한 일도 없었는데, 미국에 가 있던 누이동생이 조그
마한 college 에서 scholarship 을 구해 보내 줘 일단 유학을 가기로
하고 1953년 2월에 떠났다. 가는 도중 Los Angeles 에 유학 중인 고
영희君에게 들려 둘이서 9월까지 같이 University of Michigan 을 가
기로 하고 원서를 냈었다. 미리 한국에서 가지고 온 성적증명, 추천서
등을 동봉하였다. 그 후 고君은 예정을 바꾸어 MIT로 가게 되었고 9
었다.

월에 나 혼자 Ann Arbor 로 갔다.

름 Los Angeles 에서 고영희와 같이
지냈고 그때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에 유학차 Vancouver
로 가던 도중 들르신 이임학 선생님을 뵙게되어 감개무량했다. 그때만
해도 미국 내에 있는 한인 수도 적고, 서로 연락도 없고 Ann Arbor
Ann Arbor 로 가기 전 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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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과 가끔 만나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수학과
대학원생과 같이 또는 혼자 수학공부 하는데 보냈고 이때 Frank
Raymond 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비록 어려운 주위환경 하에
보낸 생활이었으나 미국 유학 중 수학에 관한 열등감을 가져 본 일은
별로 없었다. 오히려 자신감을 가진 적이 많았다. 가끔 기초 방면에
배운 것이 없어 불편하면 따로 책을 사서 독학하기도 하였다. 처음에
는 Richard Brauer 밑에서 군론을 하기 위해 Michigan 에 갔으나 그
분은 Harvard 로 간 다음이었고 다행히 Topology의 권위자 Raymond
Wilder 가 있어 그 밑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58년 학위 후 일년 New Orleans 에 있는 Tulane University 에
에 있던 십 수명의

서 강사로 있다가 1959년에 서울대에 오게 되었다. 귀국 후 한국에 있

논문 2,3편을 미국에 냈었다. 내가 이 때 한 강의과목중
대학원의 Algebraic Topology ( George Whitehead 의 Homotopy
Theory, MIT Lecture Note, Steenrod-Eilenberg 의 Foundations of
Algebraic Topology의 첫 부분) 학부 Topology ( 내가 쓴 강의록을 사
용 ), Algebra ( Van der Waerden 의 Modern Algebra 영어판 ) 등이
있었으며 다시 도미한 1961년까지, 약 2년 동안밖에 없었지만 나는 강
의와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대학원 강의는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의한 것은 내가 서울대에서 처음이라 한다. 그 때 대학원 학
생으로는 김순규, 김해연, 윤재한, 박세희, 김제필 등이고, 특히 윤재한
은 당시 해군사관학교에 있으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내 강의를 들으려
고 기차로 서울에 올라오곤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 이 2년 동안에
박세희, 김제필의 석사논문을 지도하여 박세희는 나의 첫 석사제자로
끝나는 것을 보고 떠났고 김제필은 내가 미국에 간 후 석사학위 논문
을 완성하였으나 항시 연락이 있었다. 이 때 학부에서 처음 가르친 학
생 중 고영소, 구자흥, 명효철, 신동선, 주진구 등을 들 수 있다.
1960년에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 의 Morton Curtis 교수가
날더러 1962년에 와서 1년 지나기를 초청하였다. 1년 동안 가족과 함
는 동안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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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많을 듯하여, University of Wisconsin
에 있는 Raymond 교수 알선으로 1961년 Florida로 가기 전 1년을
Wisconsin 에 있기로 되어 1961년에 미국으로 떠났다. 가는 도중
Ann Arbor 에 들러 미시간대 강사로 와 있던 이정림 박사와 즐거운
한여름을 같이 보낸 것이 생각난다. 이때 이박사는 당시로는 sheaf
theory 로 cohomology manifold 를 다룰 줄 아는 극히 소수의 수학자
의 한 사람으로 미쉬간 대학에서 이 제목으로 강의하고 있었고 이것
이 그 후 다채로운 연구생활의 시작이었다.
이 때 내가 먼저 혼자 왔고 가족이 뒤따를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내가 떠난 보름 후 박정희 장군이 군사혁명에 성공해서 시끄러웠고
다음 해나 되어서야 가족이 합류하였다. 그 동안, 군사정부로부터 해
외에 있는 공무원 ( 나는 당시 서울대 조교수였다 ) 은 즉각 귀국하지
않으면 징계위에 회부된다는 통고를 몇 번 받고 Florida 로 갈 약속도
있고 하여 1962년에 일단 사표를 제출하여 한국에는 직장이 없어졌다.
이때쯤 김제필의 석사논문은 유클리드 3차원공간 decomposition
space 문제였는데 그 결과를 가다듬고 또 가다듬어 완벽한 결과를 만
들어 지극히 아름다운 논문을 Duke Journal 에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미국에 장기 체류케 된 시작이었고, 1962년에 Florida 로
1964년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로 그리고 1965년에 Michigan
State University 로 가게 되었다. 거기서 1966년에 정교수가 되고
1990년 포항공대에 부임할 때까지 열심히 살았으며 마지막 7년은 학
과 chairman 도 했었다. 이 동안 친구인 임덕상 박사가 Philadelphia
에서, 이우한 박사가 서울에서 이 세상을 떠나 그 때 내가 상가를 방
문한 것이 아직도 생각난다.
갔다오는

것은

너무

일이

199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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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광복직후 내가
盧

載

본 수학의 발자취

喆 경북 상주 1929년 생

범

대구사 대학 수학과
플로리다대학

Ph.D.

졸업

청주대학, 동국대학, 서강대학교수

舊 대구사범학교 4학년으로 졸업을 1년 앞둔
때였다. 이른바 대동아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인 1945년 8월 초 어느
날 히로시마 ( 廣島 ), 나가사키 ( 長崎 ) 두 곳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수십만의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수많은 건물이 파괴되어 두 도시
가 폐허화되었을 때 이 놀라운 과학의 위력 앞에 온 세상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일제는 무조건 항복
했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에 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필자도 앞으로 원자물리학을 공부하여 장래 위대한 물리학자
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해 대구사범대학 전문부 理科에 입학하였다. 광복 후 새로
생긴 대학이라 각종 시설은 보잘것없고 교수들은 일정 때 중학교 敎
諭 또는 일본국에서 대학, 고등사범, 물리학교를 졸업한 분들로 충당
되었고 수학에서는 당시 미적분, 해석기하, 고등대수를 이해할 수 있
으면 권위자에 속했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경상남북도 전
체를 통해 몇 사람밖에 없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실험 기자재는
중학교 교재를 다룰 정도의 간단한 것밖에 없었도, 원자 물리학을 공
부할 수 있는 실험기구나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는 전무하고, 앞
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나아지기엔 요원해 보였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
운 사정 속에서는 노력과 머리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수학이라 판단
되어 수학 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광복되던 해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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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선생님이 계셨다. 그 한 분
은 대구사범대 4학년 때부터 계셨던 金秉洙 교수이고 또 한 분은
1946년 초에 부임하신 郭元淳 교수였다. 두 분 모두 일정 때 동경물리
학교를 졸업하시고 귀국하여 다년간 중학교 교유로 재직하여 교육 경
력이 풍부하신 분들이었다.
김병수 선생님은 미적분, 고등대수, 함수론, 구면기하, 행렬 및 행
렬식 등을 가르치시고, 곽원순 선생님은 해석기하, 사영기하, 실변수함
수론 등을 강의하였다. 그 당시 교과서는 없었고 강의 내용을 흑판에
쓰고, 설명을 하면 학생들은 그것을 노트에 옮겨서 복습하였다. 그 강
1946년 대구사 대학에는 두 분의 수학

의 내용은 두 교수님들이 동경물리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었을 것으로

각

차 구할 수 없었지만
두 교수님의 열과 성의가 이심전심으로 우리들을 감동시켜 수학에 대
한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분들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수학
생 된다. 그 때 비록 교과서도 없고 참고서적 조

의 공고한 기초지식이 되었다.
전문부 이과 2년을 수료하고 이학부에 진학할 때 김병수 교수는

른 곳으로 전근하시고, 곽원순 교수만 남아서 실변수함수론을 강의
하셨고, 그 외에 수학과목의 강의는 없어 교양과정의 여러 가지 인믄
계통의 강의만 청강하였다. 다음해인 학부 2학년이 될 때 곽교수는 사
정으로 인하여 대학을 떠나시게 되니 수학과 교수는 한 분도 없게 되
었다. 그 후 吳龍鎭 교수가 부임하셔서 초급 추상대수 같은 과목을 강
의하셨다. 이때 필자의 동급생으로는 강경애, 서태일, 김동기, 이원복
으로서 5명 ( 대구사대 수학과 제 5회 ) 이었고, 선배는 2회가 2명, 제3
다

회가 5명, 제4회가 5명 그리고 1년 후배로서는 제6회 ( 경북대학교 사

범대학 수학과 제1회 ) 가 6명으로 합계 23명이 수학과 학생 전원이었
다.

목

대학에서는 수강과 도 없고 시내 중 고등학교에서는 수학교사가

모자라

대학 재학생들이 시간강사

또는 전임강사로서

교직을

담당하

였다. 1949년 3월에는 서울대학 수학과에서 공부한 朴乙龍 교수와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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錫 교수가 전임강사로 부임하셨다. 박교수는, 미분기하-Riemann 기
하 ( 河口商次 ), 집합론, 함수론 등을 강의하셨고, 한 교수는 정수론 (
高木貞治 ), 추상대수학 ( 藤原松三郞 ) 등 을 강의 하셨다. 수강 과목에
는 뚜렷한 학년 구별도 없었고, 단계적으로 수강할 만한 것이 없었으
나 공부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졌었다.
1948년경부터 시내 고서적상점에는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학서적과
대만에서 들여오는 이른바 해적판이라 불리는 歐美에서 출판된 수학
서적의 복사판이 있어 그것들을 사서 독학할 수가 있었다. 필자는 해
석개론 ( 高木貞治 ) 과 함수론 상 하 ( 竹內端三 ) 를 탐독하였다. 그 당
시 이렇게 혼자 자습한 경험은 수학을 계속 연구하는데 크게 도움이
華

되었다.

마칠 무렵 6 25 동란이 일어
나니 공부하는 분위기는 사라지고 학생들은 지원병, 통역관 또는 경찰
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필자는 육군야전포병단에 지원 입대하여 육
군종합학교에서 약 3개월간 간부후보생 교육을 거친 뒤 1950년 12월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육군 제7훈련소, 육군포병학교 교관 등의 군복무
를 하였다. 군복무 기간에는 후방에서 교육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여가
가 생겨 진해의 어느 고서점에서 Lebesgue 적분론 ( 田島正一 ) 을 구
하여 읽었고 또 林在圭 선배로부터 빌린 측도론 ( 中野秀五郞 ) 을 재미
있게 읽었다. 군복무 중에, 필자는 1952년 3월에 대구사범대학 수학과
를 졸업하였다. 1953년 7월 군에서 예편하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
속고등학교에 부임하였다. 1956년 3월에 경북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
였다. 학생이 한 사람 밖에 없으니 세미나 및 개인지도 형식으로 대수
학, 고급집합론, 적분론 등을 공부하였고, 이때는 교과서로서 일본판을
서점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다.
1958년 3월에 청주대학에 전임강사로 취임하여 2년간 강의하면서
대학에서 충실히 배우지 못한 과목을 복습하였고 1960년 3월에 동국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3년간 있다가 1963년 9월에 미국의 University
1950년, 필자가 학부 제3학년 1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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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lorida 대학원 Ph.D. 과정에 입학하여 여기서 3년 6개월간 본격적
으로 해석학 특히 함수해석학 및 작용소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여
Z.R. Pop-Stozanoviz 교수의 지도하에 “Spectra on Generalized
Dunford Integral” 이란 제목으로 Ph.D. 학위를 받았고 1967년 5월에
동국대학으로 돌아왔다. 1968년 8월에는 서강대학으로 옮겨 정년할 때
까지 26년간 강의와 연구생활을 보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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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회상

11. 수학수
林

禎

垈

경북 성주 1930년 생
연희대 수학과

졸업

연세대 이학박사
연세대 교수
대한수학회장 (1987-1988)

달 앞두고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한 필자는 한
주일 내내 매일같이 7 ∼ 8시간의 강의에 지쳐버렸다. 그중 수학으로는
장기원 교수님의 Coordinate Geometry ( 외서 ), 김진배 교수님의 미분
적분학, 송기선 교수님의 대수학 등 3과목으로 기억된다. 매주 간단한
시험을 치루어 불과 두 달간의 강의였으나 철저한 수업이었다.
1학년은 두 달쯤의 강의가 지났을 때 6 25 동란이 나서 부산으로
피난 갔다. 그 이듬해인 1951년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이 개설되었다.
학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주로 서울소재의 모
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이다. 수학과목으로는 고 박경찬 교수
님 ( 당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소속 ) 의 복소수함수론을 들었다. 전시
중이고 임시 천막에서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강의환경이 어수선한 분
위기였으며, 학년의 구별도 없이 약 10명이 수강하였고 그것도 약 두
달 정도로 끝났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다음해 그러니까 1952년에는 각 대학이 부산 또는 대구, 마산 등
지에 임시 교사를 지어서 수업이 시작되었다. 연희대학교는 부산 영도
의 항 쪽 언덕에 판자로 임시교사를 지어서 약 2년간의 학교가 운영
되었다. 학년별로 운영할 만큼의 인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2, 3학년 합반이었다. 그렇다해도 어떤 과목은 2, 3명 많아야 7, 8명
정도였다. 그곳에서 기억에 남는 강의로는 장기원 교수님의 복소수함
6 25 동란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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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툼
외서로 타원함수론이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두 학기를 한시간의 휴강도 없이 강의하여서 겨우
끝낼 수 있었다. 원래 장기원 교수님은 말수가 적었으며 강의에 불필
요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었다. 우리는 천막에서 수강하였기 때문에
낮에는 무척 더웠으며 칠판도 적은 편이었으나 장교수님은 길고, 복잡
한 계산을 용케도 잘 하신 것으로 기억된다. 김진배 교수님은 미분방
정식을 강의하셨다.
송기선 교수님의 선형대수학은 수강생이 3,4명이었고 교실은 부족
하여 교사 밑의 다방에서 주로 수강하였다. 그 분의 강의는 천하의 명
강의였다. 판서는 예술적이었으며, 설명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매혹
시켜 버려서 무아의 경지로 이르게 하였다. 참으로 감동적인 강의이었
다. 그러나 그 분이 다음 학년에서 리만의 적분론 강의는 너무 난해하
여 2명의 수강생 모두가 지쳐버렸다.
수 이다. 교재로는 두 한 Tichmarsh의

서울로 수복한 후에도 여전히 수강생이 한 두 명 정도일 경우가

허다하였다. 3학년의 둘째 학기에는 수강과목을 혼자 하게 되어 장기
원 교수님과 의논한 결과 본인이 원하는 실변수함수론으로 정하고, 교
재는 Tichmarch의 복소수함수론 마지막장에 있는 간결한 실변수함수
론 이었다. 그 당시 달리 교재를 구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주로
본인이 읽고 와서 그것을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이 가장 흥미 있게 공부한 과목으로
기억된다. 1954년 9월에 대학원에 입학한 필자는 새로운 과목의 영역
을 접하게 되었다. 대학원에서 고전적인 명저 Alexandroff 와 Hopf의
Topologie I ( 영어판 ) 가 유일한 Topology 교재였다. 이 책이 난해하
여 불과 몇 장을 읽어도 무엇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1956년 김진배 교수님이 미국 Chigago대학에서 M.S.를 끝내고 귀국
하면서, Kelly의 General Topology를 한 권 가지고 오셨다. 우리는 그
책을 처음으로 접하여 무척 감격스러웠다. 난해한 Topology를 쉽게
썼기 때문에 공부할 의욕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김진배 교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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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tryagin의 Continuous Groups의 책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며, 재
미있게 공부하게 되었다. 장기원교수님의 미분기하학은 失野健太郞의
책이었는데 매우 재미있게 읽었다. 대수학은 Van der Waerden의
Modern Algebra ( 영어판 ) 과 正田健次郞의 抽象代數學 등이 읽혀졌
다. 그 당시 대구 경북대학의 박정기 교수님의 미분방정식을 한 학기
수강하였다. 땀을 유난히 많이 흘리시며 열심히 강의하시던 모습이 눈
에 선하다.
그때 학생수도 적었지만 연희대학교의 수학과
이었으며, 교재는 고전적인
생들은

교수도 불과 3,4명

외서 몇 권과 대부분이 일서 뿐이었다. 학

책을 구하지 못하여 교재 없는 강의가 대부분이었다.

- 230 -

담

12. 李林學박사와의 대

흥 1922년 생
경성제대 물리학과 졸업
브리티쉬 컬럼비아대 Ph.D.

李 林 學 함남 함

서울대 교수
리
럼비아대 교수

담

대 자 :

權

景

煥

李

正

淋

高

英

昭

朱

임

브 티쉬 컬
카나다 왕립협회 회원
포항공대 교수
포항공대 교수
서울대 교수

鎭 球 충남대 교수, 대한수학회 회장

께

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
리나라 현대수학의 근원을 알아보고 현대수학이 도입될 때의 수학교
육, 연구의 배경과 환경 또 이임학 박사님의 학문적 업적에 관하여 이
야기를 나누려고 이 자리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마련하였
습니다. 이런 대담은 한국에 있는 후배 수학자들에게 50여년 전 우리
가 수학을 어떻게 시작하여 현재에 와 있는가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
이 되는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집니다. J. Dieudonné 가 쓴 A
Panorama of Pure Mathematics 안에 옛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
이론에 근원적으로 공헌한 21명의 큰 수학자들 사이에 이임학 박사님
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우선 선생님은 어린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에서 교육받으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나는 1922년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뭘 만드는 것
을 좋아했고 특히 중학교 때 철판을 가위로 베고 자르고 코일을 감고
해서 전기 모터를 만들었습니다. 망원경도 만들어 봤고 이것저것 만드
: 이 학 박사님 서 여기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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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습니다. 수학은 잘 했다는 것뿐이
고, 학교 수학시간에 선생님이 물으면 손을 들고 대답하지는 않고 우
물우물 했지만 답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수학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학을 잘했지만 장차 수학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수학자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
니다.
나는 1939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들어가서는 동경제대를 갓 졸업
한 물리학과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분은 수학을 몹시 좋아하였는데
내가 수학을 잘해서 나를 참 아껴 주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사영기
하, 집합론, 군론, 갈로아이론 등의 책에 관하여 이야기 해주었고 책도
빌려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수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는 것에 상당한 취 를 가지고 있었

당시 경성제국대학에는 수학과가 없어 나는 물리학과에 들어갔는데

습니다. 졸업에 예과 3년 학부 2년
반이 소요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긴 했지만 주임교수한테 인사하러 가
지도 않았고 졸업식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조선
인 거부 박흥식씨의 돈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조선
비행기회사를 만들고 안양에다 공장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조선비행기회사를 만들었다해도 물자도 없었고 공원과 기술자도
없었습니다. 내가 졸업할 때, 이 비행기회사에서 공원과 기술자를 모
집하였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기술자로 취직하였습니다. 공원과 기술
자를 만주비행기회사로 보냈는데 그 회사는 일본사람의 회사였습니다.
나는 제품을 검사하는데 근무하였고 군대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렇게 지내다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 수학공부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임학 : 학부 때 수학은 거의 독자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 당
시 宇野 교수가 타원함수를 강의하였는데 나는 그 강좌에 나가지 않
았습니다. 사실 나는 일제의 식민정치 때문에 대학 전체에 대하여 반
감을 가졌습니다. 예과 때 물리학 선생 덕분에 수학이 어떤 것인지 대
물리학은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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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알았고 수학의 웬만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어디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이임학 : 보통학교 ( 초등학교 ) 는 함흥에서 다녔습니다. 중학교는
함남 중학교 ( 함흥고등보통학교 ) 를 졸업하였습니다. 일본사람들이 다
니는 초등학교는 소학교라 불렀고 한국사람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보
통학교라 하고 일본사람이 다니는 중등학교는 중학교 한국인이 다니
는 중등학교는 고등보통학교라고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후에는 고등보
통학교도 중학교라 불렀습니다. 함남중학교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이 선생님께서 언제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셨는지 그리고 서울
대학교에 부임하신 계기는 무엇인지요?
: 당시 수학회의에서 투표로서 김지정, 유충호, 나를 뽑아서
서울대학에서 강의하기로 정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긴 했지만
몇 달 후에 국대안 반대로 서울대학에서 나왔습니다.
: 이임학 선생님이 사임하고 나오신 후 그 당시 서울대학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 내가 서울대학에서 사임한 후에 최윤식 선생이 광산전문
학교에서 서울대학으로 1946년인가 부임하였습니다. 본래 최윤식 선생
님은 동경제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 후 나는 휘문중학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서울대학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다시 서울대학으로 돌아왔습
니다.
: 이임학 선생님께서 서울대학에 부임할 때 세분을 선출한 위
원은 누구였습니까?
: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15명 이상이었고 20명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윤식, 김지정, 이재곤, 유충호, 홍임
식, 이임학 등이었습니다.
: 박정기 선생님은 안 계셨어요? 동북제국대학 나오신 분이지
요.
: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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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세분, 김지정, 유충호 선생이 가르친 과목은 무엇이었
습니까? 과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 나는 독일어로 된 책 Van der Waerden 의 Moderne
Algebra를 강의했고 김지정씨는 아마 해석학, 유충호씨는 미분기하를
강의한 것으로 압니다.
: 선생님께서 첫 논문을 쓰신 것에 대하여 이정림 선생님으로
부터 듣고 놀랐습니다. 아니 놀랬다기보다는 경이로웠다는 표현이 알
맞겠습니다. 첫 논문에 대하여 자세히 들려주세요.
: 1947년이던가 그 때는 새 학술잡지와 도서가 들어오지 않
았습니다. 대학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싸움에만 바쁘고 학문과
대학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대문 시장을 지나는데 길가에 종
이 책 등 쓰레기 더미를 보게되었습니다. 거기에 Bulletin of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1947년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
을 주워서 집에 가지고 와서 펼쳐보니 M. Zorn 의 논문이 있어 읽었
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과가 중요한데 M. Zorn 은 모르겠다는 내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금방 해결되는 것을 알았습니
다. 논문을 써서 M. Zorn 에게 보내면서 출판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논문을 써서 직접 잡지의 편집인에게 보낼 줄을 몰랐기 때
문이었습니다. M. Zorn 은 그 논문을 1948년 미국수학회의 Bulletin에
투고하였고 그 논문이 194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때는 읽고 연구할
잡지, 책들과 자료가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연구하기에 참 좋은 환
경입니다.
: 이임학 선생님 논문을 조사해 보았는데 Mathematical
Reviews 에 1949년의 R. Ree 논문이 있어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1949년에 이 선생님의 논문이 나올 리가 없는데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첫 논문이 캐나다에 계실 때 1954년에 출판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권경환 박사에게 물어보고 이선생님 한테 알아보았
는데 사실인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자신을 너무 모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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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습니다. 이임학 선생님께서 1949년에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논문제목은 ‘Zorn 의 문제’ 였고 Mathematical
Reviews 에서 Princeton의 Solomon Bochner 가 이 문제는 자기가 관
심 있었던 것이었는데 풀렸다는 평이 있었지요.
: 6 25 한국동란 때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임학 : 인민군이 서울에 쳐들어 와서 피난 갈려고 한강에 갔더니
다리가 끊어져서 한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날 밤을 보
냈고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쌀이 없어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하루는 그자들이 우리집에 쳐들어 와서 나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사람들 보고 “임학이 의용군에 나갔다”고 말
하니 그냥 가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집에 숨어 있었는데 9월
에 국군이 들어와서 수복되었습니다. 그 다음 겨울에 공산군이 쳐들어
와서 1 4후퇴 때는 서울에서 트럭을 준비하여 인천에 가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 배에는 서울대 교수 직원과 가족들이 같이 탔
습니다. 그 후 제주도에 있으니 서울대학이 부산에서 연다는 말을 듣
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 수학회에 대해 기억나시는 일이 있습니까?
: 그때 역할을 하신 분으로 조 누군가라는 분이었습니다.
임 누군가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수학과에 들어왔습
니다. 최윤식, 유충호, 김지정, 이재곤, 홍임식 등 여러분이 있었습니
다. 이재곤씨는 이북에 간 사람인데 이북에서 해외로 나갈 때 다른 몇
사람과 꼭 같이 다녔습니다. 이재곤씨는 집이 빈곤하고 수학을 독학으
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사회에서 성분이 좋았습니다. 홍임식씨는
일본 나라고등사범을 나온 여성인데 우노 교수의 조수로 지냈었습니
다. 20명 정도였습니다.
: 수학회에서 연구발표회를 가졌습니까?
: 수학회가 그럴 시간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씨가 세미나
고 지내온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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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 후에 생각해보니 앞으로 서울대학에서 가르칠
사람을 선택하려면 서로 전공 등 여러 가지를 알고 싶어서 제안한 것
같았습니다. 나이 많은 분은 세미나에 참가하지 않았고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참가하였습니다.
: 세미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입문으로부터 시작하여 군론, 미분기하 등으로 기억합니
를 하자고 했

다.

요
: 수학회는 1946년에 수학회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 모임은
순수한 수학자뿐이었습니다. 물리학자는 없었습니다.
: 선생님이 캐나다 브리티쉬 칼럼비아 대학에 유학 가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나는 그때까지 대학에 편지만 하여 입학할 수 있다는 것
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때 나는 외국에 빨리나가 공부하고 싶었었습
니다. 외국대학 사정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가끔 미국공보원 ( USIS )
에 가서 Mathematical Reviews 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쓴 것의 부
족한 점을 지적하여 편지했는데 장학금을 주겠다고 편지가 와서 나는
당신학교에 가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워싱턴대학 ( Seatle
소재 ) 에서 더 많은 장학금을 준다는 제의가 있었지만 브리티쉬 칼럼
비아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한 번 간다고 약속한 후에
변경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좋은 대학을
선택할 줄 몰랐습니다.
: 피난시절 부산에서 천막 안에서 대한수학회 회장을 뽑은 기
억이 있습니까?
: 없었던 것 같습니다.
: 1952년 부산에서 대한수학회에서 회장을 최윤식 선생님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내가 선생닙, 최윤식 선생님, 주석순과 같이 갔습니
다. 끝난 다음에 최윤식 선생님 댁에 같이 갔었습니다.
: 당시 수학회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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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순 선생이 계셨는데

: 경남상고에서 주

거기서 회의에 관한

합니다.
: 30여년 전에 선생님 이름이 신문에 난 것을 읽었습니다. 선
생님이 수학으로 학문적 업적이 커서 캐나다 왕립협회 회원이 되셨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연구하신 것을 설명해 주세요?
: 나는 실패를 거듭 되풀이 한 사람입니다. 물론 논문을 몇
편 썼지만 그것은 생각 ( idea ) 이 순간적으로 나서 논문으로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나는 정말 도전하였던 것을 이루지 못하
였습니다.
: 연구 생활에서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
이임학 : 나는 연구한 일이 없습니다
: 그럼 장편 논문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임학 : 그것은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 지금도 가장 풀고 싶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 Artin의 미해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아이디어가 나오
면 굉장한 주목을 받을 겁니다.
: Oregon에 있을 때 어떤 회의에서 브리티쉬 칼럼비아대학에
서 온 수학자를 만나 선생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 표현은 이
임학 선생님을 “유명한 수학자”라고 말했었습니다.
: 미시간에서 McLaughin 에게 이선생님에 관하여 물었더니
“이임학 박사를 모르는 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서울대학은 학교일지도 모릅니다 ( 모두 웃음 ) . 여하튼 이 선
생님은 유명한 수학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 현재 북미에 있는 한국인 수학자 중에서 논문을 통해서든지
아시는 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 매일같이 학교에 가서 논문을 조사해 보는데 내가 주목하
는 분야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 한국에 있는 후배 수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요?
서류를 등사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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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될만한 말이 있을까요? 얼마 전
프린스톤 고등연구소에서 학술회의가 있어 가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만
난 한국수학자중에는 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수학
적인 내용은 별로 없고 표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
기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학자는 이와 정반대 되는
태도를 갖고 학문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 말씀은 진실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라는 뜻 같습니다. 이
선생님이 참가하신 회의는 이선생님이 가르치신 바 있는 Langlands
의 6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프린스톤 고등연구소에서 갖는 모임
이었습니다. Larglands 는 브리티쉬 칼럼비아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이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이고 이 회의에 이임학 선생님이 초대되어 가
신 것입니다. 이선생님이 한국에 계셨더라면 좋은 수학자를 길렀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 요사이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 학교에 나가 매일 논문을 조사하고, 읽고 싶은 것이 있으
면 복사하여 읽습니다. 매일 수영도 하면서 지냅니다.
: 이임학 선싱님의 논문인용에 관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선
생님의 Ree Group 에 관한 연구가 1984년부터 1994년까지 10년간 90
여 편의 연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연구하는 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 박사학위 받으신 후에 한국에 귀국하시지 않고 외국에 계속
계셨습니다. 왜 귀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공부를 더 하려고 몇 년 동안 북미에서 머물고 싶었습니
다. 여권을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영사관에서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영
사관 말이 “당신은 한국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되어 여권을 없애버렸
다”. 외국에서 여권을 없앤다는 것은 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국적 없는 사람으로서 영주권과 얼마 후에는 시민권을
준것입니다. 즉 나는 한국시민권을 박탈당한 셈입니다.
: 제가 느낀 점은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수학자들이 한국에서
: 내가 후배들에게 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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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를 시작하여 그 제자들이 생겼고 또 제자의 제자가
나왔고 이렇게 계속되어 오늘날 우리의 수학계가 이루어 졌다고 봅니
수학교육
다.

늘 오랜 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임학 선생님 그리고 권경환,
이정림, 고영소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

(權景煥),

(李正淋),

(高英昭),

鎭球) )

(朱

본 대담은 1996년 10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있었던 내용으로 그
일부가 “과학과 기술誌” 1996년 12월호에 게재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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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錄四
1.

外

國

韓國人 數學者의

活動狀況

北美 韓國人數學者의 活動
- 1950년대를 중심으로 -

李

正

淋

평북 정주 1931년 생
서울대 문리대 수학과

버지니아대 Ph.D.
미쉬간대 교수
포항공대 교수

졸업

음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학을 연구한 분들로서 박
사학위를 받았거나 또는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된 분들에
관한 기록인데 참고자료가 불충분하여 누락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
각된다. 1960년까지 발표된 ( AMS의 Mathematical Reviews에 근거 )
논문의 목록을 첨가했다.
먼저 李林學 선생은 1955년 벤쿠버에 있는 British Columbia 대학
에서 Jennings 교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마쳤는데 그때까지 이미 국
제 학술지에 논문이 3편 발표하였고, 그 후 British Columbia 대학에
근무하였다. 1960년까지 Chevalley의 예상을 증명하는 논문을 비롯해
서 모두 16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 중에 공저는 단 2편이며, 나머
지는 모두 단독 저술이다. 내용은 주로 군론에 관한 것인데, 당시 그
가 발견한 일련의 단순군을 Ree group이라 하여 아직도 여기에 관한
논문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연구 발표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1964년
에 李林學 선생이 캐나다 Royal Society의 Fellow로 피선되는 영예를
다 은 1950년대에

얻었다.

째

두번 는 1982년에 돌아가

신

고

임덕상 선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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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1957년에

d

위 마쳤는데 그전에 이미 한편의 논문을 발
표하였다. 그 후 Columbia 대학에서 Post-Doc. 연수 중에, 당시 수학
계의 큰 관심사였던 H. Cartan 과 S. Eilenberg 의 Homology 대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고 수학의 한 새로운 분야인
대수적 K-이론을 형성하는데 씨앗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당시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던 기하학적 위상수학에도 큰 영
향을 주었던 것이다.
다음 권경환 선생은 1958년에 Michigan 대학에서 Wilder 교수 지
도하에 다양체 위상수학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끝내고 1959년
에 첫번 논문을 비롯해서 그 후 계속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해 왔다.
1959년에 일시 귀국하였다가 이년 후에 다시 도미하여 1963년에는 다
양체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여 수학계의 이목을 받았다. 그 결
과는 곧 Annals of Mathematics에 게재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프린
스튼의 고등연구소에서 1년간 이룩한 Whitehead torsion 에 관한 연
구결과는 많이 인용되었으며, Annals of Mathematics 에 장편 논문
In iana 대학에서 박사학 를

으로 게재되었다.

림 ) 는 1959년에 버지니아 대학에서 Floyd 교수 지도하
에 위상변환군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끝냈는데, 1957년에 이미
위상수학에 관한 논문 한편이 Duke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그 후
Michigan 대학에서 Post-Doc.으로 2년간 있으면서 Wilder의 다양체
이론을 Sheaf 이론으로 전개하는 작업을 하여 많은 주목을 끌었다.
1950년대에 도미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들의 성명, 연도 및 대
학 (전공과목 )은 다음과 같다 ( 존칭생략 ).
필자 ( 이정

임
British Columbia 대학 (대수학 )
임덕상 : 1957년 Indiana 대학 (대수기하 )
윤갑병 : 1958년 Syracuse 대학 (조화해석학 )
권경환 : 1958년 Michigan 대학 (다양체론 )
이 학 :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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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 1959년 Virginia 대학 (대수적위상수학 )
장범식 : 1959년 British Columbia 대학 (1958년 3인 공저 논문 )(대수학 )
박삼열 : 1959년 Pittsburgh 대학 (해석학 )
최병성 : 1961년 Berkeley에 있는 California 대학 ( Lie-대수 )
한화석 : 1961년 North Carolina 대학 (정수론 )
하광철 : 1961년 Illinois대학 (해석학 )
서태일 : 1961년 Yale 대학 (비가환대수 )
송기선 : 1963년 Michigan 대학 (해석학 )
한경택 : 1963년 Stanford 대학 ( 복소다변수함수론 )
고광일 : 1962년(?) North Carolina 대학 (대수학 )
곽노섭 : 1959년(?) Brooklyn 공과대학 ( 위상수학 )
이정

끝으로 1945년부터 1960년까지 북미주에서 한국 사람으로 북미 수
학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분들과 그 논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Rimhak Ree 1949, On a problem of Max A. Zorn,
Bull. Amer. Math. Soc. 55, pp. 575-576.
Rimhak Ree 1954, On ordered finitely generated solvable groups,
Trans. Royal Soc. Canada, 43, pp. 39-42.
Rimhak Ree 1955, On projective geometry over full matrix rings,
Proc. Amer. Math. Soc. 6, pp. 144-150.
Rimhak Ree 1956, On generalized witt algebras,
Rimhak Ree 1956,

Trans. Amer. Math. Soc. 83, pp. 510-546.

f

f

g

The existence o outer automorphism o some roups,

Proc. Amer. Math. Soc. 7, pp. 962-964.
Rimhak Ree (R.J. Wisner) 1956, A note on torsion-free nil groups,
Proc. Amer. Math. Soc. 7, pp. 6-8.
Rimhak Ree 1957, Commutator groups of free products of torsion-free
abelian groups, Ann. of Math. 66, pp. 38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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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 Sang Rim 1957, Relatively complete fields,
Duke Math. J. 24, pp. 197-200.
C. N. Lee 1957, Covering spaces and simple connectedness,
Duke Math. J. 24, pp. 547-554.
Rimhak Ree 1958, Lie elements and an algebra associated with shuffloo,
Ann. of Math. 68, pp. 210-220.
Rimhak Ree 1958, The existence of outer automorphism of some groups II,
Proc. Amer. Math. Soc. 9, pp. 105-109.
Rimhak Ree 1958, The simplicity of certain nonassociative algebra,
Proc. Amer. Math. Soc. 9, pp. 886-892.
Bomshik Chang (S.A. Jennings) and Rimhak Ree, 1958.
On certain pairs of matrices which generate free
groups, Canad. J. Math. 10, pp. 279-284.
Rimhak Ree 1959, On generalized conjugate classes in a finite group,
Illinois J. Math. 3, pp. 440-444.
Rimhak Ree 1959, Note on generalized Witt algebras,
Canad J. Math. 11, pp. 345-352.
Kyung Whan Kwun 1959, A generalized Manifold,
Mich. Math. J. 6, pp. 135-139.
Dock Sang Rim 1959, Modules over finite groups,
Ann. of Math. 69, pp. 700-712.
Rimhak Ree 1960, Generalized Lie elements,
Canad. J. Math. 12, pp. 493-502.
Rimhak Ree 1960, A family of simple groups associated with the simple
Lie algebra of type (G2), Bull. Amer. Math. Soc. 66,
pp. 508-510.

Kyun

g Whan Kwun, F. Raymond 1960, Generalized cells in generalized
Manifolds, Proc. Amer. Math. Soc. 12, pp. 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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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中國 朝鮮族數學者의 活動
金

元

擇

중국 연변 1939년 생

계 교수

연변대학 수학

연변수학회 리사장

1945년 중국 만주가 광복되자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지식인들은

龍井에 있었던 광명중학의 선생으로 취임되었다. 그 중 崔承俊 수학선
생이 있었는데 그는 길림대학 수학계를 졸업하였으며 광명중학에서
고등관으로 있다가 후에는 연변사범학교 수학선생으로 있었으며 1948
년 좌우에 조선에 가서 조선의학대학교 교장직을 맡아 보았다고 한다.
1949년 연변대학이 창건되자 5명의 수학선생이 취임되었는데 그
분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金昌述선생: 1920년 12월 조선 함경북도 출생. 1940년 長春工業大
學采壙전업을 졸업하였다. 그는 연변대학에 취임되어 차례로 수학실주
임, 자연과학계 부주임, 연변공학원 부원장, 연변대학교 교무처장, 수
학계주임, 중국수학회 리사, 연변수학회 리사장 등 직을 맡아 보았다.
김창술 선생님은 연변대학 창시자의 한사람으로서 건교 초기부터 수
학분석, 복소수함수론 등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의 높은
칭찬을 받으셨다. 그는 1956년 부교수로 승급하였고 연변대학 수학계
의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셨다. 불행하게도 1995년 1월에 세상을 떴
다.

池明洛선생:

선 함경북도 청진에서 출생, 그는
1933년 3월 경성고등공업학교 토목전업을 졸업하였는데 연변대학에
취임되어 畵法기하과목을 가르쳤으며 1956년에 부교수로 승급하였고
수학계 부주임, 길림성 정협위원직을 맡아보았다. 1985년에 세상을 떴
1906년 2월 24일 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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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永德부교수는

출생. 중국 할빈토목건축학교를 일년반 공
부하였는데 연변대학에 취임되어 차례로 연변공학원 부원장, 연변대학
수학계 부주임, 연변수학회 리사장등 직을 맡아보았으며 상미분방정
식, 편미분방정식 등 여러가지 과목을 가르쳤다. 1993년에 세상떴다.
張東范부교수는 1924년출생. 길림시 사범대학 수학계를 일년반 공
부하였는데 연변대학에 취임되어 고등대수, 교학법 등 과목을 가르쳤
다. 70년대에 연변수학회 비서장직을 맡아보았고 1979년에 부교수로
승급하였다.
廉官德선생은 길림시 사범대학 수학계를 3년반 공부하였는데 연변
대학수학계에 취임되어 고등대수, 수론 등 과목을 가르쳤다, 그는 조
교기에 1960년에 조선으로 넘어갔는데 조선 운수대학 수학강좌에서
근무하였다.
1953년도에 연변대학 수학전업 일기학생이 졸업하였는데 졸업생중
5명이 학교에 남아 교편을 잡게 되었다. 그들을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
1922년

다.

完容: 이 선생은 1930년에 출생. 전공분야는 함수론이다. 60년좌
우에 수물계 주임직을 맡아보았으며 1964년에 조선에 넘어가서 김일
성종합대학 수학학부 학부장 직을 맡아 보았는데 교수로 승급되었다.
불행히 1992년에 중풍으로 세상떴다.
尹仁哲: 이 선생은 1930년에 출생. 1960년에 조선에 넘어가서 조선
리과대학 수학학부에서 학부장직을 맡아보았으며 지금은 계속 세계수
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조선대표단 단장직을 맡고 있다.
金珠岩: 이 선생은 1959년 12월에 조선으로 나가서 惠山림업대학
수학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의 전공분야는 대수학이다.
柳澤龍: 이 선생은 1928년에 출생. 수학분석, 실변수론, 함수해석학
등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1979
년에 부교수로 승급했다. 장기적으로 함수론 교연실주임직을 맡아보았
으며 83년부터 86년까지 연변수학회 부리사장직을 담임했었다. 그의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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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석
韓柱庸: 이 선생은 1930년에 출생. 장기적으로 고등대수, 미분기하
등 여러 가지 과목교학을 담임했었다. 차례로 연변수학회 비서장, 부
리사장, 리사장 등 직을 맡아 보았으며 1986년 ∼ 89년 사이 수학계주
임직을 담임했었다. 그의 전공분야는 기하학이다.
1955년 전에는 이상과 같이 소개된 11명선생님들이 중국에서의 비
교적 대표적인 조선족 수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1956년부터 조선족
수학자들의 수자가 많이 늘어났으며 또 유명한 수학자들이 나타났다.
소개하면 韓京淸교수는 가장 이름난 조선족수학자로서 지금 중국과학
원 계통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는 길림대학을 졸업하고
쏘련류학까지 했는데 지금 연변대학 명예교수로서 연변대학 수학계의
발전을 크게 관심하고 있다. 그리고 할빈공업대학 수학계에서 근무하
고 있는 崔明根교수와 李容錄교수도 우리 수학계의 발전을 위해 크게
관심하고 있다. 최명근교수는 흑룡강대학 수학계를 졸업하였는데 그의
전공분야는 계산수학이다. 그는 지금 흑룡강성 계산수학회 회장직을
맡아보고 있으며 미국 수학평론잡지의 특별평론원이다. 리용록교수님
의 전공분야는 함수해석학인데 이 두분은 박사연구생의 도사로서 모
두 유명한 조선족학자이다. 安萬福교수는 중국과학원 응용수학연구소
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공분 는 함수해 학이다.

80년대 이전 연변대 교수직함을 가진 수학자는 한사람도 없었는데

모두 연변대학 수학계에서 근무하
고 있는데 그들로는 李曾淑, 李德, 尹錫杰, 金元澤이다.
李曾淑교수님은 1956년도에 북경대학을 졸업하였는데 그의 전공분
야는 상미분방정식의 정성리론이고 83년 ∼86년 수학계주임과 연변수
학회 리사장, 주과학기술협회 제3기위원회 부주석등 직을 맡아보았으
며 전국 3 8홍기수칭호를 수여 받았다.
李德교수님은 1964년도에 북경대학을 졸업하였는데 기하대수 교
지금은 4명의 교수가 있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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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길림성수학회 상무이사등 직을 맡아보고 있으며 전공분야는

연실주 ,

위상수학이다.
尹錫杰교수님은 1967년도에 연변대학을 졸업하였는데 지금 응용수
학교연실주임과 연변수학회 비서장직을 맡아보고 있는데 전공분야는
확률, 통계학이다.
金元擇교수는 1964년도에 연변대학을 졸업하였는데 지금 수학계주
임, 수학연구소 소장, 연변수학회 리사장, 길림성수학회 상무이사 등
직을 맡아보고 있으며 전공분야는 함수론이다.
연변수학회는 1958년에 창건되어 이미 38년의 력사를 가지고 있지
만 그간 10년 문화혁명기간에는 학회활동이 중지되었으므로 실지력사
는 28년 밖에 되지 않는다.
연변수학회 창건시기 리사장은 김창술 부교수님, 비서장은 장동범
부교수님이었고 1983년부터 리사장은 리정숙 교수님, 비서장은 주호전
부교수님 이었으며 1986년부터 리사장은 한주용 부교수님, 1987년부터
지금까지 비서장은 윤석걸 교수님이고 1991년부터 지금까지 리사장은
김원택교수이다.

목전 우리 연변수학회 아래의 8개현시(延吉市, 敦化市, 圖門市, 龍
井市, 和龍市, 훈춘시, 汪淸懸, 安圖懸)에는 모두 수학분회가 건립되어
있다. 회원은 도합 420명인데 그 중 60%이상이 조선족이다.
연변수학회는 연변대학 수학계와 련합하여 4차례의 국제학술교류
회를 주최하였다.

처음은

1991년 8월에 있는 ‘91국제과학기술학술회의’ 인데 수학분

석
宗植, 奇宇恒, 禹茂夏, 金道漢 등 4명이고 조선에서 참가한 수학자들로
는 김일성종합대학 수학학부의 趙柱京, 김책공업대학 기초학부의 朴泰
載, 조선과학연구원 수학연구소의 鄭載富 등 3명이며 미국에서는 蔡秀
峰교수가 참가했고 중국에서는 연변대학수학계의 김원택, 리정숙, 리
덕구, 윤석걸, 류택룡, 한주용, 허하진, 최룡길, 서정국, 주호진 등 10명
과는 우리가 주최 했었다. 당시 학술회에 참 한 한국수학자들로는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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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성에서 李容錄, 朴致淳, 董鎬范 등 3명, 이렇게 도합 20
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은 모두 26편이였는데 그 중
중국 조선족 논문이 19편이다.
두번째로는 1992년 8월에 있은 ‘92'국제순수 및 응용수학학술회의’
인데 당시 기후조건으로 하여 한국의 많은 수학자들이 북경에서 연길
로 오시지 못했지만 두 곳에서 여전히 학술회의를 진행하였다. 당시
학술회의에 참석한 한국수학자들로는 김종식, 기우항, 崔鳳大 등 37명
이고 미국에서는 金徇奎, 張敏燮 등 2명, 일본에서는 일본 조선대학
수학학부의 申正善, 일본 愛知敎育대학 수학과의 浦田敏夫와 金光三男
등 3명이 참석했고 중국에서는 연변대학 수학계의 전체교원 34명과
중국과학원 계통과학연구소의 韓京淸, 할빈공업대학 수학계의 리용복,
沈陽化工학원 수학연구소 李壽山, 大蓮理工대학 응용수학계의 鄭賢淑,
동북사범대학수학계의 裵石贊, 吉林化工학원 기초부의 尹昌熙와 韓之
農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은 모두 68편인데 그 중 중
국조선족이 발표한 논문은 모두 23편이다.
세번째로는 작년 8월에 있은 ‘95'중한수학자 논문발표회’ 였는데
연변대학 수학계와 연변수학회가 련합하여 주관하고 경기, 강원수학지
회가 주관하고 대한수학회와 인하대학이 후원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수학자들로는 金元錫, 韓成鎬 등 14명이고 중국에서는 연변대학수
학계의 김원택, 윤석걸, 최성일, 김정국 등 15명이었다. 회의에서 발표
된 논문은 모두 19편인데 중국조선족의 논문은 8편이었다.
네 번째로는 금년 8월에 있은 ‘96'중한수학 학술교류회’ 인데 대한
수학회에서 크게 중시하고 우리가 노력한 결과 학술교류회가 순리롭
게 잘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한국수학자들로는 朱鎭球, 李乾
熙, 李正淋, 朴在杰, 辛龍泰 등 20명교수님들이고 중국에서는 연변대학
수학계의 25명선생과 할빈공업대학 수학계의 최명근, 리용복, 東北師
範대학 수학계주임 고항, 上海復旦대학 수학계의 李訓經 등이다. 회의
에 발표된 논문은 모두 25편인데 그 중 중국조선족 논문이 14편이었
이 참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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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씩 전체회원 회의를 가지고 4년에 한 번
씩 리사, 상무리사를 개선한다. 매차 회의에서 상무리사회의에서 진행
된 활동정황을 총화하고 금후의 활동계획을 제출한다. 그리고 매차 회
의에서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논문 수준에 근거하여 우수논문을 선발
한다. 매차 논문은 40여편이 되는데 70%의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평의
한다. 이런 우수논문은 매개인의 직함승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회원
들이 논문쓰는 적극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연변대학 수학계는 이 몇 년래 국내에서도 수차의 학술회의를 주
최했다. 례하면 1990년 8월에 길림성 수리응용학회와 未來연구학회가
련합한 학술회의를 주관했는데 회의에서 우리는 4편의 논문을 발표했
으며 1994년 8월에 연변과학기술대학과 련합하여 ‘國際自然科學史會
議’ 를 주최했으며 회의에서 2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1995년 8월에 길
림대학과 련합하여 ‘전국제3차 偏微分方程式 數値해법회의’ 를 주최했
는데 회의에서 우리는 2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변수학회에서는 수학기초 보급에 힘을 기울였으며 특히 수학경
색을 잘 조직하고 지도하여 왔다. 그리하여 1988년도 부터 각종 수학
경색 활동에서 좋은 성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연변의 수학경색 성적이
길림성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례하면 1991년도와 1992년도에 4차례의 전국 중학수학경색에서 길
림성지구에 우승자가 모두 46명이 나타났는데 그 중 20명이 연변조선
족 학생이었으며 이 4차례의 수학경색에서 연변학생이 3차나 길림성
지구에서 1등을 쟁취했다. 고중 수학경색에서는 연변1중(모두조선족학
생)이 길림성내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사실을 보면 1988년
도에 李龍哲학생이 전국 수학경색중에서 길림성의 1등을 쟁취하였고
1989년도에는 崔勛학생이 1등을 쟁취했고 1990년도에는 全哲學학생이
비록 3등을 쟁취했지만 세계수학올림피아드에 나가는 중국팀훈련대에
참가하였다. 金世穎, 金光日 두학생은 1993년도와 1994년도에 련속 두
연변수학회는 2년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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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1등을

쟁취했으며 1995년도에는 李錫漢, 鄭延이 각각 1등과 2등을

쟁취했다.
길림성에서 1991년도부터는 단체성적 등수를 내왔는데 연변1중이
92년도에 단체2등을 한외 91년, 93년, 94년, 95년 모두 4차례나 단체1
등을 쟁취하여 3년 련속 1등을 쟁취했다는 3련관컵을 안아오게 되었
다. 1988년도 이전에는 길림성에서 동북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수학
경색 성적이 가장 좋았더랬는데 지금은 형세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
은 또 중국의 조선족 학생들의 머리가 총명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
하고 있다.

계 교원은 모두 49명인데 그 중 조선족이 37명
으로서 전체 교원의 76%를 차지한다. 37명 교원중 지금 미국에서 박
사학위를 얻은 교원이 2명, 일본에서 석사와 박사공부를 하고있는 교
원이 각각 1명 한국에서 박사공부를 하고있는 교원이 3명 석사공부를
하고 있는 교원이 2명 이렇게 도합 9명이 국외에서 공부하고 있다.
연변대학이 창건이래로 수학계에서는 조선족학생 1,200여명을 졸업
지금 연변대학 수학

시켰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동북 3성의 중학교에 배치되여 수학교수사

업을 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각기 부동한 일터에서 골간핵심작용을 발
휘하고 있다. 례를들어 1969년도 졸업생이 36명인데 그 중 중학교에서
교장직을 맡은 졸업생은 12명이나 된다. 또 례하면 지금 길림성 부성
장 全哲洙는 연변대학 수학계 72년도 졸업생이며 길림성 중점중학교
인 연변1중 교장 崔承黙도 역시 수학계 65년도 졸업생이다. 졸업생 가
운데 전국로동모범, 우수교원, 우수반주임, 3 8홍기수칭호를 받은 분들
도 적지않다.

촉박으로 필요되는 재료수집이 결핍하여
맺으니 많은 량해를 구하는 바이다.
시간의

이 정도로

글을

199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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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 代 表
서기

내 용

1945
1946

광

비 고
복

⋅ 조선수물학회 창립
장소 및 일시 : 서울대 문리대 (10월)
⋅ 회장: 최윤식
및

회원: 대학의 수학 ⋅ 물리학 교수
학생,
중등학교의 수학교사 등 40여명
(그중 수학부문 회원은 24명)

1947

1948

⋅ 이임학의 논문 완성:
On a problem of

‘

Z

Max A. orn’

⋅ 조선수물학회가 한국수학물리학회로 개칭됨
⋅ 한국수물학회 학술대회
장소: 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강당

1949

⋅ 미국수학회지 Bulletin 에 이임학의 논문 발표

1950

6 ⋅ 25 동란

1952

On a problem of Max A. Zorn’

‘

⋅ 한국수물학회에서 대한수학회로 갱신발족
및

⋅
⋅
⋅

및
신

대한수학회 제1회 정기총회
학술발표회
장소
일시: 부산 서대 동 서울대 공대의
(
)가교사 (3월 11일)
회장: 최윤식, 부회장: 장기원, 회원: 52명
대한수학회 시학회
강의회
장소
일시: 경남상고 (5월 27일)
참가자: 68명
대한수학회 회 제정시행 ( 8월 )

및

천막

임

및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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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278년
단기
4289년
국대안
사건
단기
4280년
단기
4281년
정부수립
단기
4282년
단기
4283년
단기
4285년

서기
1953

내 용

6 ⋅ 25 동란

휴전

⋅ 硏究會開催 (1월 17일)
⋅ 대한수학회 제2회 정기총회
장소 및 일시: 서울고 (11월 1일)
⋅ 회장 최윤석, 부회장 장기원
⋅ 대한수학회가 UNESCO 한국위원회에 가입

비 고
단기
4286년
한국동란
전

휴

(10월 9일)

1954

⋅ 대한수학회 제3회 정기총회

1955

⋅ 수학교육

1956
1957

및

장소
일시: 서울대 문리대 (8월 29일)
회장: 최윤식, 부회장: 장기원

1959
1960

호 제1집 간행 (7월)

칙

대한수학회 회 개정 시행 (9월)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 학술발표회
장소 및 일시: 서울대 문리대 (5월)
⋅ 회장: 최윤식, 부회장: 장기원, 심형필
⋅ 수학교육 제2집 간행
⋅ 대한수학회 임시총회 및 추계 학술발표회
장소

1958

창간

단기
4287년
단기
4288년
단기
4289년
단기
4290년

및 일시: 경북대 (10월 20일)

⋅ 경북수학지 창간
⋅ 수학교육 제3집 간행
⋅ 대한수학회 임시총회 및 연구발표회(가을)
군

장소: 공 사관학교

4 ⋅ 19

혁명

⋅ 회장 최윤식박사 서거 (8월)
⋅ 부회장 장기원 회장직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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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291년

단기
4293년

서기
1961

1962

1963

1964

내 용

혁명
⋅ 5 16 혁명으로 모든 학술단체가 해산됨
⋅ 대한수학회 (재창립) 총회 및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연세대 (10월 9일)
5 ⋅ 16

⋅ 회장: 장기원, 부회장: 오용진
⋅ 대한수학회 총회 및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전북대 (11월 23일)
⋅ 회장: 장기원, 부회장: 오용진, 윤갑병
⋅ 수학 창간호 제1권 1호 간행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

및 일시: 해사 (6월 6일)
⋅ 수학 제2권 1호 간행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서울대 사대 (11월 20일)
⋅ 수학 제3권 1호 간행
⋅ 대한수학회가 전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가입
(7월)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조선대 (10월 24일)
장소

1965

1966

회장: 장기원, 부회장: 윤갑병, 오용진, 박경찬

1967

⋅ 회장 장기원 서거 (11월)
⋅ 부회장 박경찬 회장직무 대행
⋅ 수학 제4권 1호 간행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서울대 공대(10월 23일)
⋅ 회장: 박경찬, 부회장: 윤갑병, 오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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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단기
4294년
단기
4295년
서기
사용시
박정희
대통렬

작

임

취

서기
1968

내 용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부산대 (10월 25일 - 26일)
⋅ 수학 을 대한수학회지 (제5권부터 시작)와
대한수학회보 (제5권부
발간

1969

1970

⋅

1972

터 시작)로 분리하여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단국대 (10월 24일 - 25일)
⋅ 대한수학회보 제6권 간행
⋅ 대한수학회지 제6권 간행
⋅ 대한수학회보 제7권 간행
⋅ 대한수학회지 제7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
및

1971

비 고

충

장소
일시 : 남대학교 (10월 23일 - 24일)
회장: 김정수, 부회장: 박을룡, 손문구
학회소식 제1보 발간

⋅ 대한수학회 창립 25주년 기념
및

정기총회
학술발표회
장소
일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0월 29일 - 30일)

및

⋅ 대한수학회보 제8권 간행
⋅ 대한수학회지 제8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전남대 (10월 2일 - 3일)
⋅ 대한수학회보 제9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지 제9권 1, 2호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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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10월

서기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내 용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서강대 (10월 8일 - 9일)
⋅ 대한수학회보 제10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지 제10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
및

마

장소
일시: 산공대 (10월 4일 - 5일)
회장: 박을룡, 부회장: 엄장일, 정운경
대한수학회보 제11권 1, 2 간행
대한수학회지 제11권 1, 2 간행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연구발표회
장소
일시: 아주공대 (10월 3일 - 4일)
대한수학회보 제12권 1, 2 간행
대한수학회지 제12권 1, 2 간행

⋅
호
⋅
호
⋅
및
및
⋅
호
⋅
호
⋅ 대한수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및

정기총회
연구발표회
장소
일시: 서울대 자연대 (10월 1일 - 2일)
회장: 박을룡, 부회장: 권택연, 민사기
대한수학회보 제13권 1, 2 간행
대한수학회지 제13권 1, 2 간행

및

⋅
호
⋅
호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해군사관학교
⋅ 대한수학회보 제14권 1호 간행
⋅ 대한수학회지 제14권 1호 간행
⋅ 사단법인 대한수학회 창립 총회 및 연구발표회
및

⋅
⋅
⋅

균

장소
일시: 성 관대 (10월 7일 - 8일)
회장: 박을룡, 부회장: 엄상섭
대한수학회보 제14권 2 , 제15권 1 간행
대한수학회지 제14권 2 , 제15권 1 간행
대한수학회가 사단법인으로 개편됨

호
호

- 255 -

호
호

비 고

서기
1979

1980

1981

1982

1983

내 용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계명대 (10월 20일 - 21일)
⋅ 대한수학회보 제15권 2호, 제16권 1호 간행
⋅ 대한수학회지 제15권 2호, 제16권 1호 간행
⋅ 호남수학지 창간
⋅ 한미수학워크샾 (서울대)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
및

장소
일시: 인하대 (10월 3일)
회장: 권택연, 부회장: 박세희
대한수학회보 제16권 2 , 제17권 1
대한수학회지 제16권 2 , 제17권 1

⋅
호
⋅
호
⋅ 대한수학회 창립 35주년 기념

호 간행
호 간행

및

정기총회
연구발표회
장소
일시: 영남대 (10월 9일 - 10일)
대한수학회보 제17권 2 , 제18권 1 간행
대한수학회지 제17권 2 , 제18권 1 간행
국 ‘ epublic o Korea’ 로 IM 에 가

및

⋅
호
호
⋅
호
호
⋅ 호R
f
U 입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
및

앙

장소
일시: 중 대 (10월 9일 - 10일)
회장: 박세희, 부회장: 조태
대한수학회보 제18권 2 , 제19권 1 간행
대한수학회지 제18권 2 , 제19권 1 간행

근

⋅
호
호
⋅
호
호
⋅ 제1회 수학교육 심포지움 : 서울대 (6월 25일)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경상대 (9월 29일 - 10월 1일)
⋅ 대한수학회보 제19권 2호, 제20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지 제19권 2호, 제20권 1, 2호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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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

환

전두
대통령

임

취

서기
1984

내 용

⋅ 대한수학회 춘계 연구발표회: 숭전대 (4월 28일)
⋅ 제2회 수학교육 심포지움 : 서울대 (5월 27일)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 연구발표회
및

1986

양

장소
일시: 한 대 (10월 19일 - 21일)
회장: 조태 , 부회장: 김 식
대한수학회보 제21권 1, 2 간행
대한수학회지 제21권 1, 2 간행

⋅
⋅
1985

비 고

근

종
호
호

⋅ 대한수학회 춘계 연구발표회: 서강대 (4월 27일)
⋅ 제3회 수학교육 심포지움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원광대 (10월 26일 - 27일)
⋅ 대한수학회보 제22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지 제22권 1, 2호 간행
⋅ 부산 ⋅ 경남수학지 창간
⋅ 대한수학회 춘계 연구발표회: 동국대 (4월 26일)
⋅ 제4회 수학교육 심포지움 : 이화여대 (6월 8일)
⋅ 대한수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
⋅
⋅
⋅
⋅

및 계

정기총회
추 연구발표회
장소
일시: 연세대(10월 24일 - 25일)
회장: 정대, 부회장: 이 영
대한수학회보 제23권 1, 2 간행
대한수학회지 제23권 1, 2 간행
대한수학회 문집 창간 제1권 1 간행
대한수학회 사 실 이전 (7월 22일)
서울 관 구
동 산 56-1, 서울대 수학과
서울 포구 도화동 538, 성지
706 (
)

→

및
임

논
무
악 신림
마

석
호
호
호

호

빌딩 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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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1987

1988

내 용

비 고

⋅ 대한수학회 춘계 연구발표회: 명지대 (4월 25일) 노태우
⋅ 제5회 수학교육 심포지움 : 이화여대 (7월 5일) 대통령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 연구발표회
취임
장소 및 일시: 충북대 (10월 24일 - 25일)
⋅ 대한수학회보 제24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지 제24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논문집 제2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 춘계 연구발표회: 경희대 (4월 23일)
⋅ 제6회 수학교육 심포지움 : 연세대 (6월 11일)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 연구발표회
및

려

장소
일시: 고 대 (10월 22일 - 23일)
회장: 윤재한, 부회장: 이 재
대한수학회보 제25권 1, 2 간행
대한수학회지 제25권 1, 2 간행
대한수학회 문집 제3권 1, 2 간행
수학회지 창간
제29회 국제수학
피아 에
으로 참가
주,
라: 동 3개 수상 (60개국 중 22 )

⋅
⋅
⋅
⋅ 충청
⋅

논

호 캔버

1989

올림

헌
호
호

호

드 처음

위

⋅ 대한수학회 춘계 연구발표회: 육사 (4월 29일)
⋅ 제7회 수학교육 심포지움: 공주사대 (6월 17일)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포항공대 (10월 27일 - 28일)
⋅ 대한수학회보 제26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지 제26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논문집 제4권 1, 2호 간행
⋅ 제30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서독, 브라운
슈바익) 참가 : 은 1 수상 (50개국 중 2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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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1990

1991

내 용

⋅ 대한수학회 춘계 연구발표회: 인하대 (4월 28일)
⋅ 제8회 수학교육 심포지움: 전북대(6월 23일)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이화여대 (10월 13일 - 14일)
⋅ 대한수학회보 제27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지 제27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논문집 제5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 사무실 추가 매입 (10월 20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빌딩 1408호
⋅ 제31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중국, 북경) 참가:
은1 수상 (54개국 중 32위)
⋅ 회장: 김종식, 부회장: 주진구, 우무하 (1월)
⋅ 대한수학회 춘계 연구발표회: 성균관대 (4월 27
일)
⋅ 제9회 수학교육 심포지움: 건국대(6월 15일)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강원대 (10월 18일 - 19일)
⋅ 대한수학회보 제28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지 제28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논문집 제6권 1, 2호 간행
⋅ 제32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스웨덴, 시크투나)
위

참가 : 은1, 동4 수상 (56개국 중 17 )

1992

⋅ 대한수학회 봄 연구발표회: 국민대 (4월 24일 - 25일)
⋅ 제10회 수학교육 심포지움: 부산대(6월 20일)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서울대 (10월 17일 - 18일)
⋅ 대한수학회보 제29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지 제29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논문집 제7권 1, 2호 간행
⋅ 제33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러시아, 모스크바)
위

참가 : 금1, 동4 수상 (56개국 중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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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서기
1993

내 용

비 고

⋅ 회장: 우무하, 부회장: 손규헌, 장건수 (1월)
⋅ 대한수학회 봄 연구발표회: 육사 (4월 24일)
⋅ 제11회 수학교육 심포지움: 고려대 (5월 22일)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경북대 (10월 16일 - 17일)
⋅ 대한수학회보 제30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지 제30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논문집 제8권 1, 2, 3, 4호 간행
⋅ 강원 ⋅ 경기수학지 창간
⋅ 제34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터어키, 이스탄불)
위

참가 : 은3, 동3 수상 (71개국 중 15 )

1994

⋅ 대한수학회 봄 연구발표회: 한국과학기술원
(4월 23일)
⋅ 제12회 수학교육 심포지움: 연세대 (6월 4일)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부산대 (10월 14일 - 15일)
⋅ 대한수학회보 제31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지 제31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논문집 제9권 1, 2, 3, 4호 간행
⋅ 제35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홍콩) 참가:
위

은2, 동4 수상 (69개국 중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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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

임

취

서기
1995

내 용

비 고

⋅ 회장: 주진구, 부회장: 허원, 박승안 (1월)
⋅ 대한수학회 봄 연구발표회: 한양대 (4월 29일)
⋅ 제13회 수학교육 심포지움:
한국과학기술원 (6월 24일)
⋅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시: 부산대 (10월 14일 - 15일)
⋅ 대한수학회보 제32권 1, 2호 간행
⋅ 대한수학회지 제32권 1, 2, 3, 4호 간행
⋅ 대한수학회논문집 제10권 1, 2, 3, 4호 간행
⋅ 대한수학회 사무실 확장 :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빌당 705호 임대
⋅ 제36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캐나다, 토론토)
위

참가 : 금2, 은3, 동1 수상 (73개국 중 7 )

1996

⋅ 대한수학회 봄 연구발표회: 충남대 (4월 27일)
⋅ 제14회 수학교육 심포지움: 서울대 (6월 15일)
⋅ 대한수학회 창립50주년기념 세계한민족수학자
⋅
⋅
⋅
⋅
⋅

및

;

대회, 정기총회
가을 연구발표회
장소
일시: 서울대 (10월 26일 - 27일)
대한수학회보 제33권 1, 2, 3, 4 간행
대한수학회지 제33권 1, 2, 3, 4 간행
대한수학회 문집 제11권 1, 2, 3, 4 간행
대한수학회 사 실 이전 (9월 1일):
서울 포구 도화동 538, 성지
705 ,
706 , 1408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관 214
제37회 국제수학
피아
(인도,
이)
참가 : 금2, 은3 수상 (75개국 중 8 )

및

호
호

논

호

무
마
빌딩 호
호 호→
신
호
올림 드
뭄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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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년도

대학명

학과

1945

京城大學

수학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

서울대학교 사 대학

수학과

대구사 대학(현 경북대사대)

수학과

연희대학교(현 연세대)

수학과

동아대학

수학과

공주사 대학

수학과

1946

1947
1948
1949
1951

1952

1953

1954

1955

범

범

범
조 선대

수학과

단국대학

수학과

전북대학

수학과

이화여대

수학과

전남대

수학과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

충남대
고 려대

수학과
수학과

부산대학

수물학과

성 관대

수학과

동국대

수학과

중 대

수학과

균

앙

청주대
한 양대

수학교육과
수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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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년도

대학명

학과

1958

대전대(현 한남대)

수물학과

1959

서울문리사대(현 명지대)

수학과

1960

서강대

수학과

196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응용수학과

1967

조 대학교

수학교육과

영남대학교

수학과

강원대학

수학교육과

동국대학

수학교육과

1968

1969
1970

선

충북대학교

수학교육과

부산대학교

수학교육과

제주대학교

수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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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後記
평소에 대한수학회의 역사를 기록해 두는 것은 중요한 일 인줄 알
고 지난해부터 이 일을 대하고 보니 간단한 일로 생각하였던 것이 오
판이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대한수학회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를 갖고 어떻게 수학회사
를 엮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많은 토의를 하였다. 수학회사에
관한 자료는 부족하고, 특히 초창기에는 사무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해
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편찬위원들은 과거 지내온 일과 수학회
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의견을 많이 나누었다. 수학회사를 편찬하는
데 우선 해야할 일은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수학회사 자료를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보고 또 광고 등을
통하여 회원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모으는 일
둘째, 초창기 수학계를 알고있는 원로수학자들의 회상 및 증언을
기록해 둘 일
작

니

수학회사 편찬의 일을 시 하여 보

계 준 선사

초창기의 수학 는

느낌이었다. 그때의 우리나라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수학의 불모지였다. 초창기의 수학계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 우리
의 시각으로 볼 때 학문적으로나 수학회사업으로서 아주 작은 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수학계가 출발한 근원으로서 우리가
밝혀 기록해 둬야할 중요한 일이다.
대한수학회에서는 뉴스레터를 통하여 수학회사 자료수집의 광고를
내었고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수 십년 지난 수
시대인 것 같은

학회 문건과 수학회에서 발간한 수학교육 등 귀중한 자료를 공주대

왔 약

이화영, 울산대 이도원, 단국대 구광조 회원 등이 보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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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바래고 부스러질 것 같은 자료였는데 이것을
받고 편찬위원들은 몹씨 반가워 했었다. 이런 자료를 오랜기간 보관한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가치 또한 큰 것이다.
원로 수학자들께 초창기에 해당하는 수학계와 수학회에 관련된 일
을 아는데로 설명해 주고 글로 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행스럽게 수
학계의 대원로이신 박정기총장, 이임학박사를 비롯한 유희세, 윤갑병,
박을룡, 최병성, 하광철, 주석순, 오윤용, 권경환, 강명경, 박한식, 노재
철, 이수만, 임정대 이정림 등 원로 수학자님들의 대담을 채록하기도
하고 글을 받기도 하였다. 수학회에서 간행한 수학교육, 수학, 수학회
지, 수학회보 등의 자료를 모으고 나서야 창립 후 25년간의 수학회사
를 편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기간은 광복 전에 수학교육을 받은
최윤식, 장기원, 박경찬 세분 회장의 재임기간이기도 하다. 원로 회원
의 증언을 듣고 채록하는일은 쉬운일이 아니었다. 팔순이 넘는 박정기
총장은 피로하신 데도 불구하고 광복전후의 우리나라 수학계에 관하
여 2회에 걸쳐 장시간 귀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이것을 채록하였고,
그 후 전화로도 여러 차례 과거의 일을 확인하여 주었다. 또 이정림
박사는 지난여름 카나다까지 가서 수학으로 세계적 명성을 지닌 이임
학 박사를 만나 우리나라 수학계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고 기록
해 와서 편찬사업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한민족
수학자대회에 초청하여 이임학박사와 편찬위원 및 수학회 회원들과
대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수학회사편찬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년간 보관되어 누렇게

있었다.

획

위
은 마포에 있는 수학회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보통 2시간 이상씩 회합
을 갖고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였고 회의가 끝나면 사무실이 있던 成
志빌딩 근처 대중음식점에서 늘 소주를 같이 한 수수한 음식으로 저
녁 식사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편찬위원들은 회합
할 때마다 비슷한 음식점에서 같은 과정을 밟았는데 하루는 원로 편
이번 수학회사 편찬에 대한 기 , 자료수집을 하는 데 편찬 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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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야”

찬 원 중의 한 분이 “우리를 이렇게 시시하게 대접해서 되는 거

말하였다. “편찬사업이 끝날 때쯤은 아주 잘 모실 것입니다”라고
웃으면서 답하였지만 여지껏 제대로 모시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 그지
없다. 편찬사업을 하는 데 재정, 자료, 시간 등에서 여러모로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원로편찬위원들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끝까
지 성심껏 일 하셨기에 이 일이 완성될 수 있었다.
수학회사 제1권의 내용은 처음 15년간 ( 최윤식회장 기간 ) 은 창립
기, 다음 10년간 ( 장기원, 박경찬회장 기간 ) 은 전환기로 구분하였다.
사실 창립기는 광복직후부터 수학회가 창립되고 6 25 동란을 거쳐 4
19 혁명이 있었던 기간으로서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때이
었다. 이 기간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수학교육 받은 사람 중 약간의 수
가 해외 선진국에 유학하여 수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그 일
부가 귀국하여 선진 현대 학문을 소개하고, 교육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이 기간에 수학회에서 數學敎育 1, 2, 3권을 발간하였
다. 전환기에는 수학회 회장은 두 분을 거쳤고 5 16 혁명이 있었고 산
업화가 시작된 기간이었다.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수학자들의
일부가 다시 외국으로 나가고 국내 대학원의 석사과정교육이 어느 정
도 향상되는 시기이었다. 수학회에서는 수학논문지로서 數學敎育 ,
數學 , 大韓數學會誌 , 大韓數學會報 가 어렵게 탄생되어 회원들
의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여 수학회는 학문적으로 진일보하였다. 또 이
기간 중에 국내 회원중의 몇몇 회원은 외국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
재하였는데 이 또한 수학계의 발전을 의미한다.
제一부 창립기, 제二부 전환기 다음에 부록편을 두었다. 부록편에
는 회원명단, 회칙, 최윤식 박사의 수리과학연구소의 구상, 원로수학자
들의 회고, 국외한국인수학자들의 활동상황 등을 참고로 수록하였다.
국외한국인수학자들의 활동은 북미주와 중국에 국한하였고 일본과 동
구권의 상황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광복 후 6 25동란 전까지
北韓의 數學界에 대한 약간의 내용이 한 원로 수학자의 회고에 포함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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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자료에서 일치되지 않는 내용,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생

긴 증언의 불확실성 등은 편찬을 힘들게 한 일 중의 하나이었다. 정확
성을 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여 여러 차례 내용을 확인하면서 집필
했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내지 못한 내용도 있고, 정확치 못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점은 더욱 노력하여 밝혀야 할 과제로 생각한
다.

신

무

수학회사를 편찬하는데 대한수학회를 갱 발족 할 때 상 이었던

유익한 대화를
가져 도움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수학회사 편찬의 기획,
자료수집, 원고정리, 편집 등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이건희 박사와 류
현숙 박사에게, 원고를 읽고 조언을 많이 하여 준 이동수 교수와 오승
재 교수를 포함한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자료 찾는 일, 회
의주선, 연락 등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하여준 수학회 직원 정정숙 국장
을 비롯한 임미숙, 고려진, 임순자 씨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끝으로
명필 李華永 교수께 제호 大韓數學會史를 부탁하여 멋있는 글씨를 받
은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朱石淳

信

교수, 그리고 姜 元 교수와 수학회사에 관하여

1996년 12월 28일

위

대한수학회사편찬 원회
간 사 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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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昭

동림(東林)
최윤식 선생님과 박세희 명예교수님 이야기
- 수학과의 시조 故 최윤식 선생님을 추모하다

故 최윤식 선생님

박세희 선생님

故 최윤식(崔允植) 선

있으며, 저서로는「고등대수학」,「미분방정식-해법과 논」,「입체해석기

생님은 서울대학교 문리

하학」,「구면삼각법」등이 있다. 선생님께서는 1년간 시카고 대학에서

과대학 수학과를 창립하

연구하신 후 1956년에 구미(歐美) 여행을 마치시고 귀국하실 때에 수많

신 초대 주임교수(오늘날

은 서적을 구입해 오셔서 문리대 수학과의 강의 내용을 크게 바꾸셨다.

의 수리과학부 학부장)이

또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외국어 공

시며, 국내 최초로 수학으

부에 꾸준히 임하셨고, 외국 수학의 조류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소개하

로 이학박사가 되신 분이

기 위하여 수학사 원고를 집필하기도 하셨다.

다. 8∙15 광복 이후부터

동림 선생님께서는 교육자로서도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셨다. 손

6.25 동란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대한민국 수학계를 이끌어 오신 최

수 가르치는 제자들이 이름을 낱낱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

윤식 선생님을 추모하며, 선생님의 제자였던 수리과학부 박세희(朴世

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는 언제나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

熙) 명예교수님과 함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다.

고 세미나 시간이나 토론 시간에는 항상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어린 제자들의 두서없는 의견이라도 언제나 너그러이 귀담아 들어주

동림의 생애
최윤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의 생애를 짧게 소
개하려 한다. 선생님께서는 1899년 10월 26일(음력) 평안북도 선천에
서 6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셨다. 선생님의 아호인 동림(東林)은 고향
의 지명을 취한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재주를 타
고나서 신동이라고 불리셨다. 경기고등보통학교(현재의 경기고등학
교) 재학 시절 수학에 특출하셔서 관비유학생으로 일본 히로시마고등
사범학교(히로시마대학의 전신)를 거쳐, 도쿄대학 수학과를 졸업하셨
다. 귀국 후에 몇 곳의 중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다가, 1932년에 경
성고등공업학교(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신) 조교수, 1936년에 교수,
1940년에는 경성광산전문학교(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신) 교수로
전임하셨다. 8∙15 광복 후에는 광산전문학교 교장으로 1년 동안 근무
하시다가, 1946년 서울대학교가 창립되자 문리과대학 교수로 전임하
시면서, 수학과의 초대 주임교수를 맡으셨다. 같은 해 10월 대한수물학
회가 창립되고 선생님께서 초대 회장이 되셨다. 그 뒤 1948년 9월부터
문리과대학의 학장을 1년 동안 역임하시고, 전쟁 중 대한수학회가 대
한수물학회에서 분리된 1952년에는 대한수학회 초대 회장이 되셔서
작고하실 때까지 대한수학회를 이끄셨다.
선생님께서 1960년 8월 3일 갑작스럽게 서거하시자 많은 학자들과
지인들은 선생님의 업적에 부치어 한국의 학계와 교육계의 큰 손실이
라고 했다. 선생님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장례는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장으로 거행되었고, 선생님께서 평소에 즐겨 부르시던「메기의 추
억」을 육군사관학교 군악대가 연주하는 가운데 망우리 가족묘지에 안
장되셨다.

셨다.
동림 선생님께서는 1960년 작고하시기 직전까지 수학과의 주임교수
로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수학을 교육하는 데 전력을 다하
셨다. 문리대 학장이라는 중임을 맡으시면서, 서울대학교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만 치중되었던 대학의 기능을 연
구에 더욱 집중하도록 노력하셨다. 이를 위해, 선생님께서는 대한수학
회의 봄, 가을 연구발표회도 거의 혼자의 힘으로 개최하시다시피 하셨
고, 스스로도 매 학회마다 연구 발표를 하셨다. 이에 선생님께서는 다
중 푸리에 급수의 총합법에 관한 연구로 1956년에 수학으로 국내 최초
의 박사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 받으셨다. 또 시카고 대학에서 많은 자
료를 도입해온 것 또한 우리 학계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박세희 선생님의 경력 소개
박세희 선생님께서는 1955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에 입
학하셔서 1961년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문리과대학에
서 조교와 강사를 거쳐 1966년에 전임강사, 1969년에 조교수가 되셨
다. 1971년에는 대한수학회 총무이사를 맡으시고 이후 1972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 Indiana 대학교에 유학하여 박사 학위를 받으셨다.
귀국 후에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부교수를 거쳐 1981년
부터 2001년까지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한국의 수학과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 그동안
캘리포니아대, 메모리얼대, 인디애나대, 연변대, 필리핀대 등의 방문
교수와 객원교수를, 그리고 일찍부터 대한수학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오셨고 1982년부터 1984년까지는 대한수학회 회장직과 국제수
학연맹 한국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셨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수리
과학부 명예교수이시며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으로 재직 중이시다. 정년 때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230여 편
의 논문을 발표하시고 17권의 저서, 17편의 해설논문을 쓰셨고, 미국

동림의 업적
故 최윤식 선생님께서는 고전 해석학을 전공하셨고, 논문으로는「다
중 푸리에 급수의 총합법에 관한 연구」,「베르누이수에 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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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회(A.M.S.)의 Mathematical Reviews에 190여 편의 비평을 실으셨

이 박세희 군이죠?’라고 하시며 나를 알아보셨지. 그 시절에는 젊은 사

고, 국내외 학술발표 및 초청강연을 230여 회나 하셨다. 정년 후 현재

람을‘군’이라고 부르며 존대를 해줬거든. 그렇게 1년 만에 보는 나를

까지도 많은 논문을 발표하시면서 주로 외국의 여러 학술회의 활동을

기억하실 만큼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셨어. 그렇게 하여 선생님과 인연

꾸준히 하고 계셔서, 위의 논문 수, 비평 수, 발표 및 강연 수에 50% 정

을 만들게 되었지.

도를 첨가하여야 할 정도이다. 또, 1,000페이지에 이르는“수학의 철

그 후에 선생님께서 수학기초론을 공부해보라고 권하셨어. 그렇게

학”번역자로서도 잘 알려져 계신다. 이러한 다양한 학술 활동 때문에

해서 내가 2학년 때부터 수학기초론을 공부하게 되었고, 학부 4학년 때

서울시문화상(자연과학부문), 대한수학회 학술상, 국민훈장 동백장,

에는 수학기초론을 공부하는 방법과 연구 관련 분야에 대하여「수학기

대한수학회 논문상, 대한민국학술원상,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 등을

초론 연구를 위한 서설」을 써서 문리대학보에 두 번에 걸쳐 발표했지.

받으셨다.

정말 그때는 주제도 모르고 많은 분량을 개관했지.
그 당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다 보니 학교에 잘 나가지

故 최윤식 선생님과 박세희 선생님의 만남
명예교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창립하신 故 최
윤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취재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잔뜩 긴장한 채
녹음기, 사진기, 수첩 등을 들고 27동 4층 명예교수 연구실로 갔다.
“학생, 내가 누군지나 아나? 그리고 최윤식 선생님이 누구신지 아는
가?”바로 故 최윤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박세희 명예교수님
의 첫 질문이었다. 수리과학부 4학년인 기자 본인은 부끄럽게도 어떤
분이 우리 수리과학부를 창립하셨는지 모르고 있었다. 또한, 그 이야
기를 듣기 위해 찾아뵌 박세희 명예교수님의 존함 외에는 아무것도 모
른 채 녹음기, 사진기와 같은 거추장스러운 물품들만 잔뜩 들고 27동
명예교수실로 당당히 걸어 들어간 것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는커녕 신
나게 혼만 나고 돌아갈 줄 알고 쭈뼛쭈뼛 서 있는 본인에게 박세희 선
생님께서는 차를 줄 테니 잔을 좀 씻어 오라 하신다. 그리고 호탕한 웃
음과 함께 지난 우리나라 수학사와 故 최윤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풀어
놓으셨다.
“내가 55년에 입학해서 59년에 학부를 졸업했는데, 2학년 재학 시에
수학 전반에 관한 개관을 담은 글「현대 수학사상 논고」를「문리대학
보」라는 학술지에 싣게 되었지. 그 학술지는 외국 대학에 있는 College
Review와 같이 한 대학의 교수나 학생이 글을 투고하는 잡지였지. 그
당시에는 교수나 학생이 글을 써서 발표할 곳이 6.25 때 대학의 부산 피
난 시절에 창간된「문리대학보」밖에 없었고, 주로 인문학에 관한 글이
많이 실리고 있었지. 그런데 마침 그 학보가 자연과학 특집을 내게 되
어 수학과 학부생의 글 하나를 올려야 했는데, 선배들이‘자네가 글을
잘 쓰니 한번 써보라.’라고 해서 감히 현대수학을 개관하는 글을 할 수
없이 쓰게 되었지. 그런데 수학과 학생들이 잘 알듯이, 수학과 2학년 3
학년이 되어도 수학이 뭔지를 아는 학생은 굉장히 드물잖아, 그런 학생
이 수학 전반의 사상에 대해 글을 써 놓았으니 얼마나 웃기겠는가? 안
그래? (웃음) 아마 그 글을 동림께서 보신 것 같아. 선생님께서 1년간
시카고에서 연구를 하시고, 56년에 돌아오신 직후, 9월에 선생님을 교
문 앞에서 1년 만에 뵈었어. 그때가 돌아가시기 4년 전이었지, 그때‘군

못했다가, 다시 학교에 나가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니 선생님께서‘내
가 수학사 책을 쓰려 하는데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
셨단다. 내가 쓴 수학이나 수학기초론에 관한 글이 마음에 드셨던 모양
이야. 그러고 나서는‘졸업을 하고는 무엇을 하려 하는가?’라고도 물어
보셨지.”

서울대 수학과와 대한수학회를 발전시켜라.
그리고 대한민국 수학을 이끌어 나가라.
“나는 사실 그 당시 철학에 관심이 있었고 수학 공부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렸지. 그러자‘4
학년이 아직도 장래에 관한 계획이 없는가?’라고 선생님께서 나무라셨
어. 그러시고는‘대학원으로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하라. 또 수학과 조
교가 되어 기회가 되면 같이 수학사 책을 한번 써보자. 그리고 앞으로
수학에 매진하여 서울대 문리대 수학과와 대한수학회를 이끌어 나가
라. 대한민국 수학을 발전시켜라.’라고 하시며 나에게 장대한 숙제를
주셨지. 그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졸업 후 수
학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고, 평생을 수학에 바치게 되었네.
예전에 최윤식 선생님께서 36년이란 세월 동안 교직에 계셨을 때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30년 이상 근속한 교육자들을 표창하였는데,
그 당시 수상자 대표로 연설을 하시면서,‘아무 재주가 없어 선생 노릇
을 계속하다 보니 30년이 넘어버렸다.’라고 하셨지. 그때는 정말 30년
이란 세월이 아득하게 느껴졌는데 어느덧 나도 문리대에서 시작하여
근 45년이나 교단에 섰으니 정말 감회가 새로워.“
서울문리대 이야기
“당시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은 27개 학과에 150명 정도의 교수
진, 그보다 더 많은 강사진, 3000여명의 학생에, 500개 정도의 강의가
이루어지던 국내 최대의 단과대학으로, 국내 여타 종합대학들을 능가
하는 학문의 총본산이어서,‘대학 중의 대학’이라 불리었단다. 교수진
은 국내 최고로, 몇 분만 예를 들면 국문과 이희승, 영문과 권중휘, 철학

19

그러면서도 꿈을 키웠고 서울대를 키웠다.’

과 박종홍, 국사의 이병도, 동양사의 김상기, 그리고 수학과의 최윤식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 어른들을 뵈면 백설로 뒤덮인 태산준

이처럼 힘겹게 키워온 문리대 수학과는 1975년에 공대 응용수학과

령을 보는 듯했지. 먼발치서 바라보기만 할 대상이었고 감히 넘어설 생

와 교양과정부 수학교실과 합쳐져 자연과학대학 수학과로 바뀌어, 그

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 그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교수

역사를 끝내게 되었다.
박세희 선생님의 회고담 중 서울문리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싣

로 임명되었지만, 위에 예를 든 분들은 한국의 학문을 일으키려는 지사

는다.

와 같은 풍모를 지니신 분들이었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라를 위해서

“전임강사 취임 직후에 학생들의 열정에 못 이겨 부산 피난 시절 이

그리고 학문을 위해서 독립투사처럼 살다 가신 분들이라는 뜻이야.”

후 소멸되어 있던 문리대 수학과 동창회를 재건하여 제2대 동창회장

문리대 수학과 이야기
서울문리대라는 단어가 많은 학생들에게 익숙지 않을 거라 생각하
여 박세희 선생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서울문리대와 그 시절 수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겠다.
먼저 서울문리대는 서울대학교의 동숭동 캠퍼스 시절의 분과대학인
데, 1975년에 서울대학교가 관악산으로 종합화될 때, 문사철을 중심으
로 하는 인문대학,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심리, 지리 등의 사회과학대
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질, 천문, 기상 등을 다루는 자연과학대학
으로 삼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8년 6월 말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회가 간행한「문리과
대학 (교수, 졸업생, 학생회원) 명부」에 의하면 수학과에는 교수 최윤
식, (전임)강사 이임학, 시간강사 박정기, 유충호 선생님께서 계셨고,
재학생으로서 우리 수학계에 이름이 남게 되는 분들은 당시 구제 3학
년에 윤갑병, 신제 3학년에 송옥형, 구제1) 2학년에 김정수, 박을룡, 최
병성, 한화석, 신제 2학년에 하광철(물리학과), 신제 1학년에 김증호,
신현천, 엄장일, 이부생, 이일해 선생님 등이시다.
1950년대의 교수진은 최윤식, 윤갑병, 최병성, 하광철, 최자훈, 권경
환 선생님, 1960년대 후반부터 1975년 관악으로 오기까지 10년 동안의
교수진은 취임순으로 최지훈, 윤재한, 김제필, 박을룡, 박세희 선생님
까지 다섯 분으로 되어 있다. 결국 1946년에서 1975년까지 30년 동안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는 모두 11분의 교수진과 그보다 훨씬
많은 강사진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문리대 마지막 시기의 생활에 관하여 박세희 선생님께서는 2004년 7
월 15일 서울대 동창회보「느티나무 광장」에 다음과 같이 쓰셨다.
‘나의 젊은 날의 초상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학원소요, 기
초생계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월급, 다섯 여섯 과목의 과중한 강의, 여
름 무더위, 겨울 강추위, 얼어붙은 창고와 같은 강의실과 연구실, 수 없
는 불면의 밤, 아무 보상도 없이 36년간 계속한 세미나, 그런 세미나 후
늦은 저녁 제자들과 함께 허기진 배를 채우던 싸구려 막걸리의 맛….

김정수, 부회장 송옥형 그리고 나로 임원진이 구성되었지. 이 동창회는
1972년 내가 도미한 이후 아무 활동도 하지 않다가 75년 귀국 이후 다
시 열려서 제3대 송옥형 회장을 선출한 이후 지금까지 연면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한편 1970년 주임교수 시절에는 선배들의 열망에 따라,
최윤식 선생님 이후 최초로 구제 박사를 배출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
였단다. 그리하여 1976년까지 15명 정도의 구제 박사가 배출되었지. 부
실한 대학원 강의 대신에 1966년 겨울부터 시작한 세미나를 퇴임 직후
인 2001년까지 36년간(외국에 체재하여 중단된 총 4년 여 포함) 주재하
였어. 1975년 귀국 이후 이 세미나를 통하여 대학원 강의에 주력하였는
데, 연 인원 30명 정도가 참여하여 주로 일반위상수학, 대수적위상수
학, 비선형해석학, 부동점이론, KKM 이론을 주제로 하였지. 이 결과로
석사 근 20명과 1980년대 이후의 초기의 신제 박사 10명을 키워냈고,
본인의 논문을 포함하여 300편 이상의 논문을 생산해냈어.”

대한수학회 이야기
“1952년 대한수물학회에서 대한수학회가 발전적 분리가 되면서 동
림께서 초대 회장을 역임하시게 되었지. 그리고 59년에 수학과의 미발
령 무급조교로 일하면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수학회 총회에서 잡
무를 맡아본 것이 내가 대한수학회와의 첫 인연이라네. 그 후 1970년에
문리대 수학과 주임교수와 1971년에 대한수학회 총무이사를 맡게 되
었고, 72년 정기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고 3년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 그 뒤 1980년에 부회장을 맡으면서 대한수학회를 현대
적으로 운영하고, 바닥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기금 모으기에 열중한
것이 몇 년 후에 마포에 사무실 하나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또한, 대한수학회 임원진을 젊은 세대로 교체하고, 회장 임기를 2년 단
임으로 하는 등 학회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 굉장히 할 일
이 많았어.
그 중 하나 기억나는 것이, 외부 학술상에 도전하여 학회의 명성을
끌어올리고 기금을 마련하게 된 일이지. 그때‘부회장이 발의하였으니

1) 여기서 구제는 학부를 3년으로 구성한 예전의 학칙을 뜻하며 신제는 학부를 4학년으로 구성한 새로운 학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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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이 나가라.’라는 바람에 모자란 줄 알면서도 1981년에 서울시

많아 공부하기 좋다. 한편, 우리는 책이 없어 공부하기 쉬웠고 지금은

문화상 자연과학 부문 수상자가 되었고, 그 뒤 외부에서 주는 상만 기

책이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농담을 하곤 해. 지금은 우리

대하지 말고 대한수학회상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어, 정통성과 진정성

학생들이 이렇게 환경이 좋은 대학에서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책

에서 우리나라 수학계 최고의 상인 지금의 대한수학회상 제도를 만들

을 보며 공부할 수 있잖아. 우리 학생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었지. 돌이켜 보니 동림께서 내어주신 그 방대한 숙제를 하기 위해 부

를 잘 이해하고, 동림 선생님같이 서울대 수학과와 한국 수학계를 위해

족했지만 참 많은 일을 했구나 싶어. 이렇게 문리대 수학과와 대한수학

힘쓰신 분들의 노고를 바르게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많은 일들을 도맡아 오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박세희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박세희 선생님께서는 1984년에 대한수학회 회장직을 내려놓으시고
쉰의 연세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시어 부동점이론과 KKM이론에
관한 많은 논문을 내셨고 지금까지도 연구에 몰두하고 계시다. 또한,
현재까지도 유럽, 미국,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많은 학술회
의에 활발히 참가하시고 미국수학회 논문 논평자(A.M.S. MR
Reviewer)로서의 활동도 계속하고 계시다. 외국 학계에서의 평가를 보
여주는 사실 두 가지만을 든다.
1. According to MathSciNet, Sehie Park has 257 publications and is cited
955 times by 235 authors (July 2011). Also he reviewed 263 papers
for MR.
2. In September 2010, the Hindawi Publishing Cooperation announces
that one of its journals "Fixed Point Theory and Applications" will
publish a "Special Issue on S. Park'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Fixed Point Theory and KKM theory" on Sept. 1, 2011 with the
Guest Editors M. A. Khamsi, Y. J. Cho, and J. K. Kim. From 2011,
the journal will be published by Springer Verlag, Germany.

상당히 흘렀더라고.“
박세희 선생님께서는 1968년 이후 수학회의 편집위원, 총무이사, 부
회장, 회장(1982-84)을 역임하시면서 대한수학회지, 수학교육논총, 논
문초록집, 대한수학회 뉴스레터 등을 정기간행물로 창간하시고, 춘계
발표회와 수학교육 심퍼지엄을 새로 정례화 하셨으며, 수학회상 제도
를 확립하셨고, 기금 조성에 힘썼는데, 이런 사실들은 오늘날의 수학
회 연혁에조차 나타나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께는 초대 회장부터
현 회장까지 모든 회장과 격의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실 것
이다.

책이 없어 공부하기 어려웠고, 책이 없어 공부하기 쉬웠다
“문리대 시절의 선생님들은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나라의 학문을 어
떻게든 일으키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이지. 당시의 교수
님들은 주로 일본에서 공부하던 노트를 받아쓰게 하거나 판서해 주시
면서 간신히 학문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단다. 그때는 공부하고 싶어
도 책이 없어서 하질 못했는데. 동림께서는 1년간 미국 시카고대학에
서 연구하시면서 그 대학 교재를 가지고 오셔서 교육의 내용을 혁신하
셨어.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한 교수들도 자신의 학위논문의 참고
논문조차 복사해 오지 못하여 후속 연구를 못하던 형편이었지.
내가 너무나 늦게 미국에서 공부를 한 덕에 참고 문헌은 충분히 복사
할 수 있었는데, 귀국했을 때에 한 스승님께서‘그래 논문은 얼마나 복
사해왔는가?’라고 물으셨지. 복사한 논문을 쌓아놓으면 2 미터는 족히
되었을 것이네.
정년할 때까지 족히 5 미터는 모았는데, 요즈음에는 PC에 저장할 수
있고, 또 집이 협소하기도 해서, 외국에 다니면서 그토록 힘들게 복사
한 논문들을 전부 버려야 하는 시절이 온 거 같아.
지금도 농담처럼‘우리는 책이 없어 공부하기 어려웠고 지금은 책이

박세희 선생님께서는 동림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후배 교수님들
의 노력으로 우리 수학과가 이렇게까지 발전해왔다는 점을 알려주셨
다. 그는 또 동림 선생님의 이야기와 더불어 한국수학사에 관한 이야기
를 마치 할아버지가 옛날이야기를 읊어 주시듯 재미난 이야기로 풀어
주셨다.

[홍보기자] 김진수, h2blast2@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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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CM 2014 이야기
朴世熙 會員(數學)
개회식에서는 IT 강국답게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장엄한 음악에 맞추어 금메달의 큰 영상이 뜨면서, 메달
가장자리에 새겨진 수상자의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참가
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근래의 전통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필즈 메달과 네반리나 상의 메달을 수여하였다.
시상이 전부 끝난 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가치를 창출하는 수
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학이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
가가고 이해할 수 있는 학문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대한수학회 Seoul ICM 2014 개최
IMU 상들 (IMU Awards and Prizes)
앞서 우리는 “Seoul ICM 2014”(대한민국학술원통신
210호 (2010. 1. 1), pp. 7~11)에서 2009년에 대한수학
회 KMS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가 2014
년에 열릴 ICM을 우리나라 서울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
였음을 알리고 ICM과 IMU를 소개한바 있다.
국제 수학자 대회 ICM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은 국제 수학 연맹 IMU (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가 4년마다 주관하는 1893년부터
2014년까지 122년 전통의 학술회의이다. 기초과학 분야
의 세계 최대 학술행사이며, 흔히 ‘과학 기술 분야의 올
림픽’으로 알려져 있다. KMS는 2014년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Seoul ICM 2014를 개최하였다. 이번 ICM에는 문화와
여러 활동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 수학의 역할을 보다
넓은 사회로 확대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이에 이 회의
의 내용을 줄거리만 소개하려고 한다.
회의 첫날인 8월 13일 9:30~11:30의 개회식은 세계
적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먼저 관례와 같이
필즈 메달 Fields Medals, 네반리나 상 Rolf Nevanlinna
Prize, 가우스 상 Carl Friedrich Gauss Prize, 천 메달
상 Chern Medal Award가 수여되었다.

필즈 메달: 1924년에 토론토에서 열린 ICM을 조직한
사무총장(Secretary)이었던 필즈 J. C. Fields
(1863~1932)는, 수학에서의 뛰어난 업적으로 장래성이
있는 두 학자에게 매 4년마다 열리는 ICM에서 순금 메
달을 수여하는 시상 제도를 제안하고, 뒤에 그 기금을 제
공하였다. 수상되는 해의 1월 1일에 앞서 40세 생일을
맞이한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 1936년에 오슬로에
서 처음 주어졌으나, 2차 세계 대전 때문에 14 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950년부터 다시 주어졌다. 1966년 모스
크바의 ICM에서는 수학 연구의 거대한 확대에 비추어
이 상을 2명 이상 4명까지 주기로 정하였다.
아래에 2014년 서울에서 수여된 필즈 메달리스트들의
업적을 IMU의 발표문에 따라 간단히 소개한다.
아빌라 Avila, Artur (브라질 태생, 국적 프랑스) (2001
브라질 국립순수응용수학원(IMPA) 박사) (현직: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 석학연구원, IMPA) 동력학계이
론에서 재정규화의 강력한 아이디어를 통일된 원리로 사
용하여 그 분야의 얼굴을 바꾼 심원한 공헌.
바르가바 Bhargava, Manjul (캐나다 태생, 국적 미국)
(2001 프린스턴대 박사) (현직: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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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의 기하학에서 강력한 새 방법들을 발전시켜, 그들
을 작은 계수의 환들을 세고 타원곡선의 평균계수를 한
계에 응용.
헤어러 Hairer, Martin (오스트리아 태생, 국적 영국)
(2001 제네바대 물리학 박사) (현직: 워릭대 교수) 확률
적 편미분방정식론에서의 걸출한 공헌, 특히 이런 방정
식에서의 정칙성 구조이론의 창안.
미르자카니 Mirzakhani, Maryam (이란 태생, 국적
미국) (2004 하바드대 박사) (현직: 스탠퍼드대 교수) 리
이만 면들과 그들의 모듈라이 공간들의 동력학과 기하학
에 관한 현저한 공헌. [최초의 여성 필즈 메달리스트.]
수상자의 연령이 40세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약 때문
에 필즈상은 노벨상보다 더 까다로운 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4년까지 총 56명에게 수여되었으며, 그 연구
업적은 근대 수학 발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순수수
학 분야에 한정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연령이
60대인 데 비하여 필즈 상 수상자는 30대이므로 그 뒤에
도 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점도 노벨상과는
다르다.
네반리나상: 네반리나 Rolf Nevanlina (1895~1980)
는 헬싱키 대학의 총장과 IMU의 회장이었으며, 1950년
대의 핀란드 대학들의 컴퓨터 조직을 주도한 바 있다.
IMU는 1982년부터 헬싱키대학교가 기부한 기금으로 정
보과학의 수학적 분야에 대하여 롤프 네반리나 상을 수
여하게 되었다.
이 상도 필즈 메달과 마찬가지로 40세 제한이 있으며,
네반리나의 옆얼굴이 새겨진 금메달이 4년마다의 ICM
에서 한 명에게 주어진다.
2014년 수상자인 코트 Subhash Khot (뉴욕 대학교)는
“유일 게임” 문제에서의 그의 선견지명적 정의와, 최적
화 문제의 효과적인 근사법 연구에서의 복잡성과 중추적
역할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의 그의 지도력이, 앨거리
듬 디자인과 근사법의 난점을 극복하게 하였고, 계산적
복잡성, 해석학, 기하학 사이의 놀랄만한 새 연관성을
알게 해준 데 대하여 수상하였다.
가우스상: 가우스 탄생 225 주년이 되는 200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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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에 “수학의 응용에 관한 카알 프리드리히 가우스상”
Carl Friedrich Gauss Prize의 제정이 공표되었으며,
2006년에 마드리드에서 열린 ICM에서 처음으로 수여되
었다. 이 상은, 오직 전문가들만이 많은 현대적 기술들
의 추진력이 수학임을 알고 있는 듯한데, 그 밖의 사람들
이 이러한 기본적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상은 수학적 연구로써 수학
이외의 것--기술이나 비즈니스나 또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준 과학자들을 기리려는 것이다.
가우스상은 독일 수학회(D M V = D e u t s c h e
Mathematiker-Vereinigung)와 IMU가 공동으로 수여
하며, 사무는 DMV가 관장한다. 이 상은 메달과 상금(현
재로는 1만 유로)으로 수여되며, 기금은 베를린에서의
ICM ’98의 수익금으로 이루어졌다. 이 상은 수학의 다른
분야에의 영향에 관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서의 수학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것이다.
2014년의 가우스상은 오셔 Stanley Osher (72세)가
받았다. 그는 1966년에 뉴욕대에서 박사가 되었으며 현
재 UCLA 교수이다. 그는 응용수학의 여러 분야에 큰 영
향을 준 공헌으로 이 상을 받았는데, 그의 많은 영역에
걸친 발명은 물리적, 감각적, 수학적 개념들에 관한 우
리의 생각들을 변화시켰으며, 우리에게 세계를 이해하
는 데 새로운 도구를 마련해 주었다.
오셔는 “세상이 변하고 있는 중심에는 수학이 있다”고
하면서 “수학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응용되었을 때"라 말
하고, “수학은 구글 검색, 휴대전화 등 우리 생활 전반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개발한 수
학적 알고리듬인 ‘수준집합’(level set)이나 ‘충격 수집법’
(shock capturing method)은 영화의 특수효과 영상이나
의학에서의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활용된다. 그는 이
기법이 ‘카리비안의 해적’이나 ‘겨울왕국’ 등에서 생각치
못했던 활용이 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영
화 ‘해적’에서의 거대한 바다 소용돌이나 ‘해리 포터와 불
의 잔’에서 용의 입에서 나오는 불길은 그가 개발한 수학
적 방법을 쓴 특수효과이다. 그가 유체의 물리적 움직임
을 정확히 계산하는 수식을 만든 결과인 것이다.
천(Chern) 메달 상: IMU와 천(Chern) 메달 재단
(CMF)은 수학에서의 새로운 상으로 천 메달 상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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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n Medal Prize를 공동으로 제정하였는데, 이는 걸
출한 수학자 천 쉬잉셴 Shiing-Shen Chern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천 쉬잉셴은 그의 생애를 활발한 연구와 교육의 양면
에서 수학에 공헌하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학을 육
성하였다. 그는 미분기하학의 분야에서 기초적인 결과
들을 얻었으며, 많은 학생들을 수학의 연구로 이끌었다.
이 상은 2010년에 처음으로 수여되었다.
이 상은 수학의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인정되는
평생의 걸출한 성취를 낸 개인에게 수여된다. 이 상은
메달과 50만 달라의 상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상금의 반
은 수상자가 선택하는 기관에게 수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연구, 교육, 사회봉사, 또는 그밖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희사되어야 한다.
2014년의 두번째 수상자인 그리피쓰 Phillip Griffiths
(고등연구소, 프린스톤)는 복소기하학의 초월적 방법의
혁신적이고 변형적으로 발전시킨 것, 특히 하지 Hodge
이론과 대수적 다양체의 주기에 관한 그의 장래성이 있
는 업적으로 받았다.
그는 “논리를 필요로 하는 학문이라면 수학적 스킬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는 수학이론만 가르칠 것이 아니
라 수학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함께 알려주어야 한
다”고 말했다.
릴라바티상: 한편 IMU는 2010년부터 릴라바티상
Leelavati Prize을 ICM의 폐회식에서 수여하기로 하였
는데, 이는 수학에 관한 뚜렷한 공공 사회봉사를 기리기
위한 상이다. 2014년부터는 이 상은 인포시스 Infosys가
후원하기로 되었다.
2014년 수상자는 파엔자 Adrian Paenza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가 받았는데,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관한 전국적인 심성을 결정적
으로 변화시킨 그의 공헌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이 공헌
을, 수학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알리는 데 그의 저서,
TV 프로그람과 그의 타고난 열정과 정열로 가득찬 자질
로 이루어냈다.
아벨 상: 2002년에 노르웨이 Norway는 수학 분야가
없는 노벨 Nobel 상 대신에 아벨 상 The Abel Prize를

제정하였다.
아벨 N. H. Abel (1802~29)은 거의 독학으로 수학을
익혔고, 5차 이상의 대수방정식이 대수적으로 풀릴 수
없다는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큰 업적을 남겼다. 그 뒤
에도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면서 방정식론과 타원함수론
에 관한 중요한 논문을 썼으며, 1829년 27세의 젊은 나
이에 폐결핵으로 애인의 품에 안긴 채 사망하였다.
오래 동안 국왕을 비롯한 많은 노르웨이인들이 그를
기리는 상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해 온 끝에 아벨의 탄생
200 주년이 되는 해인 2002년 1월에 국가적인 상으로
확립하였다. 아벨 상의 제정으로 아벨의 불우한 생애에
대한 노르웨이 국민들의 오랜 동안 안스러워하던 민족적
정서가 조금쯤 편안해졌으리라 생각된다.
아벨 상은 노르웨이 학술원(Norwegian Academy of
Science and Letters)이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매년 수여하며 IMU는 그 위원회
의 위원들을 지명한다.
한편, 아벨 상은 수학 부문이 없는 스웨덴의 노벨상과
병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 노벨이 수학 부문을 배제
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하여 여러 루머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당시의 스웨덴의 국보적 수학자 미탁-레플러 G.
M. Mittag-Leffler (1846-1927)와 관련된 것인데, 두
사람 모두 독신으로 생애를 마쳤다.
노벨상에 수학 부문은 없어도, 수학자 또는 수학에 관
련된 업적으로 노벨 상을 받은 사람은 많다.

Seoul ICM 2014의 프로그램

ICM은 전통적으로 전체 초청 강연과 19개 분과별 초
청강연이 있고, 일반 발표와 포스터 세션이 따로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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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수학의 진흥을 위한 비전문적 강연과 문화 프로
그램이 있다. 또 주최국과 주변의 여러 곳에서 ICM과 연
계된 수십 개의 위성회의들이 있었다.
이번 ICM에서는 총 1278번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
중에는 5회의 수상자 강연, 9번의 업적 소개와 특별 강
연, 19개의 전체(기조) 강연, 188개의 초청 강연, 657개
의 연구 논문 발표, 400개의 포스터 발표가 포함된다.
Seoul ICM 2014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통신은 물론 컴퓨터의 진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최근
에는 천문학과 물리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학의 이론은 미래를 내다보지는 않지만 훗날
실제 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또 그는 “수학은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며
“언어, 환경에 상관없이 수학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고
결국 공유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학의 큰 매력이자
중요한 요소"라 말했다. [2014.8.19. 매일경제 원효섭, 김
미연 기자]

수상자의 업적 소개와 특별 강연: 첫날인 8월 13일
14:00부터는 필즈 메달과 네반리나상 수상자의 업적 소
개가 1인당 25분씩 있었고, 16:00에는 네반리나 상 수
상자의 1시간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8월 14, 15, 19,
20일 14:00~15:00에는 필즈 메달 수상자의 특별 강연,
16일과 18일 같은 시간에는 각각 가우스상과 천 메달 상
수상자의 업적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그런데 최초의 여
성 필즈 메달리스트 미르자카니 Mirzakhani 교수의 20
일 강연은 그녀의 건강상 문제로 취소되었다.
기조(전체) 강연: 8월 14~16, 18~21일 7일간 오전
에 하루에 3명씩 21명이 초청되어 19명이 강연을 하였
다. 초청된 강연자는 미국 10명, 프랑스 3명, 영국 2명
이외에 강연 순서대로 한국,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일본 1명씩이다. [한국 강연자는 황준묵 고등과학
원 교수로 첫날 두 번째 연사이다.]

특별 강연: 8월 14일 18:00~19:00에 에미 뇌터 강연
Emmy Noether Lecture를 위스컨신 대학교의 벤카르
트 Georgia Benkart가 하였고, 8월 15일 같은 시간에
아벨 강연 Abel Lecture를 스토니브루크 대학교의 밀너
John Milnor가 하였다. 이 강연들은 역사상 위대한 수
학자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밀너(83세)는 필즈 메달, 울프상, 수학적으로 큰 업적
을 낸 이에게 주는 아벨상 등 3개상을 모두 수상했다. 그
는 학부생이었던 1952년, 강의실 칠판에 써있던 난제를
과제로 착각하고 그것을 풀어서 제출하여 유명해졌다.
그는 수학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수학이 광범위하
게 발전하면서 어떻게 나아갈지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
나 수학이 일상생활의 문제를 놀랍게도 쉽게 해결해주는
예는 많다”고 했다.
특히 그는 1940년대 후반 수학자들이 세운 ‘정보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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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초청 강연: 둘째 날인 8월 14일부터 시작하여
여덟째 날인 8월 20일까지 일요일인 17일을 제외하고
오후(15:00~18:00)에 45분씩인 여러 초청 강연 188회
가 분과별로 있었다. 여기에서의 분과들은 전통이 되어
온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논리와 기초 (Logic and Foundations) (LF)
2. 대수 (Algebra) (AL)
3. 수론 (Number Theory) (NT)
4. 대수적 및 복소기하학 (Algebraic and Complex
Geometry) (ACG)
5. 기하학 (Geometry) (GE)
6. 위상수학 (Topology) (TO)
7. 리이
 이론과 일반화 (Lie Theory and Generalizations)
(LTG)
8. 해석학과 그 응용 (Analysis and its Applications)
(AN)
9. 동력계와 상미분방정식 (Dynamical Systems and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DS)
10. 편미분방정식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PDE)
11. 수리물리학 (Mathematical Phsics) (MP)
12. 확률과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PS)
13. 조합론 (Combinatorics) (CO)
14. 계산기과학의 수학적 양상 (Mathematical
Aspects of Computer Science) (CS)
15. 수치해석과 과학적 계산 (Numerical Analysis
and Scientific Computing) (NA)
16. 제어이론과 최적화 (Contrl Theory and
Optimizations) (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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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과학과 기술에서의 수학 (Mathematics in
Science and Technology) (MST)
18. 수학교육과

수학의 대중화 (Mathematics Education
and Popularization of Mathematics) (ME)
19. 수학의 역사 (History of Mathematics) (HM)
이 분과별 초청강연자 중에 한국인으로 강석진, 이기
암, 하승열 서울대 교수, 김범식 고등과학원 교수, 김병
한 연세대 교수가 들어 있다.
특히 2013년 쌍둥소수 예상의 연구에 크게 공헌한 장
이탕 Yitang Zhang의 초청 강연은 폐막식 직전인 21일
14:00~15:00에 넣어 그의 업적을 부각시켰다.
일반 발표(Short Communications): 둘째 날인 8월 14
일부터 시작하여 여덟째 날인 8월 20일까지 일요일인
17일을 제외하고 15:00~18:00에 20분씩인 연구 발표
가 분과별로 총 657회 있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기회
에 연구 발표를 하였다.
포스터 발표(Poster Sessions): 8월 14일부터 시작하
여 일곱째 날인 8월 19일까지 일요일인 17일을 제외하
고 12:00~18:00에 서너 개 분과의 포스터 세션이 총
400편 발표되었다.
대중 강연(Public Lecture): 첫날인 8월 13일
20:00~21:00에는 사이먼스 James H. Simons의 대중
강연 “수학에서의 나의 인생”(My Life in Mathematics)
이 있었고, 20일 같은 시간에 릴라바티 상 수상자 파엔
자 Adrian Paenza의 공개 강연 “틀린 문”(The Wrong
Door)이 있었다.
사이먼스(76세)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창시한 미국
수학자로, 1974년에 기하학적 도형을 측정하는 천-사
이먼스 Chern-Simons 이론을 발표하여 유명해졌다.
2005년부터 3년간 전세계 펀드매니저 중 연봉 1위를 차
지해 금융계의 전설이 된 인물이다. 그의 순자산은 13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파엔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교수)
는, 일상 생활에서 수학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관한 전국
적인 심성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그의 공헌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이 공헌을, 수학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알리는 데 그의 저서, TV 프로그람과 그의 타고난 열정

과 정열로 가득찬 자질로 이루어냈다.
IMU 분임 토의(Panel Discussion):
1. 수학의 대량 공개 온라인 강의 (18일 18:00~19:30)
2. 출판의 미래 (19일 18:00~19:30)
3. 세계 디지탈 수학 도서관 (20일 18:30~19:30)
ICM 초청 분임 토의:
1. 왜 STEM인가? (18일 15:00~16:30)
2. 어떻게 더 잘 가르쳐야만 하는가? (18일 16:30~18:00)
3. 수학은 아무데나 있다 (20일 16:30~18:00)
4. 연구
 개발(R&D) 정책 (ERC+NRF) (19일 15:00~16:40)
5. 상상적 패늘 (20일 15:30-16:30)
기타 행사: 16일 18:00~19:00 융합 공연.
19:00~20:30 총회 만찬. 19일 15:00~16:30 공개 바
둑 강의. 16:10-18:00 공개 바둑 행사. 17:30~20:30
수학 영화 상영. 21일 폐회식 15:00~16:30.
총회 만찬 날에는 여러 전통 및 현대 문화공연이 있었
는데, 국악 연주와 B-Boying의 융합 공연과 태권도 시
범이 있었다.
바둑 행사에는 이창호 9단, 유창혁 9단 등 5명의 쟁쟁
한 프로기사들이 중국, 일본 등의 수학자 25명과 '다면
기' 전이 열려, 행사장에서 대형 TV로 생중개되었다. 이
에 앞서 세 명의 바둑 강연이 있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
을 받았다.
또 3차원 형상을 터치스크린으로 체험하는 ‘이메지너
리’(Imagenary) 행사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NIMS)가
제공한 것으로, 가장 많은 관객들을 끌어 왔으며, 수많
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학을 즐길 기회를 가졌다.
19일의 영화의 밤에서는 프랑스와 미국에서 개봉된 다
큐멘터리 “나는 왜 수학이 싫어졌는가”(How I Came to
Hate Maths)가 상영되었다. 이 영화에서 주연한 2010
년 필즈 메달 수상자인 빌라니 교수(41세, 리옹대 교수,
앙리 푸앵카레 연구소장)과 두 사람이 영화 상영 후 관
람객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등록된 참가자들 외에 21227명의 많은 대
중들이 ICM의 대중 프로그램에 동참하였다.
연관된 행사: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2014년 8월 14일
부텨 수학 융합 콘퍼런스 ‘브리지스 서울 2014’를 열어 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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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예술품 전시, 체험활동, 여러 가지 공연 등이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 종로구 소재)의 ‘메트릭스: 수
학--순수에의 동경과 심연’ 전은 국내외 15명의 작가들
이 서울 ICM을 기념하는 작품을 2015년 1월 11일까지
전시한다.

Seoul ICM 2014의 성과
2014년 8월 13일 개회한 서울 ICM 2014는 21일의
폐회식을 끝으로 9일간의 회의를 마쳤다. 이 대회는
ICM의 122년 역사상 몇 가지 기록을 남겼다. 성대한 대
회의 성과는 1 - 662 - 5217의 세 수로 요약된다. 설명
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 서울 ICM은 필즈 메달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상
자 미르자카니 (39세, 스탠퍼드 대 교수)를 냈다. 그녀가
도비시 IMU 회장의 소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메달을
받던 장면은 세 명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다시 보기 어려
운 일이 될 것이다.
662 : 서울 ICM 조직 위원회가 마련한 ‘나눔’ 프로그램
의 지원으로 개발도상국 수학자 662명이 참가하였다.
5217 : 122개국에서 참가한 전체 수학자의 최종 수
(20일 0시 기준으로는 국내 2621명, 국외 2572명)로 역
사상 최대이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관한 한국의 성과는 1 - 6 - 21578
의 세 수로 요약된다.
1 : 한국인 최초로 박형주 조직위원장(포항공대 교수)
이 IMU 11인 집행위원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이 위
원회는 4년 임기로 IMU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이다.
6 : 이번 대회에는 황준묵 교수(고등과학원, 51세)를
비롯한 6명의 한국인 수학자가 초청 강연을 하였다. 국
가별 강연자 수 순위에서 일본과 함께 9위이다.
21578 : 이번 대회를 통해 수학문화를 접한 비등록 일
반인의 수이다. 대회 기간 동안 대중강연, 바둑 행사, 수
학 영화 상영, 전시회 등에 참가한 인원 전체의 수이다.
[2014. 8. 22. 동아일보 이재웅 기자의 기사를 참고하다.]

Seoul ICM 2014의 교훈
이번 ICM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몇 가지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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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자 한다.
우선 수많은 국내 인원이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는 것이 놀랍다. 실제로 이번 ICM에서의 근 1400회의
강연 또는 연구 발표의 대부분은 대학원 학생들의 이해
를 넘어서는 난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코엑스
를 가득 채운 청중의 열기에 압도될 정도였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수학에 대한 고루한 인식이 바뀌었
으면 하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오늘날의 수학은 산업, 금융, 문화예술 등 부면에서 큰
이익을 창출하는 무기가 되어, 미국과 같은 선진 사회에
서 수학 전공자가 첫째로 선호되는 직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도 수학과가 주변
학과보다 높은 경쟁률과 합격 점수를 보이고 있다. 수학
이 재래의 과학 기술의 방법을 제공할 뿐이라는 구태의
연한 개념은 탈피되어야 하며, 대학입시의 기본이라 하
여 참고서나 공부하여야 한다는 교육에서의 고정관념도
바뀌어야 한다.
중고교나 자연계 대학에서 도구 과목으로 수학을 배운
이들이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배운 것만이
수학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배우는 것은 수
학의 극히 작고 낡은 초보에 불과할 뿐 생동하는 오늘날
의 새로운 연구 결과는 아니다. 괄목할만한 새로운 연구
라 하더라도 그 난해성 때문에 그 진면목을 이해할 수 있
는 사람은 같은 연구를 해본 몇 사람에 불과한 경우가 대
부분이다.
1946년에 고작 수십 명의 수학교사를 중심으로 창립
된 대한수학회 KMS는 초대회장 최윤식 교수의 눈물겨
운 고군분투로 초창기를 보냈다. 수학에 입문하여 60년
을 보낸 오늘날 ICM을 보면서 KMS가 참으로 위대해졌
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1970년대 초와 1980년대
전반에 KMS를 운영해본 경험에 따르면, 당시의 노력에
비하여 이번 ICM은 백 배, 천 배가 아닌 만 배 정도의 공
력을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ICM에
힘을 보탠 모든 이에게 찬사를 보낸다. 이들이 적절한 논
공행상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이번 ICM은 그들의 추억
속에 큰 긍지로 남아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의 수학이 질적 양적
으로 세계 일류가 되어 국리민복에 더욱 기여하게 되기
를 바란다.

대한수학회 창립 60주년에 즈음하여
명효철 (고등과학원)

1946년 10월 당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교육 및 연구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던 것으로 기억

오래 전에 작고하신 최윤식 선생님을 초대 회장으

하고 있다. 아마 필자는 제 2 또는 3세대에 속하는

로 모시고 40여명의 회원과 함께 조선수물학회로

것으로 생각된다.

탄생한 지금의 대한수학회는 올해 10월로 2,460여

그 후 1970년대 말까지 약 20년 동안 제 1세대

명의 회원과 더불어 6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다.

를 이어 한국수학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괄목할만한

1948년에 조선수물학회는 한국수물학회로 명칭을

변환점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간을 끝으

바꾸고, 6.25동란 중 1952년 3월 11일 부산 서대

로 한국수학은 과도기로 접어들고 있었으며, 필자는

신동 서울대 공대의 천막 가교사에서 열린 제 1회

서울대 AID 프로그램의 방문교수로서 1979-80년

정기총회에서 지금의 대한수학회로 갱신 발족하였다.

1년 동안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원생들에게 강의할

우리나라 수학이 8.15 광복 직후 시작한 것으로

기회를 가졌었다. 그 당시 혼란한 국정으로 인하여

본다면, 그때 한국수학은 일본에 적어도 30년 뒤져

많은 결강이 있었지만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열정

있었다. 결국 지난 60년이 한국 근대수학역사의 전

과 의욕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이들을 통해 향후

부가 되는 셈이다. 얼마 전 캐나다 밴쿠버에서 작고

10여년 동안 한국 수학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하신 이임학 선생님이 캐나다에 유학전 1949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이 제 5세대로

Bulletin

a

해외 유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여 현

problem of Max A. Zorn" 은 한국수학자가 미국

재까지 한국 수학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

수학회지에 실은 최초의 논문이었으며, 그 당시 한국

며, 이어지는 제 6-7세대의 수학자들을 이끌고 있

수학계의 엄청난 경사로 기록되어있다. 그 후 1955

다고 생각된다.

AMS에

게재한

2쪽의

논문

"On

년 이선생님은 밴쿠버 UBC에서의 박사학위와 더불

항상 그렇듯이 새 해가 닥쳐오면 다사다난 했던

어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연구를 계속하셨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된다. 사실 2005년도 예외

다. 이선생님의 상세한 연구업적에 관해서는 "대한

가 아니며 특히 과학계는 세인의 이목을 가장 많이

수학회소식" 2005년 3월호에 실린 김도한, 이정림,

끈 해로 기억될 것이다. 황우석 교수의 사건은 우리

장범식 교수님들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여 모르는 사람

여기에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 무렵에 즈음

이 없을 뿐 아니라 세계 과학계에도 이미 널리 알려

하여 이임학, 최윤식, 임덕상, 윤갑병, 권경환, 최병성,

진 사실이다. 물론 세계 과학계에서 논문 조작은 이

하광철, 장범식 등의 교수님들이 초기의 한국수학계

외에도 여러 건이 있었다. 예를 들면, 지난 8년 동

를 이끈 제 1세대 수학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안 사이언스에 개제된 논문 중 크고 작은 논문 조

1956년 필자가 서울대학교 문리대 수학과에 입학했

작만 해도 약 40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

을 때 이 교수님들로부터 강의를 들었으며, 그 당시

라도 왜 황우석 교수의 사건이 특별한 것인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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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정부 부처와 국회, 언론, 기업체 등이 한

부터 교수진의 연구실적 및 대학원 프로그램 등에

과학자의 업적에 대해 평가와 비판 없이 맹목적으

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 보도화 되기도 하였

로 지원한 유일한 사례로 생각된다. 필자는 한국사

다. 이 또한 국내 수학발전에 좋은 전망을 제시해

회의 잘못된 연구문화, 정서, 환경이 초래한 너무나

주고 있다.

비싼 대가를 치른 경험이었다고 본다.

지난 30년 동안에 한국 수학계를 돌이켜보면 많

수학도 이러한 연구풍토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

은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다. 기초과학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수학은 정부에서

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것은 또한 제 5, 6,

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지 안았음에도

7세대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무

불구하고, 2005년 한 해를 통하여 수학계를 위해

엇보다도 이제는 한국 수학이 국제적 수준으로 가

매우 괄목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이들은 앞으

능한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는 연구의 양보다 질적

로의 한국수학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수준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이다. 예를 들어, 2002

진다.

년 자료에 의하면 1년간 전 세계에서 수학 관련 연

2004년 6월에 여성수리과학회가 100여명의 회원

구논문의 수가 4만 편이 넘는다고 한다. 반면에 우

과 더불어 창립되었으며, 성대한 창립국제학술회가

수학술지인 Acta Mathematica에 개제된 총 논문

고등과학원에서 개최되었다. 여러 저명한 국외 여성

수는 10편이고 Annals of Mathematics에 개제된

수학자들이 참석하여 강연 및 패널 토론을 활발히

수는 약 30편이라고 한다. 이 두 학술지 외에도 여

진행하여 향후 여성수리과학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러 우수학술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수준 높은

마련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여성 수학

연구논문의 수가 전체수에 비해 얼마나 적은가를

자들이 국내외적으로 네트워킹함으로써 국내 수학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수준의 연구만이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5년에 포항공대 최영주 교수는 이학부분

1996년 10월 대한수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에서 한국 최우수 여성과학자로 선정되었고, 현재

가 제 1세대의 여러 수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

고등과학원에 연구연가로 와있는 아주대 고계원 교

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고등과학원이 같은 해

수는 가장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의 한

10월에 개원한 것은 참으로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며, 이화여대의 이혜숙 교수는

있다. 1996년은 유난히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였으

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제 2대 회장으로 추대

며, 이것은 곧 이듬해 IMF체제로 이어졌다. 따라서

되었다. 이것은 한국과학계에서 여성수학자뿐만 아

고등과학원의 첫 시작은 한국 경제의 위기 속에서

니라 수학계 전체에 위상을 높인 사례로 볼 수 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였고 어느덧 올 해로

다.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대한수학회의 창립 60주년

무엇보다도 2005년은 한국수학계의 국제적 지평

과 함께 뜻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겠다.

을 확대한 한 해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김정한 박

고등과학원은 설립 후 지난 6년 동안 매년 정부

사, 고등과학원 오용근, 황준묵 박사 3명이 동시에

의 기관평가를 받아왔으나, 작년부터 수학부는 첫

2006 ICM Madrid에 초청연사로 선정된 것은 한국

국제평가를 준비하여 금년 1월 초에 4일간 바쁜 일

수학 역사에 처음으로 있는 영광스런 일이라 하지

정으로 평가를 끝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평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모두 제 6세대로서 한국 수학

가자는 프랑스 IHES의 원장 부귀뇽(Jean- Pierre

의 미래에 밝은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있다.

Bourguignon), 미국 클래이수학연구소의 원장 칼슨

2005년 많은 고심 끝에 설립된 국가수리과학연구

(James Carlson), 캐나다 반프국제연구소의 전 소

소도 국내 다른 대학과 연구소들 간에 선의의 경쟁

장 무디(Robert Moody), 일본 RIMS 전 소장 사이

기관으로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 수학

토(Kyoji Saito) 4명의 국제 저명수학자로 구성되었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다. 이 평가위원들은 원장, 수학부 교수 및 연구원,

2005년 서울대 수리과학부도 미국 MSRI의 소장

지원실의 직원들과 면담 및 질의응답을 하였으며,

인 아이젠버드(David Eisenbud), 부소장인 로씨

특히, 수학부 연구원들과 약 2시간 동안 간담회를

(Hugo Rossi) 교수를 포함한 국제 저명 수학자들로

가진 후 연구원들에 대한 매우 인상적인 의견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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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표를 하였고, 동경대학에서도 같은 수의 연구원들과

고등과학원 수학부는 엄격한 기준 하에서 연구원

교수가 발표를 하였다. 학술회가 끝난 후 일본의 저

을 선발해 왔는데, 하나 놀라운 사실은 현재 28명

명한 수학자 오다(Oda)교수는 마치 고등과학원이

의 연구원 중 19명이 국내학위 소지자이며, 6명이

동경대를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강한 인상을 받았

외국학위 소지자이고, 나머지 3명은 순수외국인이라

다고 말하면서 이젠 한국 수학 발전에 대해 위협적

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고등과학원의 설립 당시에

인 느낌을 피력하였다. 사실 수학부 평가위원 사이

는 대부분이 외국학위 소지자였으나, 이제는 국내학

토 교수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특히 연구원들

위 소지자가 압도적이며 특이할 점은 이들이 모두

의 우수한 연구실적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

한국 수학계의 개개인들이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위 제 7세대로 최근에 와서 한국 수학이 빠른 속도

이미 국제 수준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

로 국제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세대

가? 국제 수학계는 이제 한국수학을 동등한 수준에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 선의의 경쟁상대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작년 1월에 고등과학원 수학부가 동경대 수리과

즉, 한국 수학계는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니며

학부와 공동연구 활동을 위한 상호국제협정을 체결

세계 수학계의 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 후 11월 처음으로 동경대에서 두 기관 사이에

모쪼록 대한수학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

아리스메틱과 대수기하를 주제로 2일간 공동 컨퍼

일어나고 있는 발전에 부흥하고 나아가 수학계 개

런스를 개최하였다. 고등과학원에서는 연구원 8명,

개인의 역량을 집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교수 3명이 참석하여 연구원 2명과 교수 1명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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