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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 d’Analyse by Cauchy, Sturm and Jordan
19세기 에콜 폴리테크닉의 해석학 교재 : Cauchy, Sturm, Jordan의

Cours d’Analyse

Kim Kyung-Hwa 김경화

We study the topics of the lectures in Analysis in 19th century at Ecole Polytech-
nique of France through the lists of the contents of the Cours d’Analyse by Cauchy,
Sturm and Jordan, respectively and also we show how they stated the definitions
of functions, continuity and limits in their Cours d’Analyse. Through this, we see
that in 19th century, in France, analysis included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differential equations, variations and applications of these to differential geometry,
and it was far from today’s mathema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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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의 해석학에서와 같은 엄밀한 정의와 증명은 19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 그 직

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코시를 포함한 거의 대다수의 프랑스 수학자들이 grandes écoles

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이론들을 정리해야 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기본원리들, 예를 들어 해석학에서 함수, 연속, 도함수 등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들로부터

연역적으로 정리들을 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에 학생들을 위해 쓰여진 많은 교재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1]1)

1821년에 Cauchy의 Cours d’analyse de l’École Royale Polytechnique가 나온 이래로

Cours d’analyse de l’école polytechnique이란 이름으로 Duhamel(1847년), Sturm(1857

년), Charles Hermite와 Paul Mansion(1873년), Camille Jordan(1882년), Joseph Ber-

trand(1895년), Georges Humbert(1897년)의 책이 19세기에 출판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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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cole Polytechnique의 해석학 교재 외에도, 19세기에 프랑스에서 나온 해석학교재로,

Vieille의 l’École Normale 교재 (1851년), Philippe Gilbert의 l’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교재 (1872년), Catalan의 l’Université de Liѐge교재 (1878년), Demartres의

Faculté des Science de Lille 교재 (1892년), Appell의 l’École Centrale des Arts et Man-

ufactures 교재 (1898년)를 찾을 수가 있다.2)

우리는 이 논문에서 19세기 파리 École Polytechnique의 해석학 교재 중 1815년부터

1830년까지 répétiteur와 professeur로 해석학을 가르친 코시, 1840년부터 1855년까지

professeur 였던 Sturm, 1873년부터 examinateur와 professeur 였던 Jordan의 Cours

d’analyse de l’École Polytechnique의 목차를 통해 당시에 가르친 해석학 강의의 내용을

살펴 보고, 아울러 함수개념과 극한을 각 교재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도록 한다.

2 코시의 해석학 교재

코시 자신이 쓴 해석학 교재는 1821년에 나온 Cours d’analyse de l’École Royale Poly-

technique; 1re Partie, Analyse algébrique, 1823년에 나온 Résumé des leçons données

à l’école polytechinique sur le calcul infinitésimal, 1826년과 1828년에 나온 Leçons sur

les applications du calcul infinitésimal à la géométrie와 1829년에 나온 Leçons sur le

calcul différentiel을 찾을 수 있다.

책의 제목 Cours d’analyse de l’École Royale Polytechnique; 1re Partie, Analyse al-

gébrique에서 보듯이 코시는 이어서 두 번째 교재를 쓰려고 하였으나, 학교의 방침에 의해

엄밀함을 축소한 새 교재 Résumé des leçons données à l’école polytechinique sur le

calcul infinitésimal, 1권을 1823년에 출판하였다. 이 책의 서문에 의하면 2권도 나오게 하

려했으나, 2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Leçons sur les applications du calcul infinitésimal à

la géométrie는 서문에서 Résumé 의 후속으로 세 권으로 나누어 출판하려고 했음을 밝히며

1826년에 미분학의 응용에 대한 1권이, 1828년에 적분학의 응용에 대한 2권이 출판되었으나

3권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서문에서 Résumé가 다 소진되어 그것을 대신할 책을 미분학에

대한 것과 적분학에 대한 것을 분리하여 두 권으로 만들기로 하였다고 밝히며, 1829년에 미

분학에 대한 Leçons sur le calcul différentiel을 출판하였으나 적분학에 대한 책은 보이지

않는다.3)

Cours d’analyse의 서문에서 코시는 라플라스와 푸아송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École

Royale Polytechnique의 해석학 교재를 쓰도록 권유하여서 학생들이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재를 쓰기로 하였다고 Cours d’analyse를 출판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또한 대수적

2) http://archive.org
3) Œuvres complѐtes, series 1과 series 2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존재함을 알 수 없었음.

http://arch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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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성으로부터 유도된 추론에 의지할 필요가 없도록 기하학에서 요구되는 모든 엄밀함을

추구하였다고 책을 쓴 방법을 밝혔다.

그러나 다른 책들에서는 증명을 엄밀하게 하는 대신에 방법의 간결함을 추구하였다고 서문

에서 밝혔다.

여기서 우리는 Cours d’analyse와 Résumé의 목차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고 함수와 극한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Cours d’analyse (1821)

먼저 Cours d’analyse de l’École Royale Polytechnique의 내용을 목차를 통해 알아본다.

예비사항 (Preliminaries)

대수학이나 삼각법에서 우리가 다루는 여러 종류의 실 양과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표기법에 대한 복습. 여러 양들의 평균.

1부. 대수적 해석학

1장. 실함수

§1. 함수에 대한 일반적 고려 §2. 단순함수 §3. 복합함수

2장. 무한소 또는 무한대의 양과 함수의 연속. 여러 특수한 경우에 함수의 특이값

§1. 무한소량과 무한대양 §2. 함수의 연속에 대하여 §3. 여러 특수한 경우에 함수의 특이값

3장. 우함수와 기함수. 임의의 개수의 미지수를 가진 일차방정식의 풀이를 위한 이 함수들의 사용법.

동차함수

§1. 우함수 §2. 기함수 §3. 동차함수

4장. 몇몇의 특정한 값들을 알 때 정수함수 결정하기. 응용

§1. 몇몇의 특정한 값들을 아는 일변수 정수함수에 대한 연구 §2. 몇몇의 특정한 값들을 안다고

가정할 때, 다변수 정수함수 결정하기 §3. 응용

5장.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연속 일변수함수 결정하기.

§1. 변량들에 대한 비슷한 두 개의 함수가 서로 더해지거나 곱해지면, 합 또는 곱이 이 변수들의

합 또는 곱에 대한 비슷한 함수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연속함수에 대한 연구 §2. 변량들에 대한

비슷한 두 함수를 곱하고, 그 곱을 두 배하면, 그 결과가 이 변수들의 합과 차에 대한 비슷한 함수

들을 더해서 얻게 되는 함수와 같게 되도록 만들어지는 연속함수에 대한 연구

6장. 수렴 (실)급수와 발산 (실)급수. 급수의 수렴에 대한 규칙. 여러 수렴급수들의 합

§1. 급수에 대한 일반적 고려 §2. 모든 항들이 양수인 급수 §3. 양항과 음항을 포함하는 급수

§4. 일변수의 증가하는 정수멱에 따라 정렬된 급수

7장. 허수식과 그의 모듈

§1. 허수식에 대한 일반적 고려 §2. 허수식의 모듈과 축약된 식에 대하여 §3. 두 양 +i, −i

에 대한 실 또는 복소근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분수 멱에 대하여 §4. 복소식의 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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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들의 분수멱과 무리멱에 대하여 §5. 앞에서 확립된 원리의 응용

8장. 복소변수와 복소함수

§1. 복소변수와 복소함수에 대한 일반적 고려 §2. 무한소 복소식에 대하여, 그리고 복소함수의

연속성에 대하여 §3. 복소 우함수, 기함수, 동차함수에 대하여 §4. 일변수 또는 다변수의 복소

정수함수에 대하여 §5.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일변수의 연속 복소함수 구하기

9장. 수렴 복소급수와 발산 복소급수. 수렴하는 복소급수의 합. 급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복소함

수를 나타내기 위해 채택된 표기법.

§1. 복소급수에 대한 일반적 고려 §2. 일변수의 증가하는 정수 멱에 따라 정렬된 복소급수에

대하여. §3. 급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복소함수를 나타내기 위해 채택된 표기법.

10장. 첫 항이 일변수의 유리정수함수인 대수방정식의 실근 또는 허근. 이런 종류의 방정식의 대수적

또는 삼각함수에 의한 풀이

§1. 첫 항이 변수의 유리 정수함수인 모든 방정식을 이 변수의 실 또는 복소 값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 다항식을 일차와 이차의 인수로 분해하기. 이차의 실 인수에 대한 기하학적 표현. §2.

이항방정식과 어떤 삼항 방정식에 대한 대수적 또는 삼각함수적 풀이. 무아브르 (Moivre) 의

정리와 코떼 (Cotes)의 정리 §3. 3차와 4차 방정식에 대한 대수적 또는 삼각함수적 풀이.

11장. 유리분수의 분해

§1. 유리분수를 같은 종류의 두 분수로 분해하기 §2. 분모가 여러 다른 인자의 곱인 유리분수를

각 분모가 이들과 같은 선형인자이고 분자가 상수인 간단한 분수로 분해하기. §3. 주어진

유리분수를 각 분모가 일차의 분모를 가진 선형인자 또는 이 인자의 멱이고 상수 분자를 가진 더

간단한 분수로 분해하기

12장. 재귀급수

§1. 재귀급수에 대한 일반적 고려 §2. 유리분수를 재귀급수로 전개하기 §3. 재귀급수의 합과

그들의 일반항을 구하기.

대수적 해석학에 대한 notes

1. 양과 음의 양에 대한 이론

2. 기호 > 또는 < 의 사용에서 나오는 공식. 그리고 여러 양들의 평균

3. 방정식의 수치적 풀이

4. 교대함수 (y − x)(z − x)(z − y) · · · (ν − x)(ν − y)(ν − z) · · · (ν − u)의 전개

5. 라그랑주의 보간법

6. 도형 수

7. 이중 급수

8. 호의 배수의 사인 또는 코사인을 항들이 같은 호의 사인 또는 코사인의 증가하는 멱을 인수로

갖는 다항식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되는 공식

9. 무한히 많은 인수의 곱

이제 예비사항에서 변량 (변수), 상수, 극한을 정의한 것을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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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여러 값들을 연속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양을 변량 (변수)라고 부른다.

그러한 양은 보통 알파벳의 뒤에 있는 것들 중에서 취한 문자로 나타낸다. 반대로, 고정

되고 결정된 한 값을 취하는 모든 양을 상수라고 부르고 보통 알파벳의 앞에 오는 것 중의

하나로 나타낸다. 한 변수에 연속적으로 부여된 값들이, 원하는 만큼 작게 차이가 나게

끝나도록, 고정된 한 값에 한없이 (indefinitely) 접근할 때, 이 값을 모든 다른 것들의 극한

이라고 부른다.

이 정의에 이어 분수들의 극한으로 무리수와 내접 정다각형들의 넓이의 극한으로 원의

넓이를 예로 들었다. 그리고 이어서 무한소와 무한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한 변수의 연속적인 수 값4)이 주어진 어떠한 수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한없이 감

소할 때, 이 변수는무한소 (infinitesimal) 또는무한히작은양 (infinitely small quantity)이라고

부르는 것이 된다. 이 종류의 변수는 극한으로 0을 갖는다.

한 변수의 연속적인 수 값이, 주어진 어떠한 수보다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점점 더 증가

할 때, 양의 변수가 관련되면, 이 변수는 극한으로 양의 무한 (positive infinity)을 갖는다고

말하고 기호 ∞로 나타내며, 음의 변수가 관련되면음의무한 (negative infinity)을 갖는다고

하고 −∞로 나타낸다. 양의 무한과 음의 무한은 함께 무한의 양 (infinite quantity) 이란

이름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여러 함수에 대한 표기법을 설명한 후에, 변수가 고정된 극한으로 수렴할 때 이

극한을 변수 앞에 lim를 붙여 나타낸다고 하고, 변수 x가 0으로 수렴한다고 하고, A가 양의

상수일 때 lim(Ax)와 lim(sinx)가 각각

lim(Ax) = 1 과 lim(sinx) = 0

에 의해 결정되는 유일한 값이라고 하였다.

이제 1장에서 실함수를 어떻게 기술하였나 살펴본다.
1절에서 독립변수와 함수, 양함수와 음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변하는 양들이 그들 중 하나의 값이 주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의 값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양들이 독립변수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그들 중 하나로

표현된 것으로 보통 생각한다. 그리고 이 독립변수로 표현된 다른 양들은 우리가 이 변수의

함수라고 부르는 것이다.

변하는 양들이 그들 중 몇 개의 값이 주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의 값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양들이 독립변수들 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그들 중 몇

개로 표현된 것으로 보통 생각한다. 그리고 이 독립변수들로 표현된 나머지 양들은 우리가

이 변수들의 함수라고 부르는 것이다.

계산이나 삼각법을 만들어내는 여러 식들은 독립변수로 간주되는 변수들을 포함할 때, 이

변수들의 함수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L(x), sin(x), · · ·

4) 여기서 수 값 (numerical value)이란 절대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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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수 x의 함수이고

x+ y, xy, xyz, · · ·

은 x와 y 또는 x, y와 z의 함수이다.

일변수 또는 다변수 함수가 앞의 예에서처럼 이 변수들로 직접적으로 표현될 때 그것들을

양함수 (explicit function)라고 부른다. 그러나 함수와 변수 사이에 이 변수들이 만족시켜야

하는 방정식만 주어질 때, 이 방정식이 대수적으로 풀어지지 않은 한, 변수들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함수들을 음함수 (implicit function)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y가 방정식

L(y) = x

에 의해 결정되는 x에 관한 음함수일 때, A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로그의 밑수라고 하면,

주어진 방정식을 풀어서 양함수가 된 같은 함수는

y = Ax

가 될 것이다.

x하나만의 또는 x, y, z, · · · 여러 변수의 양함수를 이 함수들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고

나타내고자 할 때

f(x), F (x), φ(x), χ(x), ψ(x), ω(x), · · ·

f(x, y, z, · · · ), F (x, y, z, · · · ), ψ(x, y, z, · · · ), · · ·

의 표기법을 사용한다.

위에서 L(y)는 log(y)의 코시 표기법이다.

그리고 코시는 이어서 다가함수를 언급하고 arcsin((x))와 같은 다가함수의 표기법을 보

였다.

2절에서는 A가 양수이고, a는 양 또는 음의 상수일 때

a+ x, a− x, ax,
a

x
, Ax, log(x), sinx, cosx, arcsinx, arccosx

와 같은 변수 x에 한 번의 대수적 연산을 하는 함수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단

순함수(simple function)라고 하였다. 삼각함수 중에서 tanx, secx, arctanx, arcsecx등은

복합함수(fonction composé(compound function))라고 하였다.

3절에서 한 변수로부터 여러 연산에 의해 얻어진 함수를 복합함수라고 하고, 이 함수들

중에서 현재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부르는 것은함수의함수(function of function)라고 구별하여

불렀다. 예를 들어

xx, x
√
x,

logx

x
, · · ·

는 변수 x의 복합함수이고

log(sinx), log(cosx), · · ·

은 함수의 함수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복합함수를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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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함수는 함수를 만든 연산에 의해 구별된다. 대수적 연산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함

수들을 대수함수(algebraic function)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 이름을 특히 주된

대수적 연산, 즉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 그리고 고정된 지수 올리기만을 사용해

서 만들어진 것에 붙였다. 그리고 변수지수 또는 로그를 포함하는 함수는 지수함수 또는

로그함수란 이름을 갖는다.

대수함수는 유리함수(rational function)와 무리함수(irrational function)로 나누어진다. 유리

함수는 변수에 정수 지수만 올려진 것들이다. 변수에 정수 지수만 올려진 모든 다항식,

예를 들면,
a+ bx+ cx2 + · · ·

을 특히 정수함수(integer function)이라고 부르고, 두 개의 이러한 다항식들의 몫을 분수함

수(fractional function) 또는 유리 분수(rational fraction)라고 부른다. x의 정수함수의 차수

(degree)는 이 함수에서 x의 지수 중 가장 높은 지수이다. 1차 정수함수, 즉

a+ bx

는 기하학에 적용할 때 직선의 세로좌표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또한 선형함

수(linear function)라고 불린다. 모든 정수함수 또는 분수함수는 유리함수이고 다른 종류의

대수함수는 무리함수이다.

삼각법의 연산을 하게 하는 함수는 삼각함수(trigonometric function) 또는 원함수 (circular

function)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다변수함수에 대해서도 각 변수가 일변수 복합함수에 붙여진 이름에 부여되는 성질을

가질 때 같은 이름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변수 x, y, z, · · · 에 대해 정수지수만 포함하는

모든 다항식은 이 변수들의 정수함수가 될 것이다. 변수의 지수의 합이 가장 큰 항에 있는

변수의 지수의 합을 이 정수함수의 차수라고 부른다.

a+ bx+ dy + dz + · · ·

과 같은 1차함수는 선형함수란 이름을 갖는다.

위에서 보듯이 여러 함수에 대한 정의를 상세히 밝혔으나, 다항식에 대한 정의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정수는 양의 정수만을 뜻한 듯하다.
2장에서는 무한소와 무한대, 함수의 연속성, 그리고 여러 특수한 경우에 함수의 특이값을

보였는데, 우리는 무한소와 무한대, 함수의 연속성을 어떻게 다루었나를 보도록 한다.

변량의 수 값이 극한 0으로 수렴하는 방법으로 한없이 (indefinitely) 감소하면, 이 변량이

무한히 작아진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적인 감소 (constant decrease)와 한없는

감소 (indefinite decrease)를 혼동하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좋다. 주어진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의 면적은 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감소하지만, 극한으로 원의

넓이를 갖기 때문에 한없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잇따른 값으로 수열

2

1
,
3

2
,
4

3
,
5

4
,
6

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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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항들만을 취하는 한 변수는, 무한대까지 연장했을 때,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이지만

수열의 잇따른 값이 극한 1을 향해 수렴하기 때문에 한없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잇따른 값으로 수열
1

4
,
1

3
,
1

6
,
1

5
,
1

8
,
1

7
, · · ·

의 다른 항들만을 갖는 한 변수는, 연이은 두 항의 차가 교대로 양과 음이기 때문에, 무한

대까지 연장했을 때, 계속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어떠한 주어진 수보다도

작아지기 때문에 한없이 감소한다.

변량의 수 값이 극한 ∞로 수렴하는 방법으로 한없이 증가할 때, 그 변량이 무한히 커진

다(infinitely large)고 한다. 여기서 또한 한없이 증가하는 (indefinitely increase) 변수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constantly increase) 변수를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어진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의 넓이는 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한없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정수들의 자연스러운 수열

1, 2, 3, 4, 5, · · ·

의 항들은 계속적으로 그리고 한없이 증가한다.

2장의 2절에서 함수의 연속에 대해 다루었는데, 무한소를 다루는 목적 중의 하나가 함수의

연속에 대한 개념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일변수함수의 연속을 정의하였다.

f(x)를 변수 x의 함수라 하고, 주어진 두 한계 사이에 있는 각 x의 값에 대해, 이 함수가

유일하고 유한한 값을 계속 갖는다고 가정하자. 만일, 이 한계 사이에 포함된 x의 값으로

시작하여, 변수 x에 무한히 작은 증분 α를 주면, 함수 자신은 증분으로, 동시에 새로운

변수 α와 x의 값에 의존하는, 차

f(x+ α)− f(x)

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함수 f(x)는 변수 x에 주어진 두 한계 사이에서, 이 한계 사이의

중간에 있는 각 x의 값에 대해, 차

f(x+ α)− f(x)

의 수 값이 α의 수 값과 함께 한없이 감소한다면, 이 변수의 연속함수가 될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주어진 두 한계 사이에서 변수 x의 무한히 작은 증분이 항상 함수 자신의 무한히

작은 증분을 만들어 내면, 함수 f(x)는 주어진 한계 사이에서 x에 대해 연속이다.

변수 x에 주어진 특정한 값에 대해, 매우 가깝더라도, 그 값을 포함하는 x의 두 한계

사이에서 함수가 연속이면, 함수는 그 값의 근방에서 연속이라고 또한 말한다.

마지막으로 함수 f(x)가 변수 x의 한 특정한 값의 근방에서 연속이 아니면, 우리는 함수가

불연속이라고 하고, 이 특정한 값에 대해 solution of continuity5)가 있다고 한다.

5) 연속성이 사라졌다 (dissolve 또는 disappear) 는 의미로 쓰임. [2]



Kim Kyung-Hwa 111

이와 같이 정의하고 sinx가 임의의 두 한계사이에서 연속임을 설명하고, 단순함수들

a+ x, a− x, ax,
a

x
, Ax, Lx, sinx, cosx, arcsinx, arccosx

이 각각 변수 x의 두 유한한 한계 사이에서 항상 실수이고 그 구간에서 무한이 되지 않을 때 이

두 한계 사이에서 연속이 된다고 말하며, 변수 x의 유한한 값이 어떤 한계 사이에 놓일 때 그

값의 근방에서 연속이 되는지를 말하였다.

2.2 Résumé des leçons données à l’école Royale polytechinique sur le

calcul infinitésimal(1823)

서문에서 코시는 이 책이 그가 l’école Royale polytechinique에서 calcul infinitésimal에

대해 가르친 것의 대략본으로, l’école Royale polytechinique 교육위원회의 요구로 만들었

다고 하였다. 2년 동안 가르친 것을 두 권으로 만들 것이며, 기술하는 방법은 Cours d’analyse

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엄밀함을 무한소량을 직접 다루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단순함으로 누그

러뜨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같은 종류의 다른 책들과 내용전개 방법이 다름을 밝혔다.

목차는 아래와 같다.

미분학

제1강 변수, 변수의 극한, 무한소량

제2강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 연속함수의 기하학적 표현

제3강 일변수함수의 도함수

제4강 일변수함수의 미분

제5강 여러 함수의 합의 미분은 그들의 미분의 합이다. 이 원리의 결과들. 복소함수의 미분

제6강 여러 문제의 풀이에 미분과 도함수의 사용법. 일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0
0
형태로 나타내

지는 분수의 값

제7강 부정형 ∞
∞ , ∞0형태로 나타내지는 여러 식들의 값. 유한차의 비와 도함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제8강 다변수함수의 미분. 편도함수와 편미분

제9강 복합함수의 미분에서 편도함수의 사용법. 음함수의 미분

제10강 동차함수에 대한 정리. 다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제11강 최대, 최소값에 대한 연구에서 부정형 인수의 사용법

제12강 일변수함수에 대한 여러 계수의 미분과 도함수

제13강 다변수함수에 대한 여러 계수의 미분

제14강 여러 독립변수의 함수에 대한 전미분의 연구를 단순하게 하기 위한 방법. 이 미분에 대한 기호

값 (symbolic value)

제15강 일변수함수와 그의 도함수 또는 여러 계수의 미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최대, 최소값에 대한

연구에서 이 미분의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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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다변수함수의 최대, 최소값에 대한 연구에서 여러 계수의 미분 사용법

제17강 독립변수의 미분에 주어진 값이 바뀔 때, 전미분이 부호를 바꾸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건들

제18강 각 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들의 선형함수인 다변수함수의 미분

제19강 정수함수의 전개에서 여러 계수의 도함수와 미분의 사용법

제20강 유리분수의 분해

적분학

제21강 정적분

제22강 정적분의 정확한 값 또는 근사값을 구하는 공식

제23강 정적분을 여러 다른 것들로 분해하기. 복소 정적분. 실 정적분의 기하학적 표현. 기호
∫

하의

함수를 항상 같은 부호를 유지하는 두 개의 인수로 분해하기.

제24강 값이 무한이거나 정해지지 않는 정적분. 특이 적분의 주요값.

제25강 특이 정적분

제26강 부정 적분

제27강 부정적분의 여러 성질들. 이 적분들의 값을 구하는 방법들

제28강 대수함수를 포함하는 부정적분에 대하여

제29강 이항 미분의 적분과 유도에 대하여, 그리고 같은 종류의 어떤 다른 미분공식들에 대하여.

제30강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포함하는 부정적분에 대하여.

제31강 기호
∫

하의 함수가 변수의 사인 과 코사인의 어떤 멱과 같은 두 인수의 곱인 부정적분을 결정하는

것과 축소하는 것에 대하여

제32강 부정적분을 정적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제33강 기호
∫

하의 미분과 적분. 여러 독립변수를 포함하는 미분공식의 적분.

제34강 어떤 이중적분의 경우에 생기는 간단한 두 종류의 적분을 비교하기

제35강 기호
∫

하의 함수에, 또 적분한계에 포함된 변수에 대해 정적분을 미분하기. 일변수함수에 대한

여러 계수의 적분.

제36강 x또는 x+ h에 대한 임의의 함수를 정적분을 붙여서 x 또는 h의 정수함수로의 변환

제37강 테일러 정리와 매크로린 정리. 다변수함수로 이 정리들을 확장하기

제38강 급수의 수렴법칙. 이 법칙을 매크로린 급수에 적용하기

제39강 복소지수함수와 복소로그함수.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정적분이나 부정적분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법

제40강 급수에 의한 적분

추가 내용

테일러 공식과 매크로린 공식에 대하여

이 책에서는 목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미분적분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강의의 내용을 옮겼기 때문에 Cours d’analyse에서 예비사항에 넣었던 내용을 제1

강 (Leçon 1)에서 볼 수 있다. 변수, 상수, 극한의 정의는 무리수 대신에 쌍곡선의 점근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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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예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Cours d’analyse의 예비사항에서와 완전히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변수가 극한으로 수렴할 때 이 변수 앞에 lim를 붙여 나타낸다고 하고, α가 0

으로 수렴할 때 sinα
α 와 (1+α)

1
α 의 극한을 다루었다. 둘 다 오늘날 조임정리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sinα
α 가 극한 1을 갖고, lim(1 + α)

1
α = e임을 보였다. 이어서 무한소와

무한대를, 앞에 우리가 보인, Cours d’analyse의 예비사항에서와 동일하게 기술하였다.

제 2강에서 독립변수, 함수, 양함수, 음함수를, 앞에서 우리가 보인, Cours d’analyse의

1장 1절에서와 동일하게 정의하였다. 이어서 증분을 나타내는 기호 ∆를 소개하고, 함수

y = f(x)에 대해, x의 증분 ∆x에 대응되는 y의 증분 ∆y는 ∆y = f(x + ∆x) − f(x)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x에 무한히 작은 값 i를 주면 ∆y의 값은, 함수

Ax, sinx, cosx

를 예를 들어

Ax+i −Ax = (Ai − 1)Ax

sin(x+ i)− sinx = 2 sin i

2
cos

(
x+

i

2

)
cos(x+ i)− cosx = −2 sin i

2
sin

(
x+

i

2

)
이므로 모두 i와 함께 극한 0으로 한없이 수렴하는 것을 말하였다. 그리고는 연속함수를, 우리

가 앞에 보인, Cours d’analyse의 2장 2절에 있는 정의에서 α대신 i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하였다.

3 Sturm의 Cours d’analyse (1863, 1864)

Sturm의 Cours d’analyse de l’école polytechnique은 Sturm의 강의를 그대로 옮긴

것에 해당하는데, 그의 강의를 들은 몇 학생들에 의해 우선 쓰여졌고, 그것을 바탕으로 Sturm

이 책으로 인쇄하려고 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그의 제자인 Pruhet의 도움을 받았으나

완성하지 못한 채로 죽게 되어서 그의 사후에 Pruhet가 완성하여 1857년에 첫판이 출판되었

다.6) 첫판이 나온 이래로 Pruhet에 의해 조금씩 다듬어지며 1920년대까지 14판이 나왔다.

Sturm은 Cauchy의 방법을 잘 따르며 강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1863년에 나온 제 2

판 1권의 제 1강 예비사항에서 변수, 상수, 독립변수, 함수, 극한, 무한소, 무한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였나 살펴보고, 1권과 1864년에 나온 2권의 목차를 보도록 한다.

1변수 및 다변수 함수의 개념

1. 연속적으로 다른 값을 갖는 양을 변수(variable)라고 부르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고정된 한 값을 갖는

양을 상수(constant)라고 부른다.

6) 제 2판에 있는 ‘첫 판에 대한 서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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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변수의 연속된 값들이 어떤 규칙을 따르면서 다른 변수에 의존할 때 앞의 변수를 뒤의 변수의

함수라고 한다. 둘 중 하나의 값을 변화시키는 것이 다른 것의 결정된 값에 대응될 때,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식으로 표현되지 않았어도, 함께 변하는 두 양은 하나가 다른

것의 함수라고 볼 수 있다.

3. 임의의 값을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부르고, 대응되는 값을 갖는 변수를 함수라고 부른다. 예로써,

원의 넓이, 구의 넓이는 반지름의 함수이고, 추의 진동시간은 추의 길이의 함수이다.

한 양은 여러 독립변수의 함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의

함수이다.

변수는 보통 알파벳의 뒤의 문자 x, y, z등으로 나타내고, 상수는 앞의 문자 a, b, c등으로 나타낸다.

한 변수 x의 서로 다른 함수를 나타낼 때 f(x), φ(x), F (x), · · · 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고, x에 한

특정한 값 a를 주면, f(x)의 x자리에 a를 집어 넣은 결과는 f(a)로 나타내진다.

여러 변수의 함수는 f(x, y, z), φ(x, y, z), F (x, y, z), · · · 의 기호로 나타내고 x, y, z자리에 a, b, c

를 넣었을 때, f(a, b, c), φ(a, b, c), F (a, b, c), · · · 으로 나타내진다.

4. 한 개만의 변수의 함수는 기하학적으로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 x를 방정식 y = f(x)에 의해 정의되는 평면곡선에 대응되는 가로좌표로, 함수

y를 세로좌표로 간주하면 된다. 보통 이 곡선은 연속이다. 즉, 아주 미미하게 변하는 x의 값에 대해

세로좌표 또한 아주 미미하게 변한다. y는 그러면 x에 대한 연속함수이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독립변수의 함수는 곡면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3개 이상의 독립변수의 함수는 기하학적 표현이

가능하지 않다.

5. 함수가 변수들에 정확히 나타내진 어떤 연산을 해서 그 값을 얻을 수 있도록, 의존하는 변수 또는

변수들로 즉각적으로 표현되면 함수는 양 (explicit) 함수라고 한다. 그러므로

y = x+
√
x2 − a2, y = ax

는 x에 대한 양함수이다.

풀어지지 않은 방정식 또는 해석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조건들에 의존하는 변수에 의해 연결된 함수

들은 음 (implicit)함수라고 부른다. 방정식

y2 − 2xy + 2x2 − a2 = 0

에 있는 y와 같은 것이 음함수이다. 함수의 값을 방정식으로부터 끌어내면 함수는 양함수가 되고,

y = x±
√
a2 − x2

를 갖게 된다.

극한법

6. 변수의 연속된 값이 고정되고 정해진 양으로 원하는 만큼 작게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무한히 접근하면,

이 고정된 양은 변수 값의 극한이라고 불린다. 몇 개의 예를 보자.

원의 표면은 내접 정다각형의 열이 변의 수가 점점 더 커질 때 그 넓이가 향해 가는 극한이다. 사실,

기하학적으로 원 안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의 넓이는 변의 수가 충분히 크다면 원의 넓이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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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작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내접 정다각형의 넓이가 그것의 변의 수와 함께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각과 그것의 사인을 생각하면, 항상 1보다 작은 비 sin x
x

는 각에 충분히 작은 값을 주면,

원하는 만큼 작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므로 x가 한없이 감소하면, sin x
x

의 극한은 1이다.

우리는 또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얘기하고, 사분원보다 작은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비 sin x
x

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통 증명하지 않는다.

7. 변수의 어떤 값에 대해 0
0
형태로 나타내지는 함수는 때때로 극한을 갖는다. 비 sin x

x
를 예로 갖는데,

그것은 x = 0에 대해 0
0
이 되고 극한 1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식

y = 2a− x3 − a3

x2 − a2

는 x = a에 대해 0
0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x에 a와 다르지만, 계속해서 접근하는 값을 주면, y의

값은 결정되고 식

2a− x2 + ax+ a2

x+ a

의 값과 같다. 이제, x가 점점 a에 접근할 때, 이 앞의 식은

2a− 3a

2
또는

a

2

와 점점 더 작게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y값의 극한은 a
2
이다.

8. 어떤 변량은 극한보다 항상 더 작거나 더 크면서 극한에 한없이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변량이

접근하는 극한보다 교대로 더 크게도 더 작게, 즉 여기저기 진동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비 sin x
x

는 x가 한없이 증가할 때 0으로 간다. 동시에 x가 반원둘레의 배수와 같을 때 마다

sin x
x

는 0이 되고 부호를 바꾼다.

위 기술에서 보면, Sturm이 Cauchy의 정의를 잘 따르며 기술하였지만, 예를 적절히 들며

개념을 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x가 0으로 수렴할 때 sinx
x 의 극한이 1이라는

것에 대한 기술에서 보듯이, 비록 Cauchy가 Cours d’analyse 이후에 엄밀함을 축소하였다고

하여도, 조임정리를 쓰며 증명을 보여주었으나, Sturm은 Cauchy 보다는 훨씬 더 직관에 의

존한 기술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념에 대한 설명은 강의내용을 Prouhet가 다듬었기

때문에 보다 더 분명하게 개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무한소와 무한대에 대한 정의는 무한소법이란 주제 하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무한소법

9. 한 변수가 주어진 어떠한 양보다 더 작아지는 방법으로 점점 더 작은 값을 취하면, 그것이 무한히

작아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원의 면적과 내접다각형의 면적 사이의 차는 변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무한히 작게 소진될 수 있다. 분수 x
x2−2x+3

은 x가 점점 더 큰 값을 취하면 무한히 작아진다.

무한히 작은 양은 따라서 실제로 부여될 수 있는 값을 갖는 결정된 양이 아니다. 그것은 반대로 극한

0을 갖는 근본적으로 변하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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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 변수가 주어진 어떠한 크기를 초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점점 더 큰 값을 취하면, 무한이 된다 또는

무한대가 된다고 하고, 기호 ∞또는 K
0

로 그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함수

y = a+
a2

x− a

는 x = a에서 무한이 된다.

a와 아주 작게 차이가 나지만 a보다 큰 x의 값에 대해, 대응되는 y의 값은 양이고, 반면에 a보다

작은 x의 값에 대해 y의 값은 음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무한은 양 또는 음이다.

1863년에 나온 제2판 1권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미분학

제 1강 – 예비사항

– 1변수 및 다변수 함수의 개념

– 극한법

– 무한소법

– 여러 계수의 무한소

제 2강 – 도함수와 미분에 대한 정리

– 미분학의 기원과 목표

– 도함수

– 도함수의 성질

– 미분

– 합성함수의 도함수

제 3강 – 미분 규칙

– 함수의 합의 미분

– 함수의 곱의 미분

– 함수의 몫의 미분

– 멱의 미분

– 허수식의 미분

– 합성함수에 대한 규칙

제 4강 – 급수의 개념

– 정의

– 수렴급수에 대한 정리

– 예에의 응용

– (1 + 1
m
)m의 극한

제 5강 – 초월함수의 미분법

– 로그함수의 미분

– 지수함수의 미분

– 삼각함수의 미분

– 역삼각함수의 미분

제 6강 – 음함수의 미분법– 독립변수의 교환

– 1개의 방정식으로 주어진 음함수

– 주어진 방정식과 미분하여 얻어진 방정식 사

이에서 상수 제거하기

– 임의의 수의 방정식에 의해 주어진 음함수

– 도함수와 연속적 미분

– 독립변수의 교환

제 7강 – 다변수함수의 미분

– 편미분과 전미분

– 전미분의 성질

– 합성함수와 음함수의 미분

– 다양한 계수의 도함수와 미분

– 미분법의 계수에 대한 정리

– 양함수와 음함수의 다양한 계수의 전미분

제 8강 – 미분학의 해석적 응용– 1변수함수의 급

수전개

– 테일러급수에 대한 증명

– 이 공식의 적용에 대한 말

– 나머지에 대한 다른 형태

– 매크로린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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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러급수에 대한 두 번째 증명

제 9강 – 매크로린급수의 응용

– 지수함수의 전개

– sinx와 cosx의 전개

– 임의의 지수에 대한 이항공식

– log(1 + x)의 전개

– 로그함수의 계산에 대한 공식

– 대수함수의 극한으로 간주된 로그함수

제 10강 – 무아브르 공식과 그 결과

– 허수식에 대한 일반론

– 무아브르 공식

– 한 각의 배수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을 그 각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의 멱으로 전개

– 사인과 코사인의 멱을 그 각의 배수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으로 전개

– 허수 지수에 대한 이론

– 허수 로그함수

제 11강 – 이항방정식의 풀이

– 방정식 xm = a의 풀이

– Cotes의 정리

– 방정식 xm = −a의 풀이

– 방정식 xm = a+ b
√
−1의 풀이

제 12강 – 부정형으로 나타내진 식

– 0
0
, ∞
∞ , 0×∞, 00, 1∞ 형태 중 하나로 나타내

진 식에 대한 여러 값형태 중 하나로 나타내진

식에 대한 여러 값

– 앞의 규칙의 확장

– 응용

제 13강 – 다변수함수의 전개

– 테일러정리의 다변수함수로의 확장

– 매크로린정리의 확장

– 동차함수의 성질

제 14강 – 1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값

– 1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값

– 응용

– 음함수의 최대, 최소값

제 15강 – 다변수함수의 최대, 최소값

– 다변수의 양함수 및 음함수의 최대, 최소값

제 16강 – 미분학의 기하학적 응용 – 탄젠트 이론

– 접선과 법선 방정식

– 접선, 법선, 등으로 불리는 선들의 길이

– 접선방정식의 차수 (degree)

– 접선에 대한 문제

– 곡선의 오목, 볼록

제 17강 – 평면곡선의 면적과 호에 대한 정리

– 평면곡선의 면적의 미분

– 평행사변형의 합의 극한으로 간주된 면적

– 응용

– 평면곡선의 호의길이 구하기

– 곡선의 호의 미분

– 현에 대한 호의 비의 극한

– 극한으로 간주된 곡선의 호에 대한 새로운 정

리

제 18강 – 극좌표에서 만들어진 평면곡선

– 접선 구하기

– 접선, 법선의 길이

– 부채꼴의 면적의 미분

– 곡선의 호의 미분

– 응용

– 양극좌표

제 19강 – 평면곡선의 접촉에 대한 이론

– 평면곡선의 다양한 계수의 접촉

– 이 접촉의 계수는 좌표축의 선택과 독립적이

다.

– 짝수 또는 홀수 계수의 접촉에 대한 다른 특성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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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곡선

– 접촉원

– 원추곡선에의 응용

제 20강 – 평면곡선의 전개와 포락선

– 평면곡선의 전개와 전개하기

– 전개의 일반적 성질

–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의 응용

– 움직이는 곡선의 포락선

제 21강 – 사이클로이드에 대한 특별 학습

– 곡선의 정의와 방정식

– 접선과 법선

– 접촉원의 반경

– 전개

– 사이클로이드 한 호의 길이

제 22강 – 평면곡선의 곡률

– 독립변수가 임의일 때 곡률반경의 식

– 극좌표에의 응용

– 평면곡선의 곡률에 대한 이론

– 곡률원과 접촉원의 일치

– 응용

제 23강 – 이중곡률의 곡선

– 접선의 방정식

– 접선과 좌표축의 각

– 법평면

– 곡선의 호의 미분

– 현에 대한 호의 비의 미분

제 24강 – 곡면과 이중곡률선

– 접평면의 방정식

– 법평면의 방정식

– 접평면의 방정식의 차수

– 접평면에 관련된 문제

– 접촉평면

– 접촉평면과 좌표평면의 각

– 주 법평면

제 25강 – 공간 선의 곡률– 헬릭스

– 공간 선의 곡률

– 접촉원

– 비틀림 및 제 2 곡률반경

– 헬릭스의 방정식

– 접선

– 곡률반경과 곡률원

– 곡률중심의 자취

– 접촉평면과 비틀림각

제 26강 – 평면곡선의 특이점

– 변곡점

– 중복점

– 역행점

– 고립점

– 중지점 (stop point)

– 돌출각 (angular point)

적분학

제 27강 – 함수의 적분에 대한 규칙

– 정의와 표기법

– 상수를 곱한 함수의 적분

– 몇 간단한 미분의 즉각적인 적분

– 합의 적분

– 부분적분

– 치환적분

제 28강 – 유리함수의 적분

– 단일 근의 경우

– 단일 복소근의 특수한 경우

– 중근의 경우

– 복소 중근의 특별한 경우

제 29강 – 무리함수의 적분

– 단항의 무리식만을 포함하는 함수

– 2차의 근을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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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항의 미분의 적분

– 적분가능의 경우

– 점화식

제 30강 – 초월함수의 적분

– 대수함수가 되는 함수

– ZnP dx의 적분

– 몇몇 지수함수와 삼각함수의 적분

– 사인 또는 코사인의 곱의 적분

– sinm x cosn x dx의 적분

제 31강 – 정적분

– 정의와 표기법

– 기하학적 의미

– 정적분의 예

– 합의 극한으로 간주된 적분

– 여러 말들

– 정적분의 근사계산

– 테일러급수에 대한 새로운 증명

제 32강 – 정적분의 계속– 급수에 의한 적분

– 적분한계가 무한이 되는 적분

– 적분한계 안에서 또는 적분한계에서 피적분함

수가 무한이 되는 적분

– 미정 정적분

– 급수에 의한 적분

– 예

제 33강 – 적분학의 기하학적 응용– 평면도형의

구적법

– 일반적 공식

– 직교좌표로 나타내진 곡선의 구적법

– 극좌표로 나타내진 곡선의 구적법

제 34강 – 평면곡선의 길이 구하기

– 일반적 공식

– 다양한 예에의 응용

– 포물선

– 타원

– 쌍곡선

– 사이클로이드

제 35강 – 입체의 체적

– 회전체

– 다양한 예에의 응용

– 타원, 사이클로이드의 회전에 의해 생긴 부피

– 한 개의 적분에 의해 얻어지는 부피

– 임의의 곡면에 의해 둘러 싸이는 부피

제 36강 – 중적분– 곡면의 면적

– 이중 적분

– 삼중 적분

– 적분 순서에 대한 정리

– 곡면의 구적법

– 회전체의 면적

– 구, 타원면에의 응용

제1권 목차의 끝

다음은 1864년에 나온 제2판 2권의 목차다.

적분학의 계속

제 37강 – 기호 하의 미분과 적분– 정적분 구하기

– 정적분의 적분 한계에 대한 미분

– 기하학적 설명

– 정적분의 매개변수에 대한 미분

– 기하학적 설명

– 부정적분의 미분

– 기호 하의 적분

– 적분
∫ π

2
0

sinn xdx구하기

– 월리스의 공식

제 38강 – 정적분 구하기의 계속– 2차 공간의 오

일러 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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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하에서 미분 또는 적분에 의해 얻어진

적분

– 기하학적 고려에 의해 얻어진 적분

– 실 양과 복소 양의 분리에 의해 얻어진 적분

– 미분방정식에 의해 얻어진 적분

제 39강 – 정적분 구하기 계속– 오일러 적분

– M. Cauchy의 방법

– 기본 공식

– 응용

– 급수로의 전개

– 오일러 적분

– 정의

– 1차 공간 적분의 성질

– 오일러 적분들의 관계

– Γ-함수로 나타내지는 중적분

– 부피와 중심에의 응용

제 40강 – 전미분의 적분과 미분방정식의 적분

– 이변수함수의 경우에 적분가능 조건과 적분

– 임의의 개수의 변수의 경우로 확장

– 미분방정식

– 정의

– 1차방정식

– 변수분리

– 동차방정식

– 동차로 되는 방정식

제 41강 – 1차방정식의 적분 계속

– 선형방정식

– 선형방정식으로 되는 방정식

– de Beaume 방정식

– 궤적에 대한 문제

– 1차방정식과 임의의 차수의 방정식

– 변수들 또는 변수들 중 하나를 명백하게 포함

하지 않는 방정식의 경우

– 1 개의 변수에 대해 풀어질 수 있는 방정식의

경우

제 42강 – 1차방정식의 계속

– 1차 미분방정식의 적분의 존재성

– 방정식의 첫 항을 적분가능하게 하는 적당한

인자의 존재

– 이 인자 구하기

제 43강 – 이변수방정식의 특이해

– 일반적 적분으로부터 어떻게 유도될 수 있나

– 방정식의 첫 항을 적분가능하게 하는 인자에

의해 얻어지는 특이해

– 특이해의 예

– 특이해는 적분방정식으로 얻어지는 포락선이

다.

제 44강 – 임의의 차수의 미분방정식

– 임의의 미분방정식의 적분의 존재

– 일반 적분에 들어오는 상수를 채워야 하는 조

건

– 다양한 차수의 미분방정식의 적분

– 방정식 dmy
dxm

= v의 적분

제 45강 – 고차방정식 몇 개의 적분

– f( d
m−1y
dxm−1 ,

dmy
dxm

) = 0형의 방정식

– f( d
m−2y
dxm−2 ,

dmy
dxm

) = 0형의 방정식

– 차수를 낮출 수 있는 방정식

– 기하학적 응용

– 동차방정식

제 46강 – 두 번째 항이 없는 선형방정식의 적분

– 정의

– 두 번째 항이 빠진 방정식의 성질

– 상수계수를 가진 방정식

– 서로 다른 허수 근의 경우

– 등근의 경우

– 달랑베르의 방법

– 다른 방법들

제 47강 – 완전 선형 미분방정식의 적분

– 완전방정식을 두 번째 항이 없는 방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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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 첫번째 항의 계수가 상수인 경우

– 두번째 항이 없는 방정식의 적분 몇개를 알 때

선형방정식의 축소

– 다른 방법

– 적분할 줄 아는 선형방정식

– 2차방정식의 성질

제 48강 – 급수에 의한 미분방정식의 풀이

– 매크로린 급수 전개

– 미정계수법

– 전개의 다른 형태

– 정적분에 의한 미분방정식의 적분

제 49강 – 연립 미분방정식

– 두 개의 방정식 사이의 한 변수 소거

– 임의의 차수의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방정식과

대등한 1차 방정식계

– 1차 연립방정식의 적분에 대한 정리

– 1차 연립방정식의 적분

제 50강 – 연립방정식의 계속

– 선형방정식 : 2개의 방정식의 경우. 달랑베르

방법

– 3개의 방정식의 경우

– 일반적 경우를 두 번째 항이 없는 방정식의

경우로 바꾸기

– M. Cauchy 방법

– 선형방정식에 대한 말

제 51강 – 편미분방정식의 적분

– 보통의 미분방정식으로 되는 방정식

– 임의의 함수의 제거

– 두 개의 독립변수를 가진 선형방정식과 일차

방정식

– 3개의 독립변수의 경우

제 52강 – 편미분방정식의 기하학적 응용

– 주면

– 원추곡면

– 원뿔곡선체 (의사 원뿔)

– 회전면

– 등고선

– 더 큰 기울기

제 53강 – 편미분방정식의 기하학적 응용 계속

– 전개가능 곡면

– 전개가능 곡면의 방정식의 적분

– 정칙 곡면

– 진동현의 방정식

제 54강 – 곡면의 곡률– 곡면에 놓인 곡선의 곡률

– Mennier 의 정리

– 수직 절단선의 곡률

– 주 단면

– 한 곡면의 같은 점에서 만들어진 수직 절단선

의 곡률반경의 변화

– 배꼽점 구하기

제 55강 – 곡면의 곡률 계속

– 모든 점이 배꼽점인 곡면

– 지표 이론

– 기하학적 결과들

– 곡률반경의 표현이 현혹시키는 형태로 나타나

는 경우

– 켤레 접선

제 56강 – 곡면의 곡률 계속

– 곡률선

– 곡률선의 성질

– 주 단면의 곡률 중심

– 주 곡률의 반경

– 응용

제 57강 – 유한 차의 계산– 차의 역 계산

– 사전 개념

– 함수열의 첫 항의 n번째 차

– 첫번째와 그것의 연이은 차들로 이루어진 함

수열의 일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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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함수의 차

– 임의의 유리 또는 초월함수의 차

– 일반 정리

– 임의의 함수의 적분

제 58강 – 차의 역 계산 계속

– 보간법 공식

– 정수함수의 적분

– 보통 적분에 의한 합과 합에 의한 적분의 계산

– 뉴턴 공식

– 라그랑주 공식

– 2차식에 의한 근사

변분계산

제 59강 – 정적분의 변분

– 변분계산의 목적

– 정의와 표기법

– d와 δ,
∫

과 δ의 교환에 대한 정리들

– 정적분
∫
V dx의 변분

– V 가 한계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 V 가 x에 대한 두 함수를 포함하는 경우

– V 가 한계에 의존하는 경우

제 60강 – 정적분의 변분의 계속– 응용

– 정적분의 변분을 얻는 다른 방법

– 정적분의 최대값과 최소값

– 한계에 대한 조건들

– 함수 V 가 x에 대한 두 함수를 포함하는 경우

–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선

– 한 점에서 곡선까지의 가장 짧은 선

– 두 곡선 사이의 가장 짧은 선

제 61강 – 변분 계산의 응용 계속

– 앞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

–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선

– 주어진 곡면에서 가장 짧은 선

– 최소 회전 곡면

제 62강 – 변분 계산의 응용 계속

– 최속강하선 (Brachistochrone)

– 방정식 K = 0에 대한 말

– 극대 또는 극소

– 등주 (isoperimeter)에 대한 문제

notes

1. 이항공식의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M. E.

Catalan

2. 타원함수에 대하여, M. Despeyrous

3. 변수계수를 가진 선형미분방정식의 대수방정

식과의 유사성, M. E. Brassinne

4. 임의의 함수의 성질과 방정식의 근을 곡선의 교

점으로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M. E. Prouhet

5. 평면곡선의 길이 구하기에 대한 연습문제, M.

E. Prouhet

6. 합을 적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M. E.

Prouhet

정의, 정리, 주요 공식표

2권 목차의 끝

4 C. Jordan의 Cours d’analyse (1882, 1893, 1894)

죠르당은 1882년에 처음 출판된 cours d’analyse 제 1권 서문에서 이 책이 école Poytech-

nique에서 몇 년 간 가르친 것을 옮긴 것이며, 단지 몇 군데에서 새로 발전된 것을 추가하였지

만, 이 책의 일반적 성격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cours d’analyse는 세 권으로 구성되는데, 1권은 미분학에 대한 것, 2권은 적분론에 대한

것, 3권은 미분방정식의 풀이와 변분법의 기초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1887년에 출판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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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찾을 수 있었으나, 2권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1권의 내용 중 서론에서 양에

관해 기술한 것과 1장에서 변수, 함수, 연속함수에 대해 기술한 것과 목차를 살펴 보고, 1893

년과 1894년에 각각 출판된 2판의 목차를 살펴 보도록 할 것이다.

4.1 C. Jordan의 Cours d’analyse, 첫판 제1권 (1882)

우선 첫판 1권의 서론에서 양에 관해 서술한 것을 보도록 한다.

I 수학은 양의 과학이다. 수학은 계산에 관련된 크기의 성격에 따라 여러 분야로 나누어진다. 산술,

기하학, 역학, 수리물리학, 확률계산학으로 주로 구별한다.

이 다양한 분야는 공통의 연결고리로, 연산의 계산을 정의할 수 있는 대수학을 갖고 있다.

II 수학에서 학문의 주제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방법에 따라서 다른 분류를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학을 두 종류로 구별한다 :

1° 불연속 양에 대한 것 ;

2° 연속 양에 대한 것.

첫 번째에서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어떤 고정된 양 사에에 존재하는 관계를 추구한다. 이 방법은

증명이 통분불가능 양의 개념을 요구하는 소수의 기본정리들을 제외하고 수학의 기본적인 부분,

특히 산술에서, 그리고 기하학의 시작 단계에서 사용된다.

연속 양에 대한 해석학에서는, 대조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정도로 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제안된 문제의 요소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동시 변화를 지배하는 법칙을 결정하는 것을

추구한다.

탄젠트문제와 구적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곡선론에 대수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데카르트의

주목할 만한 발견이 기하학을 다시 보게 했을 때까지, 유클리드와 아르키메데스가 이전에 탁월한

예들에서 보인 이 방법은 수세기동안 잊혀 졌었다.

다음에는 1장에서 변수, 함수, 연속함수에 대해 기술한 것을 본다.

1. 두 변량 x와 y가 어떤 관계에 의해 서로 연결이 될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독립변수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변수를 그 변수의 함수라고 한다.

좀 더 일반적으로, m+n개의 변수 x, y, z, · · · 이 m개의 관계에 의해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하자.

우리는 이 양들 중 n개를 독립변수로 선택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함수가 될 것이다.

한 변수 x의 함수는 기호 f(x)로 나타내진다 ; 동시에 여러 개의 다른 함수들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앞의 기호의 첫 문자를 바꾸면서 각각 F (x), φ(x), · · · 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변수 x, y, · · · 의 함수는 비슷한 표기법 f(x, y, · · · )으로 나타내진다.

이어서 번호 2 아래에 여러 일변수함수의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다항함수 (또는 정수함수)

를 보이고 기본성질로 달랑베르가 처음 증명한 정리 :

모든 m차 정수함수는 m개의 1차 인수 (실수 또는 허수의 계수를 가진)의 곱으로 분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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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술하였다. 이어서 유리분수를 말하고 “모든 유리분수는 정수함수와 몇 개의 단순분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일반적 대수함수를 말하고,

다음으로 초월함수의 예로 함수 y = xm(m은 통분불가능), 지수함수 y = ax, 앞의 역함수인,

로그함수 y = logx, 삼각함수 sinx, cosx, tanx, 등과 이들의 역함수 arcsinx, arccosx,

arctanx, 등을 들었다.
다음은 연속함수의 정의이다.

3. 양 ϵ이 아무리 작더라도, −η와 +η사이에 포함된 모든 h값에 대해

f(a+ h)− f(a) < ϵ

이 되는, 두 번째 양 η를 항상 결정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함수 y = f(x)가 값 x = a에 대해

연속이라고 말한다.

함수 f(x)가 x = a부터 x = b까지의 구간에 포함된 모든 x값에 대해 연속이면 x = a부터

x = b까지 연속이 될 것이다. a를 포함하고 그 안에서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결정할 수 있으면,

함수가 값 a의 근방에서 연속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변수함수 z = f(x, y)가 임의의 작은 양 ϵ에 대해, h와 k가 −η와 +η사이에 놓일

때

f(a+ h, b+ k)− f(a, b) < ϵ

이 되는 η를 결정할 수 있으면, x = a, x = b에 대해 연속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개념을, 덜 정확하지만, 변수에 주어진 무한히 작은 증분 체계에 대해 함수의 무한히

작은 증분이 대응된다고, 매우 간단하게 말로 흔히 표현한다.

함수 값이 무한 또는 부정이 되게 하는 변수값들의 체계에 대해 함수가 불연속인 것은 분명하다.

위를 통해 보면, 죠르당이 ϵ-η를 써서 함수의 연속을 정의했지만, 여전히 말로 하는 것을

선호한 듯하다.

이제 목차를 보도록 한다.

서론

I–II. 연속된 양

III–IV. 포물선의 접선

V. 포물선의 구적법

VI–VII. 여러 계수의 무한소

VIII. 주요 값 – 급수 전개

IX–XI. 비 또는 합의 극한에서 무한소를 그들의

주요 값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 1부. 미분학

제 1장. 도함수와 미분

I. 정의

1. 독립변수 – 함수

2. 기본함수에 대한 복습

3. 연속성

II. 일변수함수의 도함수와 미분

4. 도함수

5. xm의 도함수

6. sinx의 도함수

7–8. logx의 도함수

9. 합의 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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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곱의 도함수

11. 몫의 도함수

12. 합성함수의 도함수

13. 역함수의 도함수

14. cosx, tanx, arcsinx, arctanx, ex, xm등

의 도함수

15. 공식 f(a+ h)− f(a) = hf ′(a+ θh)

16. 도함수가 모든 점에서 0인 함수는 상수함수

이다.

17. 미분

III. 편미분- 전미분

18. 편도함수

19–21. 전미분

22–23. 합성함수의 도함수와 미분

24–26. 음함수의 도함수

IV. 고차 도함수와 미분

27–28. 고차 도함수

29. 미분하는 순서는 상관 없다.

30–31. 고차의 미분

32. 다변수함수의 n번째 미분에 대한 일반적 표

현

33. 곱의 n번째 미분

34. 합성함수의 연속적 미분

V. 변수변환

35. 독립변수의 변환

36. 함수의 동시 변화

37. 극좌표에서 곡률 중심

38. 역함수의 연속적 도함수

39–40. 여러 개의 독립변수로의 확장

41–42. 미분매개변수에의 응용

43. 함수의 동시변환

제 2장. 미분방정식의 형성

I. 상미분방정식

44–45. 정의

46–49. arcsinx, (x+
√
x2−1)n, d

n(x2 − 1)n

dxn

가 만족시키는 선형미분방정식

50. 상수의 소거

51–53. 동일 초점의 원추형의 미분방정식 : 원,

원추곡선, 포물선

54. 함수가 선형관계로 연결되기 위한 조건

II. 편도함수를 가진 방정식

55. 정의

56. 상수의 소거

57. 임의의 함수의 소거

58–60. 함수가 한 관계로 연결되기 위한 조건 –

야코비안

61–63. 원주면, 원추, 회전곡면의 편도함수를 가

진 방정식

64. 동차함수에 대한 정의

65. 같은 편각에 의존하는 임의의 n개의 함수의

소거

66. 정칙곡면에 대한 방정식

67–68. 전개 가능 곡면에 대한 방정식

제 3장. 급수전개

I. 테일러 공식

69–71. 테일러와 매크로린 공식

72. 다변수함수로의 확장

II. 응용

74. (1 + x)m의 전개

75–76. log(1 + x)의 전개 - 로그표의 계산

III. 급수전개를 위한 과정

82–86. 합, 몫, 곱의 전개

87–88. 베르누이 수로의 응용

89–90. 근호의 전개

91–93. 함수들 Xn으로의 응용

94–99. 대수방정식의 근의 전개

100. 앞의 전개의 사용

101. x = ∞에 대한 xαex의 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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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x = ∞에 대한 x−α logx의 극한 ; x = 0

에 대한 xα logx의 극한

103. 로그함수의 전개

104. 매크로린 급수에서 나머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105–106. 부정형의 참값

107. m = ∞에 대한 m( m
√
x − 1)의 극한 –

m = ∞에 대한 (1 + x
m
)m의 극한 – x = 0에

대한 xx의 극한

108. 다변수함수의 경우

IV. 무한급수

109. 수렴의 정의

110–115. 양항급수 – 수렴에 대한 규칙

116–118. 복소 양 – 모듈과 편각 – 곱의 모듈과

편각 – 대수적 합에 대한 모듈

119–122. 절대수렴 급수 – 항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두 급수의 곱

123–124. 반수렴 급수 – 항의 순서에 의존하는

급수의 값

125–126. 아벨 정리

127–128. 항이 1변수함수인 급수 – 균등수렴

129–131. 변수의 양정수 멱을 따르며 나아가는

급수 – 수렴원

V. 무한 곱

132–135. 수렴 규칙

136. 곱
∏(

1 + An
nα

)
에의 응용

137. 곱 Γ(z)에의 응용

VI. 지수함수와 삼각함수

138–140. 복소수 z에 대한 ez , sin z, cos z에 대

한 정의 – 이 함수들의 기본 성질 – 오일러 공식

141–142. log z의 정의 – 그것의 기본 성질들

145–146. 함수 ez에 대한 논의

147–149. 함수 sin z와 cos z에 대한 논의

150. sinmz와 cosmz를 sin z와 cos z로 표현

152–155. sinπz와 cosπz를 무한 곱으로 표현

156. π sinπz의 급수전개

VII. 급수와 주기적 곱

157–160. 두가지 의미의 무한급수 – 급수∑∞
−∞

1
(z+n)n

에의 응용 – 삼각함수의 주기성

161–165. 네 개의 θ함수 – 기본 공식

168. z함수

169. θ 함수들의 몫 – 이중 주기성

VIII. 초기하급수 – Γ함수

170. 초기하급수 – 수렴 조건

171. 그것의 미분방정식

172–173. 인접 함수들의 관계 – F (α, β, γ, 1)의

값

174–176. 곱 Γ(z)의 성질들

IX. 급수와 다중 곱

177–178. 정의

179–184. 아인슈타인 급수

186–190. 여러 변수의 θ급수

X. 연속 분수

191–194. 연속분수에 있는 수의 전개 –축소된

것들의 성질들

195–198. 함수의 전개 -축소된 것의 직접 계산

제 4장. 최대와 최소값

199–201. 일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202–204. 이변수함수의 최대값

205. 극대값과 극소값

206.주어진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207.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208–209. 두 직선의 더 짧은 거리

210. 한 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

211. 두 이차형식의 비의 최대값과 최소값

제 5장. 테일러급수의 기하학적 응용

I. 보통점과 특이점

212–217. 평면곡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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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22. 곡면의 경우

223–229. 뒤틀린 곡선의 경우

II. 접촉이론

230. 접촉의 정의

231–234. 평면곡선의 접촉

235–237. 곡선과 곡면의 접촉

238–241. 두 뒤틀린 곡선의 접촉

242–247. 두 곡면의 접촉

248–251. 접촉

III. 포락선과 포락면

252–254. 곡선 모임의 포락선

255–258. 하나 또는 두 매개변수에 의존하는 곡

면들의 모임의 포락면

IV. 평면곡선

259–260. 접선과 법선

261–262. 호의 미분

263–264. 접촉원 – 전개

265–269. 곡률 – 변곡점

270–272. 응용 – 포물선 – 타원 – 사이클로이드

V. 무한소 기하학

273. 일반적 고려

274. 극좌표에서 호의 접선과 미분

275–278. 전개 호

279. 두 곡선에 외접하는 일정한 각을 가진 꼭지

점 대신에 접선

280. 동일 초점의 원추곡선에 대한 정리

VI. 뒤틀린 곡선과 전개 곡면

281. 접선과 법선

282. 호의 미분

283. 접촉원

284. 전개 가능 곡면

285. 법평면의 포락면

286. 접촉원

287. 접촉구면

288– 295. 여러 무한 소들의 주요 값 – 곡률 –

비틀림 – 정류평면

296. 호와 현의 차이

297– 299. MM. Frenet와 Serret의 공식들

300. 전개가능 곡면은 평면에 응용가능하다.

301. 헬릭스에의 응용

VII. 직선계

302–303. 두 이웃한 생성선의 상대적 위치를 결

정하는 요소

304–306. 정칙 곡면 – 접평면의 변분의 궤적

307–308. 전개 가능 곡면의 특성

309–313. 합동 -보통과 특이 생성선 – 주요 점들

– 초점들 – 이중 전개 가능계

314–316. 보통 생성선의 이웃 생성선들의 분배에

대한 Kummer 법칙

317. 특이 생성선의 Id.

318–319. 복합체

VIII. 곡면론

320–321. 접평면 – 법평면

322. 길이의 요소

323–325. 면적의 요소

326. 지표 (indicator)

327–330. 곡면 위의 추적선의 곡률

331–332.법선의 합동에 대한 성질

333. 합동 직선들이 한 곡면에 법선이 되기 위한

조건

334–337. 곡률선 – 주 곡률반경

338. 배꼽점

339. 포물점들의 선

340. 점근선

341. 회전곡면에의 응용

342. 전개가능 곡면에의 응용

343. 타원면에의 응용

344–345. 곡면의 곡률

IX.곡선좌표

346. 정의 – 직교좌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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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48. 길이의 요소

349. 부피의 요소

350. 극좌표

351. 반극좌표

352–357. 타원좌표

358–359. 뒤팽 (Dupin)의 정리

제 6장. 대수적 평면곡선론

I. 종수 (genus)

360–361. n차 곡선을 결정하는 점들의 수

362. 곡선 다발

363. 파스칼의 육각형

364. 특이점의 수의 한계

365. 종수

366. unicursale 곡선

II. 동차 좌표

367–369. 삼선좌표

370–374. 공변 (covariants) – 그것의 미분방정

식

375. 판별식

376. 헤시안 (Hessien)

377. 탄젠트

378–379. 특이점

380–385. 변곡점 – 그들의 수

386–387. 극

388–391. 류 (class)

392–396. 접선좌표

397. Plücker 공식

목차의 끝

4.2 C. Jordan의 Cours d’analyse 2판 1권 (1893)과 2권 (1894)

죠르당은 2판 1권의 서문에서 이 새로운 판이 이전 것과 많이 다름을 밝혔다. 또한 에꼴

폴리테크닠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미 기본함수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미 안다고

가정하였으나, 그것들을 학습하는데 무한소해석학의 개념을 필요로 하여 이 2판의 처음 3장에

무한소해석학의 기본개념들을 넣었다고 하였다.

이전 판에서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려 했던 중요한 원리들을 이 판에서는 가능한 한 자세

하고 일반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였다.

목차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해석학개론 교재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1장과 3장에, 기초

복소함수론의 내용이 2장에 실려 있다.

먼저 극한과 함수의 연속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였나 보도록 한다.
제 1장 8번 극한이란 주제 하에서 다음과 같이 극한을 정의하였다.

x를 값들 x1, · · · , xn, · · · 의 제한없는 열을 연속적으로 갖는 변수라고 하자. 양수 ϵ의

임의의 값에 대해, ν보다 큰 모든 n의 값에 대해

|xn − c| < ϵ

이 되는 정수 ν를 할당할 수 있으면, 우리는 열 x1, · · · , xn, · · · 또는 짧게 말해서, 변수 x

가 극한 c로 향한다 (tend) 도는 수렴한다 (converge)고 말한다.

위와 같이 정의하고 변수 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극한으로 동시에 수렴할 수 없음을 증명하

였다.

그리고 9번에서 다음 정리를 쓰고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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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수열 x1, · · · , xn, · · · 이 극한으로 향하기 위해서, 극한 0을 갖고, 모든 정수

n과 p의 값에 대해

|xn − xn+p| < ϵn

이 되는 증가하지 않는 양수열 ϵ1, · · · , ϵn, · · · 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필요하고

충분하다.

이어서 10번에서

따름정리. 양 xn이 항상

xn+1 ≥ xn

이면, 그것은 극한 c로 향하거나, 주어진 모든 크기 E를 마침내 뛰어 넘는 방식으

로 증가한다.

를 쓰고 증명하였다.

11번에서 “변수 x가 극한 c로 향하면, −x는 극한−c로 향한다”를 쓰고 증명하고. 12번에서

“변수 x가 0이 아닌 극한 c로 향하면, 1
x 는 극한 1

c 로 향한다”를 쓰고 증명하였다. 이어서 “x

가 극한 0으로 향하면 1
x 는 아무런 극한으로 향하지 않고, 이때 ∞로 향한다고 말하기로 한다”

고 하고, ∞로 향할 때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양수이면 +∞로 향하고, 계속해서 음수이면

−∞로 향할 것이라고 하였다.

13번에서 “x와 y가 동시에 변하고 각각 값들 x1, y1; · · · , xn, yn, · · · 의 열을 취하는 양이라

고 하자. x와 y가 각각 극한 c와 d로 향하면, x+ y와 xy는 극한 c+ d와 cd로 향할 것이다”

를 쓰고 증명하였다.

14번에서 “앞의 결과들로부터 다음의 정리가 즉각적으로 끌어내진다 :

R(x, y, · · · )은 임의의 변수 x, y, · · · 의 유리식이라 하자. 이 변수들이 동시에 극한 c, d,

· · · 으로 향하면, R(x, y, · · · )은 극한 R(c, d, · · · )으로 향할 것이다.”라고 하고, 연산 중에

나누기가 있으면 나누는 것이 0이 아니어야 한다는 제한을 얘기하였다.

무한소에 대해서는 16번에서 0으로 향하는 모든 변수에 무한소라는 이름을 주고, ∞로

향하는 모든 변수에 무한대란 이름을 준다고 하였다.

함수의 정의는 제 1장 41번에서 x, y, · · · 이 독립변수이고, 집합 E의 각 점 (x, y, · · · )에

다른 변수 u의 값이 대응되면 이 관계가 u를 집합 E에서 x, y, · · · 의 함수로 정의한다고 하고,

59–62번에서 연속함수의 정의를 하였다. 여기서는 1판에서 보다 더 나아가서 균등연속을

정의한 것을 볼 수 있다.
연속함수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f(x, y, · · · )을 집합 E에서 정의된 n 변수 x, y, · · · 의 함수라고 하자.

(a, b, · · · )을 E의 정해진 점이라 하자 ; h, k, · · · 은 (a+ h, b+ k, · · · )이 E에 속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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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ϵ의 모든 값에 대하여

|h| < δ, |k| < δ, · · ·

이 되는 h, k, · · · 의 모든 값 체계에 대해

|f(a+ h, b+ k, · · · )− f(a, b, · · · )| < ϵ

이 되는, 또 다른 양수 δ를 결정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함수 f(x, y, · · · )이 점 (a, b, · · · )

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더 간단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

f(a+ h, b+ h, · · · )− f(a, b, · · · )

이 h, k, · · · 과 동시에 0으로 가면 함수 f(a+h, b+k, · · · )은 점 (a, b, · · · )에서 연속이다.

위와 같이 한 점에서 함수의 연속을 정의한 후에, 오늘날 합성함수라고 부르는 것을 함수의

함수 또는 fonction composée 라고 부르며 정의하고, 연속함수들의 합성함수가 연속인 것과

두 연속함수들의 합, 차, 곱이 연속임을 설명하고, f 가 (a, b, · · · )에서 연속이고 0이 아닐 때,

1/f 이 이 점에서 연속인 것을 증명과 함께 보였다.
그리고 “함수 f(x, y, · · · )이 집합 E의 각 점에서 연속이면, 집합 E에서 연속이다”라고

하고, “집합E가 유계이고 완전하면, 연속이 균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며 연속이 균등하다는

용어에 대한 설명과 정의를 다음과 같이 보였다.

φ가 변수 x, y, · · · 과 h, · · · 의 함수라고 하자. 집합 E에 속하는 x, y, · · · 의 각 값에 대해,

φ가 h, · · · 이 주어진 극한 α, · · · 으로 향할 때 결정되는 극한으로 향한다고 가정하자. 이

극한값들의 집합은 변수 x, y, · · · 에 대한 어떤 함수 Φ가 될 것이다. 각 양수 ϵ과 E의 각

점 (x, y, · · · )에 대해, 정의에 의해, |h− α|, · · · 이 < δ일 때

|φ(x, y, · · · , h, · · · )− Φ(x, y, · · · )| < ϵ (1)

이 되는 양수 δ를 할당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 δ가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 ; 왜냐하면, δ의 한 값이 만

족시키면, 더 작은 모든 값들이 그것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수들 δ의 최대값을 ∆로

나타낼 것이다. (모든 δ값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는 무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ϵ의 각 값에 대해, E의 각 점에 대응되는 양수 ∆의 집합을 얻을 것이다.

이 수들의 집합은 양수 또는 0인 최소값 γ1 을 가질 것인데, 이것은 ϵ에만 의존하고,

|h− a| < γ1

이 되는 한 조건 (1)이 E의 모든 점에 대해 만족될 것이다.

γ1 이 > 0이면, ϵ이 아무리 작아도, ϵ의 양수 값에 대해 x, y, · · · 과 독립적이고, |h− a|,

· · · 이 < γ1 일 때, E의 각 점에 대해

|φ(x, y, · · · , h, · · · )− Φ(x, y, · · · )| < 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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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다른 양수 γ1 을 할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함수 φ가 집합 E에서 극한 Φ로 균등하게 수렴한다고 할 것이다.

이 개념을 집합 E에서 연속인 함수 f(x, y, · · · )에 적용하자. 연속의 정의로부터, h, k,

· · · 이 0으로 갈 때, f(x+ h, y+ k, · · · )이 f(x, y, · · · )으로 간다. 그리고 ϵ이 무엇이건,

x, y, · · · 과 독립적이고

|h| < γ1, |k| < γ1, · · ·

일 때, E의 모든 점에 대해 |f(x+ h, y + k, · · · )− f(x, y, · · · )| < ϵ 이 되는 양수 γ1 을

찾을 수 있으면 연속은 균등하게 될 것이다.

이제 목차를 보도록 한다.

제 1부. 미분학

제 1장. 실변수

I. 극한

1–7. 무리수

8. 극한

9.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10–15. 극한에 대한 기본 명제들

16. 무한소

17–19. 여러 계수의 무한소-주요 값

II. 집합

20–21. 집합 – 유도집합 – 완전집합

22–24. 여집합 – 집합의 경계 – 영역

25–26. 유계집합 – 최대값과 최소값

27–28. 점들의 수가 무한인 모든 유계집합은 극

한점을 갖는다.

29–30. 두 집합의 분리

31–34. 연속집합

35. 직경

36–40. 집합의 내부 크기와 외부 크기 – 가측집합

III. 유계함수 – 적분가능함수

41. 함수

42–47. 유계함수 – 상적분과 하적분 – 진동

48. 적분가능함수

49. 평균값 정리

50–53. 적분가능함수의 성질들

54–55. 간단한 적분의 상대적 특이성

56–57. 다중적분의 계산

58. 적분순서를 바꿀 수 있다.

IV. 연속함수

59–61. 정의

62. 균등수렴

63. 연속성이 균등하다.

64. 연속함수에 대한 다른 정리

65. 역함수의 연속성

66. 연속함수는 적분가능하다.

V. 유계변동함수

67–72. 이 함수의 정의와 성질들

VI. 일변수함수의 도함수와 적분

73–74. 도함수 – 미분

75. 미분하는 규칙

76–78. 롤의 정리 – 유한 증분 공식

79. f(x)의 변분의 의미

80. f(x+h)−f(x)
h

가 f ′(x)로 균등하게 수렴하는

경우

81–82. 정적분의 성질들 – 극한에 대한 도함수 –

부정적분

83. 기호
∫

하의 도함수 구하기

84. 부분적분

VII. 편도함수– 전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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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7. 편도함수 – 전미분

88–89. 합성함수

90–93. 음함수

94–95. 함수계의 독립성에 대한 조건 – 야코비안

VIII. 연속선 – 길이를 잴 수 있는 선

96–97. 연속선의 성질들

98–104. 닫힌 선은 평면을 두 영역으로 나눈다.

105–111. 길이를 잴 수 있는 선 – 호의 미분

112. 모든 길이를 잴 수 있는 선은 quarrable 이

다.

113. 뒤틀린 곡선의 호

IX. 기본 함수들

114. 유리함수

115–117. 함수 logx, ex, xm

118. 삼각함수

119–122. 역삼각함수

X. 고차의 도함수와 미분

123. f(x)의 연속적인 도함수와 미분

124–125. 차 – lim ∆nf(x)
∆xn

= fn(x)

126–128. 다변수로의 확장 – 미분하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

129. dnf(x, y)의 표현

130–131. 곱의 연속적인 미분 ; 합성함수

XI. 변수 변환

132. 독립변수의 변환

133. 함수의 동시 변환

134. 극좌표에서의 곡률반경

135. 역함수의 연속적 도함수

136–137. 미분매개변수에의 응용

140. 함수의 동시변환

XII. 정적분에서의 변수 변환

141–144. 간단한 적분에서 변수변환

145–147. 두 개의 독립변수의 경우 – 길이 요소

148–150. 면적소 – 면적의 표현

151–152. 이중적분에 대한 변환

153–154. 삼중적분으로의 확장

155–159. 곡면 – 길이 요소 – 면적소

XIII. 미분방정식의 형성

160–161. 상미분방정식

162–165. arcsinx, (x+
√
x2 − 1)n, d

n(x2−1)n

dxn

가 만족시키는 선형방정식

166. 상수의 제거

167–169. 균일 초첨의 원추곡선에 대한 미분방

정식 ; 원, 원추곡선, 포물선에 대한

170. 함수가 선형관계에 놓이기 위한 조건

171–173. 편도함수를 가진 방정식 – 상수의 제거

– 임의의 함수의 제거

174–177. 원주, 원추, 회전곡면의 방정식

178. 동차함수에 대한 정리

179. 같은 편각에 의존하는 임의의 n개의 함수의

제거

180. 정칙곡면에 대한 방정식

181–182. 전개가능곡면에 대한 방정식

제 2장 복소 변수

I. Synectique 함수

183–187. 복소수 – 모듈과 편각

188–189. synectiques 함수

190. 여러 말들

191. 음함수

192. ∂P
∂x

= ∂Q
∂y

, ∂P
∂y

= ∂Q
∂x

에 대한 기하학적

해석

II. Synectique 함수의 적분

193–195. 정적분

196–198. 닫힌경로를 따르는 적분은 0이다.

199. 적분의 선은 관계없다.

200. 부정적분

201–202. 정적분의 도함수 – 부분적분, 변수변환

203. 경로 C0 가 경로 C1, C2, · · · 으로 둘러 싸

이면,
∫
C0

=
∫
C1

+
∫
C2

+ ·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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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06. 임의의 함수를 정적분으로 나타내기 –

결과들

III. 유리함수

207–210. 정수다항식 – 근의 존재– 중근

211–215. 유리함수 – 간단한 분수로의 분해

IV. 대수함수

216. 임계점

217–220. 대수함수의 분기들

221–223. 주어진 선 위에서 이 분기들의 변분

224–227. 절단. 기본 경로

228–229. 분기들의 연결

V. 기본 초월함수

230–232. 로그함수

233. 지수함수

234–238. 함수 zm

239–243. 삼각함수

244. arctangent

245–248. arcsin, arccos

제 3장. 급수

I. 테일러공식

249–252. 테일러와 매크로린의 공식. 나머지의

표현

253–254. 다변수함수로의 확장

255–256. 복소변수의 경우

257. 다른 증명

258. 다변수함수

259. z, sin z, cos z에의 응용

260. (1 + z)m에의 응용

261. log(1 + x)에의 응용. 계산표

262. arctang z에의 응용. π의 계산

263. arcsin z에의 응용

II. 급수전개를 하기 위한 과정

264–268. 합, 곱, 몫의 전개

269–270. 베르누이 수에의 응용

271–272. 근호의 전개

273–275. 함수 Xn에의 응용

276. x = ∞에 대한 xαex의 극한

277. x = ∞에 대한 x−α logx의 극한 ; x = 0

에 대한 xα logx의 극한

278. 로그함수의 전개

279. 매크로린급수에서 나머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280–281. 부정형의 참값

282. (1 + z
m
)m의 참값, m( m

√
z − 1)의, zz의,

z log z의.

283. 다변수함수의 경우

III. 항들이 수인 급수와 무한곱

284–285. 수렴의 정의

286. 기하수열

287. 급수
∑

1
(z+n−1)(z+n)···(z+n+k) 의 합

288–290. 절대수렴 급수. 항들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291–292. 이 연산은 반수렴급수의 합을 바꾼다

293–296. 급수의 곱

297. 절대수렴하는 급수의 항들을 유계인자로

곱하면 같은 성질의 급수를 얻는다.

298-300. 디리클레와 아벨의 수렴 규칙

301–302. 양항급수. 기하수열과의 비교

303–305. Pringsheim의 정리

306–308. 급수
∑

1
n

,
∑

1
n logn , · · · 은 발산하고,∑

1
n1+p ,

∑
1

n log1+p n
, · · · 은 수렴한다.

309–313. 연속된 두 항의 비에 대한 조사로부터

얻어진 새로운 수렴 규칙

314. Kummer의 규칙

315. 이중 의미의 급수

316. 다중 급수

317–319. 아이젠슈타인 급수

320–324. 무한곱. 수렴 규칙

325. 곱 Γ(z)에의 응용

326. 이중 의미의 곱. 다중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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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함수급수

327. 균등수렴

328. 항들이 연속인, 균등수렴하는 급수는 연속

이다.

329. 급수 적분하기

330. 급수 미분하기

331. synectique 항들을 가진 균등수렴급수는

synectique 이다.

332. 불연속이거나 적분가능하지 않은 항을 끝에

가진 급수의 예

333–334. 도함수를 갖지 않는 연속급수의 예

335. 평면의 단 한 영역에서 같은 급수의 예

V. 멱급수

336–337. 수렴원. 해석적 함수의 요소

338–340. synectique함수의 0들은 고립되어 있

다.

341–343. 인접 요소들. 해석적함수를 단계적으로

결정하기

344. 임계점

345–348. 연결선의 영향. 변수가 임계점이 없는

영역에서 움직이면, 마지막 값은 변하지 않는다.

349. 해석적 함수의 요소는 항상 수렴원에서 임

계점을 갖는다.

350–352. 일가 함수. 그들의 임계점은 고정된다.

균등함수

353–358. 다변수 해석적 함수

359–360. 멱급수에서 멱급수의 대치

361. 방정식 S(u, z) = 0의 무한소 근의 전개

362–364. 근의 주요 값

365–366. 다음 항의 계산

367. 전개된 것의 수렴

368. S(u, z)를 인수로 분해하기

369–370. 대수방정식에의 응용

371. 소거. 종결식의 계산

VI. 응용

372–374. sinπz를 곱으로 나타내기. Wallis의

공식

375. cosπz의 표현

376. π cotπz의 전개. 급수
∑

1
n2m 의 합

377–378. 삼각함수의 주기성

379–380. 초기하 급수. 그것의 미분방정식

381–382. 인접 함수들의 관계. F (α, β, γ, t)의

값

383-385. Γ 함수의 성질들

VII. 연속분수

386–389. 수를 연속분수로 전개하기. 나머지의

성질들

390–393. 함수의 전개. 나머지의 직접 계산

VIII. 최댓값과 최솟값

394. 일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395–398. 다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399–400. 이변수함수에 대해 의심스러운 경우에

대한 논의

401. 상대적 최대값과 최소값

402. 주어진 영역에서 함수의 극값

403–406. 한 점에서 직선까지, 두 직선사이, 한

점에서 평면가지의 거리

407. 두 이차형식의 비의 최대값과 최소값

제 4장. 테일러급수의 기하학적 응용

I. 보통 점과 특이점

408. 평면곡선의 점의 중복도. 접선

409. 사이클. 실 사이클의 형태

410–411. 매개변수에 의해 정의된 곡선

412–413. 곡면. 단순점 ; 접평면. 중복점 ; 접원추.

특이선

414. 두 개의 매개변수에 의해 정의된 곡면

415–416. 뒤틀린 곡선. 단순점과 중복점. 접선

417. 두 곡면의 교선으로 정의된 뒤틀린 곡선

II. 접촉이론

418–419.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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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22. 두 평면곡선의 접촉

423–425. 곡면과 곡선의 접촉

426–428. 두 뒤틀린 곡선의 접촉

429–434. 두 곡면의 접촉

435–437. 접촉

III. 포락선

438–440. 곡선군의 포락면

441–444. 하나 또는 두 개의 매개변수에 의존하

는 곡면군의 포락선

IV. 평면곡선

445. 호의 미분

446–447. 접선과 법선

448–449. 접촉원, 전개선

450–454. 곡률, 변곡점

455-457. 응용. 포물선. 타원. 사이클로이드

V. 무한소 기하학

458. 일반적 고려

459. 극좌표에서 호의 접선과 미분

460–463. 전개선의 길이 구하기

464. 두 곡선에 외접하는 일정한 각의 꼭지점 대

신에 접선

465. 같은 초점의 원추곡선에 대한 정리

VI. 뒤틀린 곡선과 전개가능 곡면

466. 호의 미분

467. 접선과 법평면

468–469. 접촉면, 전개가능 곡면

470. 법평면들의 포락면

471. 접촉원

472. 접촉구

473–480. 여러 무한소의 주요 값. 곡률. 비틀림.

정류 평면

481. 호와 그의 현의 차

482–484. Frenet 공식

485. 전개가능 곡면은 평면에서 적용가능하고,

역도 성립한다.

486. 공식들을 헬릭스에 적용하기

VII. 직선계

487–488. 두 개의 이웃하는 생성선의 상대적 위

치를 결정하는 요소

489–491. 정칙 곡면. 접평면의 변분 법칙

492–493. 전개 가능 곡면의 특성

494–498. 합동. 보통의 생성선과 특이 생성선.

주요 점들. 초점. 이중 전개 가능한 계

499–501. 보통 생성원으로부터 이웃하는 생성원

의 분배에 대한 M. Kummer 법칙

502. 특이 생성원

503–504. 복합체

VIII. 곡면

505. 길이의 요소. 면적소

506–507. 접평면. 법평면

508. 지표

509–512. 곡면 위를 지나는 곡선의 곡률

513–514. 법평면의 합동에 대한 성질들

515. 합동인 직선들이 곡면에 수직이기 위한 조건

516–519. 곡률선. 주 곡률 반경

520. 배꼽점

521. 포물점들의 선

522. 점근선

523–525. 회전곡면. 전개 가능 곡면. 타원면에의

응용

526–528. 가우스 곡률

IX. 곡선 좌표

529–530. 곡선 좌표. 직교좌표의 경우

531. 극좌표

532. 반극좌표

533–538. 타원좌표

539–540. Dupin의 정리

제 5장. 대수적 평면 곡선

I. 동차좌표

541–543. 삼선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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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46. 공변. 그것의 미분방정식. 사영 성질

547–549. 판별식. 헤시안. 극

551. 단순점과 중복점

552. 류

553–555. 접좌표

556. 계수 n의 곡선을 결정하는 점들의 수

557. 중복점들의 수는 제한된다.

II. 사이클

558–560. 사이클 방정식. 표준형으로 만들기. 계

수와 류

561–562. 두 사이클의 교점의 수

563. 같은 사이클의 분기들의 차의 곱의 계수

564. 사이클과 곡선의 교점

565. 두 곡선의 교점

566. 류위의 특이점의 영향

567. 곡선의 사이클에 대한 함수의 계수의 합

568–570. 변곡의 수

III. 평면의 birational 변환

571–573. birational 변환. 기본점. 기본 공식

574–575. 삼선좌표 변환. 그것은 사이클의 계수,

류 그리고 특징적 지수를 바꾸지 않는다.

576–577. 이차 치환

578. 변환된 사이클 탐구

579–581. 단순 사이클 만 갖는 것으로 변환된,

분리된 접선으로 곡선 만들기

582–583. birational 변환을 이차변환으로 만들

기

IV. 곡선의 birational 변환

584–585. 두 곡선 사이의 birational 대응

586. 종수의 유지

587–588. 수반곡선

589–593. 수반의 수

594–596. 종수 p의 곡선은 계수 p+ 2의 변환된

것을 갖는다.

597–599. 단행 곡선

목차의 끝

이제 1894년에 출판된 2권의 목차를 보도록 한다. 2권의 서문에서 Jordan은 1권과 마

찬가지로 2판에서 완전하게 수정작업을 하였으며, 발레-푸생 (M. de la Vallée-Poussin),

바이어슈트라스 (M. Weierstrass), 슈바르츠 (M. Schwartz), Halphen, M. Weber, 리만의

영향을 받았음을 밝혔다.

제 2부. 적분학

제 1장. 부정적분

I. 유리함수의 적분

1–3. 적분과정

4–7. 간단한 분수로 분해해서 적분하기

8–11. 다른 방법들

II. 대수 미분의 적분

12–14. 방법의 원리 - 첫 번째 응용

15–16. 이항의 미분 - 적분가능한 경우 - 점화식

17–18.
∫
f(z,

√
Ax2 + 2Bx+ c)dx의 적분

19–20.
∫

dx√
Ax2+2Bx+C

에의 응용

22. f(x,
√
ax+ b,

√
cx+ d)dx의 적분

23–32. 초타원 적분의 축소

33–40. 타원적분의 축소

III. 초월함수의 적분

41. eax의 유리함수

42–46. sinx와 cosx의 유리함수

47. x, eax, · · · , sinαx, cosαx의 전해석함수

48. 적분
∫
R(x)enxdx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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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x와 logx의 전해석 함수 ; x와 arcsinx의

전해석 함수

제 2장. 정적분

I. 일반화된 정적분

50–57. 정적분 개념의 확장 – 적분이 결정되는

경우

58. 정적분의 성질

59.
∫ b
a
f(x)dx = F (b)− F (a)−∆

60. 부분적분

61–63 변수변환 (치환적분)

64. 급수의 적분

65–67. 적분의 순서바꿈에 대한 정리의 예외 –

대수방정식의 근의 존재

68–72. 반전이 가능한 경우

II. 중적분

73–78. 상적분과 하적분 – 그것들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

79. 이 적분들의 성질

80–83. 변수변환

84–85. 적절히 말해진 적분

86–89. 그들의 계산은 간단한 적분열의 계산이

된다.

90–91. 적분이 유한이고 구해지는 경우

III. 정적분의 계산

92.
∫ b
a

dx
x−α−βi 의 계산

93.
∫ b
a
f ′xdx
1+f2x

의 계산

94.
∫ π

2
0

sinm xdx의 계산 – 월리스의 공식

95. 수 e는 초월적이다.

96–97. 수 π는 통약불가능이다.

98–99.
∫∞
0

sin x
x
dx의 계산

100–103. 정적분의 상극한과 하극한 – 예

104–107. 급수 전개 –
∫ Φ

0
dψ√

1−k2 sin2 ψ
에의 응

용

108–110. Landen의 변환

111–115. 오일러 공식

116–125. 보간법 – Cotes, Gauss, 사다리꼴, 심

슨의 방법들

IV. 기하학적 응용

126–128. 곡선의 길이 구하기 – 사이클로이드,

포물선, 타원

129–131. 평면 넓이 – 쌍곡선, 포물선, 사이클로

이드

132–134. 간단한 적분으로 넓이 나타내기

135–136. 극좌표에서 그것의 표현

137. 곡선 표면의 넓이

138–139. 나선면 – 토러스 (원환면)

140–141. 정규곡면 – 쌍곡포물면

142–144. 타원면의 넓이

145–146. 부피 – 옆면이 주면인 경우

147–148. Viviani의 둥근 천장 (아치) – 타원면

149–151. 일반적 부피 – 그들은 이중적분으로

나타내진다. 적분
∫ cosNR

r2
dσ의 값

152–154. 질량 – 중심 – 관성 모멘트

제 3장. 정적분으로 나타내진 함수

I. 정적분의 미분

155–157. 적분이 연속인 경우 – 불연속 적분의

예

158–160. 기호
∫

하에서의 미분

161–162. 전미분의 적분

163.
∫∞
0
e−x

2

dx의 계산

164.
∫∞
0
y2ne−ay

2

dy의 계산

165.
∫∞
0

cos 2by e−ay
2

dy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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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0
e
−x2− a2

x2 dx의 계산

167–169.
∫∞
0

eix√
x

의 계산 – Fresnel의 적분

170–171.
∫∞
0

e−αx−e−βx

x
의 계산 – 코시의 적분

II. 오일러 적분

172–173. 적분 Γn – 무한곱으로 표현

174. Γ(n+ 1) = nΓn

175–182. logΓn을 정적분으로 나타내기 – 그것

의 급수전개

183–185. 베르누이 정리

186–187. 적분 B(p, q)

188–189. 디리클레의 적분

III. 포텐셜

190–191. 포텐셜의 정의 – 라플라스 방정식

192–199. 내부점 경우 – 푸아송방정식

200. 밀도가 일정할 때 적분으로 나타내기

201–204. 타원면의 끄는 힘

205–207. 곡면의 포텐셜

208–211. 조화함수의 성질 – 그린정리

212–214. 구면에 대한 디리클레 문제의 풀이

제 4장. 푸리에 급수

I. 푸리에적분

215–220. 제 2평균값 정리

221–223. 뒤보아-레이몽 정리

224–226. n = ∞에 대한
∫ b
a
f(β) sinn(β−x)

β−x dx

의 극한 - 푸리에적분

227–228. n = ∞에 대한∫ 1

−1
f(α)[X ′

n +X ′
n+1]dα의 극한

II. 삼각급수

229–230. 급수의 계수 구하기

231–232. 급수의 합

233–235. 다른 전개들

III. 라플라스 함수

236–238. 함수 Yn의 정의와 성질

229. 두 각도함수를 함수 Yn의 급수로 전개하기

240–244. 급수의 합

245-247. 다항식 Xn의 급수로 전개하기

248–251. 하이네 전개

제 5장. 복소적분

I. 일가함수의 적분

252–255. 임계점에 접하는 또는 무한대까지 뻗

치는 직선을 따라 취해진 적분

256. 임계점을 감싸는 원호를 따른 적분

257–262. 극 – 본질적 특이점 – 임계선 – 대수적

및 로그적 임계점

263–264. 로랑급수

265. 푸리에급수

266. 고립 임계점 주위에서의 전개

267–272. 잉여정리 - 정적분에 대한 코시의 방법

−
∫∞
0

xα−1

1+x
,
∫∞
−∞

eix

a+x2
dx,∫∞

−∞ e−t
2

cos 2αt dt에의 응용

273–277. 함수 Xn에의 응용

278–281. 정적분의 불연속성. Hermite 방법

II. 코시적분

282–285. 적분
∫
φ(z) f

′(z)
f(z)

dz의 값. 대수방정식

에의 응용

286. 라그랑주 방정식

287–290. 다변수해석함수의 영에 대한 바이어슈

트라스의 정리

III. 일가함수에 대한 일반적 정리

291–192. 본질적 특이점을 갖지 않는 함수는 유

리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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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모듈이 유계인 함수는 상수이다.

294. 모든 본질적 특이점은 부정점이다.

295–297. 주어진 영을 갖는 전해석함수 만들기

298. 유리형함수는 두 전해석함수의 몫이다.

299–301. Mittag-Leffler 정리

302–303. 임계점들이 대수적인 함수에 대한 정리

제 6장 타원함수

I. 주기

304–307. 균등함수는 두 개 보다 많은 서로 다른

주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의 비는 실수가 될

수 없다.

308. 선형치환 – 동치 (관계)

309–312. 기본 치환 – 치환으로 유도 – 주어진

행렬식에 대한 나머지의 수

313. 행렬식의 6 개 부류의 치환. 기본 치환들의

곱으로 그들을 분해하기

314–317. 주기 평행사변형 – 주 주기

II. 타원함수에 대한 일반적 정리들

318–319. 유수의 합은 0이다. – 극과 영의 관계

320. 타원함수는 그것의 극과 영에 의해 거의 상

수 인수 만큼의 차이로 결정된다 ; 그것의 극과

전개의 무한 부분에 의해 거의 상수로

321–324. 두 타원함수가 대수적으로 놓여지기

위한 조건 – 함수와 그의 도함수의 관계

III. 함수 Pu, ζu, T u

325–326. 정의 – 주요 성질들

327–329. 편각에서 주기에 더하기 – ω1, ω2, η1,

η2, · · · 사이의 관계

330–333. Pu와 P ′u사이의 관계 – P ′′u,

P ′′′u, · · · 을 Pu와 P ′u로 나타내기 – Pnu,

PnuP ′u를 Pu와 그의 도함수로 나타내기

334–340. 불변식에 의해 정의된 함수 Pu. 주

주기 ω1, ω2, ω3 와 상수 η1, η2, η3 의 결정

341–345. 특별한 경우 : 실수 J > 1: 실수 J < 1;

J = 1; J = 0.

346–348. 타원함수의 표현 : 1◦ 함수 σ의 몫에

의한 ; 2◦ ζ와 그것의 도함수에 의한 ; 3◦ Pu와

P ′u에 의한

349–351. P ′u와 Pu의 표현 – 함수들 σ에 의

한 Pv – 3 개의 항을 가진 방정식

352. 합의 공식

353–360. 곱에 대한 공식 – 함수 ψnu

361–363. 다른 곱의 공식

IV. 함수 σαu, σαβu

364.
√
pu− eα의 표현

365–368. 상수 U1, U2, U3. 주기를 변화시킬 때

그들의 변환

369–370. 함수들 σαu – 반주기 또는 주기에 더

하기

371. 함수들 σα0u, σ0αu, σαβu

372–376. 함수들 snu, cnu, dnu. 그들의 기본

성질들 – 합의 공식

V. 함수들 θ(v), θα(v)

377–383. 그들의 정의 – 그들의 급수표현

384–385. 반주기와 주기의 더하기

386–387. θ(v), θα(v)에 의한 σu, σαu, ζu, pu

의 표현

388–391. 상수 η1, ω1, eα, Uα, g2, g3, ∆, J의

계산 – θ′(o), θ1(o), θ2(o), θ3(o)사이의 대수적

관계들

392–394. 타원함수의 실용적 계산

395–396. θ(v), θα(v)의 무한 곱 표현

397. 곱 φ(τ), φα(τ). 이 곱들로 상수 eα, g2, g3
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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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ζu, pu, p(u + ωα), η1, ω1, e1, e2, e3, · · ·

의 급수 표현

399– 400. 함수들 θ를 주기의 변화로 변환시키기

VI. 제 2종과 제 3종의 주기함수

401–402. 곱하는 수, 극, 그리고 영 사이의 관계

403–411. 제 3종 함수 만들기

412–415. 제 2종의 함수

416–419. θ
′(o)θ(v+s)
θ(s)θ(v)

의 급수전개

420–423. θ
′(o)θα(v+s)
θ(s)θα(v)

, 등의 전개

424. d log θ(v)
dv

, d log θα(v)

dv
, ζu, pu, p(u + ωα)의

전개

425. η1, ω1, eα등의 전개

426. 수를 4개의 제곱으로 분해하기

VII. 매개변수에 대한 도함수

427–423. 주기에 대한 도함수 – 연산 D – σu,

σαu를 만족시키는 방정식

434–435. ψα(u)를 만족시키는 방정식

436. g2, g3 에 대한 도함수

437. ∆, J , v에 대한 도함수

438–439. J의 함수로서 ωα, ηα, τ가 만족시키는

미분방정식

440–444. J와 τ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습 ; 모듈

라 함수

445–449. 곱 φ(τ)에 대한 변환

450–454. 곱 φα(τ)에 대한 변환. J와의 관계

455–456. 함수 φαβ에 대한 변환. J와의 관계

457. 다른 모듈라함수

VIII. 나누기

458–460. 편각의 나누기

461–472. 주기 나누기 – 모듈라 방정식

IX. 변환

473–474. 문제의 변형

475. 첫 주기를 α로 나누기

476–477. 홀수로 나누기

478. J와 J사이의 방정식

479–482. 다른 모듈라 방정식 – M. Kiepert 방

정식

483–484. Jacobi 관계

485. p 2ω1
n

, · · · , pmω1
n

에 대한 대칭함수의 계산

486–488. 복소 곱 – 주기 사이의 관계

489–490. 특이 모듈은 대수방정식이다.

491. 방정식 Fn(J, J) = 0의 인수 분해

X. genre 1의 아벨미분의 적분

492–493. 타원함수의 적분으로 변형

494–495. 적분이 대수적 또는 로그적인 경우

496–497. 타원적분의 반전

498–501. 오일러방정식

502. 퐁슬레 다각형

503–504. 삼차 평면의 성질

제 7장. 아벨적분

I. 리만곡면

505–507. Lueroth 정리

508–509. 리만곡면

510–516. 연결성에 대한 정리들

517–521. 곡면에 놓이는 닫힌 경로의 변형

522. 레트로 단면의 수

II. 아벨적분 – 주기성

523. 리만곡면에서 정의된 함수

524–527. 적분
∫
Fdz,

∫
PdQ

528. 모든 리만곡면에서 synectic한 함수는 상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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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30. 균등 함수

531–534. 아벨적분 – 순환 주기 – 극 주기

535–540.
∫
k
PdQ,

∫
k
I ′dI의 계산

541–546. 아벨정리

III. 아벨적분의 변형

547–550. 첫 순환주기, 임계점의 위치와 성질을

알고 아벨적분을 만들기

551–552. 제 1종 적분

553–560. 제 2종 적분, 리만-Roch 정리 – Jacobi

미분방정식

561–562. 제 3종의 기초 적분

IV. 반전

563–569. 문제의 기술 – 아벨함수의 진행에 대한

탐구 – 미결정점

570–571. 함수 Θ(v1, · · · , vp)

572–577. 함수 θ(z) – 그것의 영의 수와 위치 – θ

가 항등적으로 0인 경우

578–579. 주어진 p 개의 영을 갖는 함수 θ 만들기

580–582. 반전문제의 풀이

583–585. 제 3종과 제 2종의 기초 적분을 함수 θ

로 나타내기

목차의 끝

5 결론

함수의 정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금씩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변하는 양들이 그들 중 하나의 값이 주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의 값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양들이 독립변수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그들 중 하나로

표현된 것으로 보통 생각한다. 그리고 이 독립변수로 표현 된 다른 양들은 우리가 이 변수의

함수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코시가 함수를 정의한 것을 따라 Sturm도 비슷하게 함수를

정의하였다. 그러나 Sturm은 조금 더 진전된 아래와 같은 정의를 보였다.

“한 변수의 연속된 값들이 어떤 규칙을 따르면서 다른 변수에 의존할 때 앞의 변수를 뒤의

변수의 함수라고 한다. 둘 중 하나의 값을 변화시키는 것이 다른 것의 결정된 값에 대응될 때,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식으로 표현되지 않았어도, 함께 변하는 두

양은 하나가 다른 것의 함수라고 볼 수 있다.”

Jordan은 1판에서는 “두 변량 x와 y가 어떤 관계에 의해 서로 연결이 될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독립변수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변수를 그 변수의 함수라고 한다. 좀 더

일반적으로, m + n개의 변수 x, y, z, · · · 이 m개의 관계에 의해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하자.

우리는 이 양들 중 n개를 독립변수로 선택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함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2판에서는 집합을 사용하며 “x, y, · · · 이 독립변수이고, 집합 E의 각 점 (x, y, · · · )

에 다른 변수 u의 값이 대응되면 이 관계가 u를 집합 E에서 x, y, · · · 의 함수로 정의한다”고

하였다.

극한에 대하여는 코시가 “한 변수에 연속적으로 부여된 값들이, 원하는 만큼 작게 차이가

나게 끝나도록, 고정된 한 값에 한없이 (indefinitely) 접근할 때, 이 값을 모든 다른 것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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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이라고 부른다.”고 하였고, Sturm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하였으나, Jordan은 수열의

극한을 사용하며 정의하였다.

연속함수는 코시가 “주어진 두 한계 사이에서 변수 x의 무한히 작은 증분이 항상 함수 자신의

무한히 작은 증분을 만들어 내면, 함수 f(x)는 주어진 한계 사이에서 x에 대해 연속이다.”

고 하고, Sturm의 책에서는 연속함수의 정의가 보이지 않았다. Jordan은 오늘날의 정의와

똑같이 1판에서 “양 ϵ이 아무리 작더라도, −η와 +η사이에 포함된 모든 h 값에 대해

f(a+ h)− f(a) < ϵ

이 되는, 두 번째 양 η를 항상 결정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함수 y = f(x)가 값 x = a에 대해

연속이라고 말한다” “함수 f(x)가 x = a부터 x = b까지의 구간에 포함된 모든 x값에 대해

연속이면 x = a부터 x = b까지 연속이 될 것이다. a를 포함하고 그 안에서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결정할 수 있으면, 함수가 값 a의 근방에서 연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다변수함수의

연속도 마찬가지로 정의하였다. 2판에서는 더 나아가서 균등연속도 정의하였다.

목차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면, Cauchy의 Cours d’Analyse에서는 실함수와 복소함수들의

특정한 성질들과 급수의 수렴, 발산을 중요하게 다루고, Resumé…에서 오늘날 미분적분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Sturm의 책은 두 권으로 나누어 오늘날 다루는 미분적분학의 내용과 미분방정식과 변분을

다루었다. 특히 곡선과 곡면과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해석학이 기하학과 역학에 중요하게 응용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Jordan의 책은 1판에서는 곡선과 곡면에의 응용을 많이 다루며 몇 년 간 가르친 미분적

분학의 내용을 다루었으나, 2판 1권에서는 오늘날 해석학개론과 복소함수론의 내용을 많이

포함하며, 급수, 기하학적 응용을 많이 다루고, 2권에서는 많은 특이한 함수들의 적분과 적분의

기하학적 응용뿐만 아니라 푸리에급수와 복소적분, 타원함수, 아벨적분까지 다루며 당시에

발전된 이론을 많이 포함시키며 1판의 내용과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당시의 해석학교재에는 미분적분학, 미분방정식, 미분기하를 주로 포함하며,

기하학과 역학에의 응용을 많이 다루었고,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밝혔으나, 오늘날 해석학의

틀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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