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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리에 급수의 부분합, 푸리에 계수를 이용한
 -수렴성 결과들의 재해석과 그 소계보


조선대학교 수학과 이정오
jolee@chosun.ac.kr
본 논문에서는 푸리에 급수의  -수렴성에 대한 20세기 초부터 중반(W. H.
Young부터 G. A. Fomin)까지 고전적인 연구 결과를 고찰하고 연구자들의 소계보
를 조사한다. 푸리에 급수 부분합의 수렴성 문제를 동치관계인 푸리에 계수 성질을
이용하여 수렴성을 보인 결론들의 상호 연계성을 재해석한다.
주제어 : 푸리에 급수의 부분합, 푸리에 계수, 푸리에 급수의  -수렴성,




0. 서론

그림 1

수학의 이론 중 여러 학문분야에서 푸리에 해
석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론은 그리 많지
않다. 푸리에 해석(Fourier Analysis)의 광의 의
미는 표현이론, 조화해석부터 국소 푸리에 해석
(Local Analysis), 미국소 해석(Microlocal
Analysis)까지 포괄하고 협의 의미는 푸리에 변
환, 푸리에 급수 수렴성만을 의미한다.
협의 의미인 푸리에 급수 수렴성의 관점에서
보면 ‘주어진 임의의 함수   를 어떤 의미로
표현’하는가를 논하는 것이 주된 문제이다. 그림
1은 주어진 삼각파 함수
             --- (a)
에 대해 푸리에 급수의 부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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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b)  , (c)  , (d)  , 그리고 (e)  일 때 본래 함수 (a)에 점차 빠르게 수
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다.  -공간에서 노름(norm)에 대한 수
렴성을 보이는 것은 부가적인 가정이 필요하다.[7]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위해 1913년 윌리엄 헨리 영을 시작으로 바나흐 공간인  -공
간에서 푸리에 급수의 부분 합이 주어진 본래 함수에 수렴하는 문제와 동치관계인 푸
리에 계수의 특징을 이용하여 수렴 결과를 얻기 시작했다.
본 논문에서는 1장에서 숫자의 합, 프랙탈 관점, 급수의 문제에서 부분 합과 전체의
합의 유사성을 알아본다. 2장에서는 푸리에 급수의 부분 합이 본래의 함수에 수렴하
는 문제를 푸리에 계수의 특징을 이용하여 보인 결과를 고찰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얻은 영, 콜모고로프, 시던, 테라코브스키, 포먼 등 여러 연구자들의 소계보를 조사 고
찰한다. 결론으로 3장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푸리에 급수의  -수렴성 결과
들을 서로 비교하여 그 특징을 재해석한다.




1. 부분과 전체의 관계성
여러 학문분야에서도 부분과 전체의 관계성은 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대 물
리학 발전에 절대적 공헌을 한 20세기 물리학자 중에는 1)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있
다. 그의 자서전 2)“부분과 전체”에서 ‘부분이 모여 전체가 되며, 전체가 나뉘어 부분
으로 환원’된다는 원자론의 기본 철학인 부분과 전체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즉 ‘부
분이 조화를 이루어 전체를 만들고 전체가 분해되어 부분을 만든다.’는 우주(Cosmos)
의 조화된 질서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20])
(1) 부분 합을 이용한 숫자의 전체 합
부분을 합하여 전체 합을 구하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성을 숫자의 합에서도 알 수
있다. 지도 제작자였고 수학자였던 독일의 젬마 프리시우스(Gemma Frisius)는 1540
년경 먼저 부분 합을 구한 다음 전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그가 쓴 “산
1) 1901년 독일출생, 뮌헨대 졸업 1925년 「불확정성의 원리」발표 1927년 라이프치히대학 최
연소 교수 1932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막스플랑크물리학연구소장 등 역임.
2) “Der Teil und das Ganze" 양자역학의 핵심이론인 불확정성 원리를 이끌어낸 베르너 하이
젠베르크의 1959년 자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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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책에서 부분 합과 전체 합을 설명하였다. 그림 2처럼 더하고자 하는 수
중 가장 큰 수를 맨 위에 두고 일의 자리부터 차례로 부분 합을 구하고 그 부분 합
을 모두 더하여 전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15])
4329
245
(2) 프랙탈
376
20
13
부분이 전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부분을 관찰하여 전체를 가늠
할 수 있다는 관점은 우리주변의 자연을 관찰하면 얻을 수 있는 지혜의 48
아이디어이다. 그림 3의 고사리 잎과 단풍나무 잎은 일정부분이 전제를 4950
닮아 부분의 섬세한 관찰은 전체를 가늠하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부분
그림2
이 전체를 설명하는 좋은 예가 바로 3)프랙탈이다.
술

4)

5)

그림 3
프랙탈은 자기 유사성(Self-Similarity)과 순환성(Recursiveness)의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프랙탈 기하학은 과학, 공학, 컴퓨터 예술에 응용되기도 한다. 아래 그림 4의 피
타고라스 나무와 칸토어 먼지는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부분이 모
여 전체를 나타내고 전체는 부분으로 다시 분해될 수 있는 프랙탈 기하학의 아름다움
이 담겨져 있다.([10],[11],[13])

3) fractal이란 '파편의', '부서진'이라는 뜻의 라틴어 'fractus'에서 유래, 1975년 프랑스 수학자
베노이트 B. 만델브로트(Benoît B. Mandelbrot)가 만들었다.
4) Fernbrake <IFS Builder 3d에 의해 생성> 출처: http://www.afractal.com.
5) Maple Leaf <IFS Builder 3d에 의해 생성> 출처:http://www.crazy-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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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 무한급수
급수의 기원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기원전 250년경 무한등비급수의 합
을 구한 기록에서 비롯된다. 함수의 무한급수 전개 개념을 14세기에 인도의 수학자
마다하바(Madhava)가 최초로 정의하였다. 그는 삼각 함수의 테일러급수 등 여러 무한
급수를 발견하였고 그 후 케랄라 학교의 제자들과 후학들은 16세기까지 다양한 다른
급수의 전개로 그의 연구를 더욱 확장하였다. 17세기 스코트랜드의 수학자 제임스 그
레고리는 무한급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매클로린급수를 발표하였다.([16])
무한급수의 수렴여부는 그 급수의 부분 합들이 수렴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
해오고 있다. 즉 무한급수   의 첫째항부터 제 항까지의 부분 합이
∞

 





      ⋯  







일 때, 부분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   ⋯ 이 일정한 값  에 수렴 즉,






∞

lim  lim    

→∞

→∞  

이면 무한급수   은  에 수렴한다고 한다.
부분 합을 이용한 무한등비급수의 수렴성을 프랙탈 기하학에서 고려해보자. 그림 5
에서 길이가  인 선분  개로 만든  모양의 도형을  이라 하자. 도형  의 위쪽에
있는 선분의 양 끝에 길이가  인 선분  개로 만든  모양의 도형을 붙여 도형  을
만든다.
∞

 









- 56 -

이종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형

의 가장 위쪽에 있는 각 선
분의 양 끝에 길이가    인 선
분  개로 만든  모양의 도형
을 붙여 도형  을 만들 때, 도
형  을 이루는 모든 선분의 길
이의 합을  이라 하자.






그림 5
이 때,

lim 

→ ∞





의 값을 구해 보면

  ⋅    ⋅ 



 



  ⋅       ⋅ 


⋮


  ⋯



  ⋅   ⋅     ⋅ 



이다. 그러므로

lim 

→ ∞





 


⋅ 


의 값은 첫째항이  이고, 공비가  인 무한등비급수이다. 즉,

 
lim   

→ ∞
 


([16],[17],[18],[19])
(4) 푸리에 급수의 부분 합

푸리에 급수의 수렴성의 중요한 논제중 하나가 바로 ‘부분 합이 본래의 함수에 어
떤  의 의미로 수렴하느냐’이다. 즉
          , →∞
이다. 우선    경우를 살펴보면  -공간에서는 수렴성을 항상 보장한다.
예컨대, 그림 6의 (a)는    에서 정의된   
함수이고 이 함수를 푸리에 급수로 표현하면
)톱니파
sin  
--- (ㄱ)
    


이고 (ㄱ)의 부분 합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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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이다. 부분 합 (ㄴ)에  이 3, 5, 14인 경우를 그래프
로 나타내어보면   인 경우의 부분 합  는 (b)이
고,   일 때 부분 합  는 (c)이다. 또한 (d)의 경우
는   일 때 부분 합으로 본래 함수 모양에 비슷하
게 수렴해 가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sin  







그림 6
한편,  -공간에서 수렴성을 보이는 것은 매우 복잡한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계수족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렴성을 보인 고전적인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푸리에 급수의 부분합 수렴조건과 동치관계를 이용한  -수렴성의
20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결과들과 그 계보


바나흐  -공간에서는 적분 가능한 복소함수가 일반적으로 노름에 대하여 수렴성
을 보장하지 못한다. 결국 푸리에 계수 족  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렴성을 보이
는 문제로 귀결된다.  -수렴에 관한 문제는 푸리에 계수들의 성질들을 찾는 문제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건 (d)와 동치관계인 (e)를 이용하여 푸리에 급수
의 수렴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 →∞ ------------ (d)

   log       → ∞ ------------ (e)
(d)의 의미는 결국 lim          이다.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규명하기위








→ ∞





한 20세기 초부터 중반까지의 결과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수렴성 연
구를 진행한 푸리에의 후학들을 약술하여 소개한다. 또한, 이들의 소 계보를 정리 한다.


(1) 윌리엄 헨리 영 (William Henry Young)
6

) (a)    이고 (b), (c), (d)는 각각 푸리에 급수의 부분합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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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래프 인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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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영국 런던에서 1863년 태어났다. 그는 르베그 보다 비
록 2년 뒤에 르베그 적분을 발견하였지만 그가 정의한 측도와
적분방법은 독자적인 내용이었다. 스위스에서 1942년 작고하기
전까지 주로 푸리에 급수와 직교급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특히, 1913년 런던 수학회에 발표한 ‘유계함수의 푸리에 급
수에 관하여’ 라는 논문은 본래 함수에 푸리에 급수의 부분합
의 수렴성 문제를 계수의 특징을 찾는 문제로 귀결시킨 논문
7)W .H. Young 으로 평가되고 있다.([12],[13],[14])
윌리엄 헨리 영은 1913년 약 30페이지에 달하는 비교적 장문의 논문을 런던 수학회
에 정리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만약   이 볼록인(  ≧  ) 영 수열이라

   cos  는 이것의 합  의 푸리에 급수이고 (d)는
하면 코사인급수 

 log       → ∞ --------- (f)
와 필요충분조건이다⌟ 이었다.([4])
(2) 콜모고로프 (Andrei Nikolayevich Kolmogorov)
∞
 





∞








콜모고로프는 1921년과 1922년 연달아 푸리에 급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아 당시에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1925년
그는 스승 루진(Luzin) 지도아래 연구를 시작 모스크바대학
에서 학위를 받았다. 1930년 독일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는
등 국제적인 학문교류에도 기여하였다. 현재 그는 러시아의
저명한 수학자 중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9],[13],
[14])
)콜모고로프
콜모고로프가 1923년 당시 발표한 정리는 ⌜만약      n → ∞ 이고 급수
     (단,                ⋯ )

   cos  는 이것의 합  의 푸리에 급수이고 (d)는
이 수렴하면 코사인급수 

(f)와 필요충분조건이다⌟ 이었다.([1])
8



∞















  



∞





7) 사진출처 : http://www-history.mcs.st-andrews.ac.uk.
8) 사진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Andrey_Kolmogo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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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몬 시던 (Simon Sidon)
9)

시몬 시던의 학문 소계보
Carl Friedrich Gauß
1799
Christoph Gudermann
1 41
Karl Theodor Wilhelm
Weierstraß
1 54
Hermann Amandus
Schwarz
1 4
Leopold (Lipót) Fejér
1902
Simon Sidon

시던은 헝가리 수학자로 1635년에 설립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대학 중 하나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부다페스트 종
합대학(Eötvös Loránd University)에서 1902
년 그의 스승이었던 헤르만 슈바르츠(Hermann
Schwarz)로부터 16명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수론에는 시몬 시던의
이름을 딴 시던 수열과 시던 집합이 있다.
한편, 시몬 시던의 스승 헤르만 슈르츠는 헝
가리의 대수학자 레오폴트 페예르(Leopold
Fejér)의 제자였다.([8],[13],[14])

8

8

86

?

시몬 시던은 1939년 런던 수학회에 ⌜두 수열
과  
 
∞
 

∞
 

이 모든  에 대하여   ≦  이고     이 수렴한다고 하자. 만약
∞



∞

 

이면 코사인급수





   



∞


 cos 

  







 



    ⋯

은 이것의 합  의 푸리에 급수이다.⌟를 발표하

였다.([2])
(4) 테라코브스키(Sergei Aleksandrovich Telyakovskii)
테라코브스키는 스테클로프 수학연구소의 함수론학과에서 수리물리학자중 수석과학
연구원 교수로 2009년 현재 재직중에 있다. 올해 스테클로프 수학연구소는 설립 75주
년으로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의 연구 분야는 함수의 유계변동, 극값의
성질들, 특별한 삼각급수, 함수의 근사 등이며 연구가 활발하다.
9) Mathematics Genealogy Project 자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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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클로프 수학연구소(Steklov Mathematical
Institute)는 단일 수학 연구소로는 세계
최고 규모를 자랑한다. 수학 관련학과는
13개 학과로 현재 140명의 수학교수들
이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테라
코브스키는 스승 스테츠킨 교수에게
1959년 학위를 받았고 1998년 러시아
기초연구기금(RFFI)의 최고과학 인기논
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9],[12],[14])
테라코브스키는 1973년 시던의 충분조건에

10) Steklov Mathematical

nstitute

I

관한 연구를 하면서 ⌜만약   이 수렴하고

,

∞

 



   ≦    → 

을 만족하는 단

조감소수열   이 존재하면 영 수열   는 S족에 속한다.⌟라는 조건을
‘Sidon의 조건’ 이라고 재정립하였다. 그는 시던의 충분조건에 관한 연구결과인

   cos  은 이것
⌜수열  
이 시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코사인급수 

∞
 

∞
 



∞
 

∞





의 합  의 푸리에 급수이고 (d)는 (f)와 필요충분조건이다.⌟을 발표하였다.([3])
(5) 포민(Fomin Grigorii Alekseevich)과 테라코브스키
두 사람은 1975년 러시아 스테클로프 수학연구소(Steklov Mathematical Institute)
학술지에 러시아어로 다음 정리를 ⌜   을 준 단조감소수열이라 하자. 만약 코
∞
 

사인급수

∞


 cos 

  



가 이것의 합  의 푸리에 급수이면 (d)는 (f)와 필요충분

조건이다⌟ 발표하였다.([6])
(6) 포민(Fomin Grigorii Alekseevich)
10) 사진출처 : http://www.mi.ra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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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민(Fomin Grigorii Alekseevich)은 현재 러시
아 수학자로 러시아의 칼루가(Kaluga)주의 주도
에 위치한 칼루가 국립 교육대학(Kaluga State
Pedagogical University)교수이다. 수리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푸리에 급수의 수렴성과 총합
가능성, 직교 급수의 성질등에 관한 수렴성등을
11) Kaluga State Pedagogical 주로 연구하고 있다.([11],[12],[13])
University
포민은 1978년 ⌜      → ∞ 이라 하자. 만약    ≦  에 대해 급수



∞



        · · · ·








   cos  는 이것의 합  의 푸리에 급수이고 (d)는
이 수렴하면 코사인급수 

(f)와 필요충분조건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5])


∞



(7)





-수렴성 연구자 소계보([8],[9])

20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푸리에 후학들 중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은  -수렴성에
관한 연구자 소계보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11) 사진출처 : http://www.kspu.ar.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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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성에 관한 연구자 계보

William Henry Young 1913

Andrei Nikolayevich Kolmogorov 1923
Simon Sidon 1939
Sergei Aleksandrovich Telyakovskii 1973

Fomin, Telyakovskii

1975

Fomin Grigorii Alekseevich 197

8

3. 결론 ; W.H. Young 부터 G.A. Fomin 까지  -수렴성 정리들의
상호 관계성과 특징에 대한 재해석


결국, 고전적인 연구 결과들은 푸리급수의  -수렴성은 푸리에 계수로 이루어진
수열에 대한 부가적인 가정을 통해 수렴성을 보이고 있다. 20세기 초 W. H. Young부
터 20세기 중반 G. A. Fomin까지 결과들에 대한 상호 관계성과 특징을 재해석하고자
한다.([9])
먼저, 13)W. H. Young이 1913년 발표한 정리는 결과적으로 영 수열 a  의 푸리에 계
수  이   ≧  인 볼록 계수를 만족하면
          , →∞
와 (f)가 서로 동치관계임을 보인 의미 있는 논문이었다.


n

∞
n











12) Mathematics Genealogy Project 자료 [8].
13) Young, W. H. On the Fourier series of bounded functions, Proc. London Math. Soc. 12
(3) (1913), 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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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콜모고로프는

모스크바대학에서 스승 루진(Luzin)으로부터 1925년 학위를 받기
이전에 1921년부터 시작한 푸리에 급수에 관한 몇 가지 연구 결과 중 하나로 1923년
콜모고로프 조건인 준 볼록 계수
∞





     

가 수렴하면          , →∞
와 (f)가 서로 동치관계임을 보인 결과를 내놓았다. 이 결과는 W. H. Young의 볼록
계수를 좀 더 일반화하여 준 볼록 수열 족이 유계변동인 모든 영 수열족의 부분 족
임을 보인 점에서 관심을 받았다.([9)]




한편 15)S. Sidon은 1939년 논문에서 콜모고로프가 일반화한 유계변동인 영 수열족
에 속한   을 제시하였는데 이 결과는 Sidon의 조건을 만족하는 S족은 콜모고
로프의 준 볼록 수열 족을 확장한 경우이다.
∞
 

16)테라코브스키는

1959년 모스크바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1973년 콜모고로프 의해
소개된 준 볼록 계수 족을 포함한 푸리에 계수를 다시  족으로 일반화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테라코브스키 연구는 시돈(Sidon)의 조건을 간결한 동치형태로 나타내어 주
목을 받았다.
17)포민과

테라코브스키는 준 단조계수를 가진 푸리에 급수에 대한 유사한 결과를
얻어 1975년 소개하였다.
18)G.

A. Fomin은 테라코브스키와 공동연구를 진행한 3년 뒤에 테라코브스키가 발
표한 1973년 정리를 더욱 일반화한 연구결과를 1978년에 발표하였다.
14) Kolmogorov, A. N. Sur l'ordre de grandeur des coefficients dela serie de Fourier-Lebesgue,
Bull. Internat. Acad. Polon. Sci. Lett. CI. Sci. Math. Nat. Ser. A Sci. Math. (1923), 83-86.
15) Sidon, S. Hinreichende Bedingungen fur den Fourier charakter einer Trigonometrischen Reihe.
J. London Math. Soc. 14 (1939),158-160.
16) Telyakovskii, S. A. Concerning a sufficient condition of Sidon for the integrability of
trigonome tric series, Math, N otes 14 (1973), 742-748.
17) Fomin, G. A. and Telyakovskii, S. A. On the convergence in L metric of Fourier series.
with quasi-monotone coefficients, Trudy Math. Inst. Steklov. 134 (1975), 310-313.
18) Fomin, G. A. A class of trigonometric series, Math. Notes 23 (1978), 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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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cerns with partial sum of Fourier series, Fourier coefficients and the
 -convergence of Fourier series.
First, we introduce the  -convergence results. We consider equivalence relations of
the partial sum of Fourier series from the early 20th century until the middle of.
Second, we investigate the minor lineage of  -convergence theorem from W. H.
Young to G. A. Fomin. Finally, we compare and reinterpret the  -convergence
theor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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