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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Zeno’s
Paradoxes through Philosophical Investigation
제논의 역설에 대한 철학적 검토를 통한 교육적 시사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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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 philosophical discussions related to the Zeno’s paradoxes in
order to derive the mathematics educational implications. The paradox of Zeno’s
motion is sometimes explained by the calculus theories. However, various philo-
sophical discussions show that the resolution of Zeno’s paradox by calculus is not
a real solution, and the concept of a continuum which is composed of points and
the real number continuum may not coincide with the physical space and time.
This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hyperreal number system of nonstandard
analysis could be another model of a straight line or time and that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Zeno’s paradox was possible by the hyperreal number system. The
existence of two different theories of the continuum suggests that teachers and stu-
dents may not have the same view of the continuum.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real world model used in school mathematics may not necessarily match the stu-
dent’s intuition or mathematical practice, and that the real world application of
mathematics theory should be emphasized in education as a kind of ‘correspon-
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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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교수학에서 제논의 역설은 흥미와 동기유발을 위한 효과적인 소재로서 자주 등장한다.

특히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과서들은 미적분학의 이론이 제논의 역설을 효과적

으로 해소함을 보여줌으로써 수학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종의 교과서 [9]는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의 역설’을 2종의 교과서 [12, 16]는 ‘이분법의 역설’을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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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등비급수의 개념을 통해 오랫동안 수학자들을 괴롭혀온 난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백승주, 최영기 [1]는 등비급수에 의한 제논의 ‘아킬레스와 거북이

의 역설’의 해소는 진정한 해소가 아니며, 그 배경에는 표준해석학과 비표준해석학의 연속

체 이론과 수학 용어의 자생적 의미의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동근 [15, pp.412–

413]은 이분법의 역설과 아킬레스의 역설에 대한 등비급수의 해결에서 학생들이 “작은 값

이지만 계속 더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구할 수 없고 동일한 이유로 아킬레스는 거

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학교수학에서 다루어지는 제논의 역설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과 그에 따른 교육적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논의 역설에 대해 존재하는 철학적 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교육적 시사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제논의 운동의 역설에 대한 미적분학의 설명과 반론들

2.1 제논의 운동의 역설의 종류

Cajori은 제논의 운동의 역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이분법(Dichotomy): 당신은 무한개의 점을 유한의 시간으로 지나갈 수

없다 : 전체를 다 가기 전에 그것의 반을 가야하고, 나머지 반을 가기 위해서는

또 반을 지나가야 하는데, 아무리 이 과정을 계속해도 여전히 ‘반’이 남기 때

문이다.

② 아킬레스(Achilles):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 잡을 수 없다 : 거북이가

간 거리만큼 아킬레스가 갔을 때는 이미 거북이는 앞서 가 있고, 그만큼을 따라

잡으면 거북이는 또 조금 더 나아가 있는 과정이 무한히 계속되기 때문이다.

③ 화살 (Arrow): 화살은 날아가지 않는다 : 한 순간에 화살은 한 점에 위

치하는데, 그때 화살은 정지해 있다. 따라서 모든 점에서 정지해 있으므로 화

살은 날아갈 수 없다.

④ 운동장(Stade): A, B, C의 3개의 열이 아래 그림과 같이 있다. A는 왼

쪽으로 움직이고, B는 정지해 있으며, C는 오른쪽으로 A와 같은 속력으로 움

직인다. B에 대한 A의 속력은 C에 대한 A의 속력의 두 배이다. 따라서 한 순

간이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행하는 과정(passage)이 될 수 없다 [10, p.24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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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aradox of Stade [10, p. 245]

본 연구는 학교수학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아킬레스’, ‘화살’의 역설에 한정하여 논의하

고자 한다. ‘이분법’은 학교수학의 주제와 관련이 깊지만 ‘아킬레스’의 패러독스와 그 논의

양상이 유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2.2 ‘아킬레스’의 역설에 대한 등비급수의 설명과 반박—task와 super task

제논의 역설 중 ‘이분법’과 ‘아킬레스’의 역설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무한급수의 수렴 개념이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다음의 ‘아킬레스’의

역설을 생각해보자.

거북이가 아킬레스보다 100m 앞에 서서 출발하고, 아킬레스의 속력은 거

북이보다 10배 빠르다고 하자.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위치했던 자리에 도달했을

때 거북이는 10m 더 앞에 있다. 그리고 아킬레스가 또 거북이가 있던 자리에

도달하면, 거북이는 아킬레스보다 1m 더 앞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거북이는

아킬레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에 있게 되기 때문에 아킬레스는 결코 거북이를

따라 잡을 수 없다.

수학교과서들은 ‘아킬레스’의 역설을 등비급수의 수렴으로 해소한다. 아킬레스가 처음에

거북이가 있던 자리까지 도달하는 데 t시간이 걸렸다고 하자. 다음에 거북이가 있던 자리

까지 도달하는 데는 t
10 시간이 걸리고 이를 반복하면 아킬레스가 달린 시간은 t + t

10 +

t
100 + · · ·가 된다. 등비급수의 결과는 아킬레스는 10t

9 시간까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지만, 10t
9 시간에 거북이를 따라잡고 이후에는 거북이보다 더 앞에 있게 됨을 말해준다.

그러나 Black [4, p. 93]은 등비급수에 의한 역설의 해소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설명은

“만약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면 언제 그리고 어디서 따라 잡을 수 있는지”

말해주는 것이며, 이때의 ‘만약’은 지나치게 큰 가정이라는 것이다. Black은 무한급수의

합으로 과제의 무한한 수열들을 완료한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따라서

무한급수와 아킬레스의 상황을 대응하는 것이 ‘큰 가정’이라고 주장한다 [21]. Black의 이

러한 관점에 의하면 수학에 의한 ‘아킬레스’의 패러독스의 해소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주장은 task와 super task의 논쟁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super task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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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Thomson [27, p. 1]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아킬레스’의 패러독스의 상황과 같이

“여행을 완료하기 위해 무한한 수의 여행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즉, 어떤 유

한한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무한히 많은 단계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Thomson [27]

은 ‘램프’의 예를 통해 super task에 대해 설명한다. 램프는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켜지고

다시 한 번 누르면 꺼진다고 하자. 처음에 버튼을 눌러 램프를 켰다고 하자. 그리고 1분

후 다시 버튼을 눌러 램프를 끄자. 다음으로 1
2분 후 버튼을 눌러 램프를 켜고, 다시 1

4분

후 램프의 버튼을 눌러 끈다고 하자. 이러한 과정은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 이때, 램프의

버튼을 조작하여 램프가 켜져 있거나 꺼져 있도록 한 시간의 합은 1 + 1
2 + 1

4 + · · ·이 되

어 2에 수렴한다. Thomson은 2분이 지났을 때 램프의 상태에 의문을 제기한다. 램프는

켜져 있는가? 꺼져 있는가? 램프는 무한히 많은 과제를 수행한 후 2분이 되었을 때 켜져

있을 수도 있고 꺼져 있을 수도 있는 모순된 상황에 있다. 따라서 램프의 이 시점에서의

상태는 설명하기 어렵다 [20]. 시간이 수렴한다는 사실은 ‘아킬레스’의 역설과 동일하게

대응되지만, 그 시간의 수렴 값에서 즉, 무한히 많은 과제를 수행한 후인 2분 후의 램프의

상태에 대해 알기 어려운 것이다.

Salmon [20]이 제시한 또 다른 super task의 예를 생각해 보자. 위의 아킬레스의 경주

상황에 추가하여 파리가 한 마리 있다고 가정하자. 이 파리는 경주의 시작 시점에 아킬레

스와 같은 위치에 있고 경주 시작 후에는 아킬레스로부터 거북이까지, 거북이로부터 아킬

레스까지 아킬레스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아킬레스와 거북이 사이를 움직인다. 즉, 거북

이의 속도가 v라면 아킬레스의 속도는 10v이고 파리의 속도는 20v이다. 만약 10t
9 시간이

되었을 때,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는 super task가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

사이를 달리고 있는 파리 역시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나 10t
9 시간 직후에 파리

의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아킬레스보다 두 배 빠른 속도의 파리는 아킬

레스와 거북이 사이를 움직여야 한다는 super task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20].

아킬레스의 super task 즉, 무한히 많은 과제를 유한한 시간에 완료한다는 것을 받아들이

는 경우 여전히 또 다른 논리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따라서 등비급수에 의한 역설의

해소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 된다.

이와 같은 super task와 task의 논의는 두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수학적 이론

이 실제 물리적 세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20]. 수학적 설명은 수학 그 자체 안에서는 타당하지만 물리적인 행동과 대상에 대응시

킴으로써 실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인지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super task와 task의 논쟁, 그리고 super task의 일종인 아킬레스의 패러독스에 대한 논

의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등비급수에 의한 패러독스의 해소가 충분하지 않

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 이동근 [15]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등비급수에 의한 설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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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더 뒤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와 관련한 실제 경험적인 연구 결과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ask와 super task

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철학자들이 아킬레스의 패러독스와 같은

상황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따라서 학생들도 패러독스의 해소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3 ‘화살’의 역설에 대한 순간 속도의 설명과 반박

제논의 ‘화살’의 역설에서 날아가는 화살이 각 순간에 정지해 있다고 말한 이유는 당시의

미적분학의 ‘순간 속도’ 개념의 부재로 설명되기도 한다. 미적분학의 발달로 이제는 날아

가는 화살이 각 순간에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닌 ‘순간 속도’를 가지고 날고 있는 상태라는

설명이 제시되며 ‘화살’의 역설은 해소가 되는 듯하다. 그러나 Salmon [20, 21]은 순간 속

도 개념을 이용한 역설의 해소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순간 속도를 말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적분학에서 어떤 순간 t = a의 순간 속

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a를 포함한 (크기가 0보다 큰) 시간 구간 동안의 ‘평균 속도의 극한’

을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어떤 시간 구간 동안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한 순간’만을 생

각할 경우 순간 속도의 개념은 불가능하며 의미가 없다. 제논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시간의

구간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어떤 ‘한 순간’을 생각했을 때, 화살이 정지해 있다는 것이며

그 결과 화살은 모든 순간에 정지해 있게 되어 결국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적분학의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바로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을 둘러싼 작은

시간 구간 동안의 운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제논의 가정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따라

서 순간 속도에 의한 제논의 역설의 해소는 단지 제논의 가정을 거부한 채로 다른 설명을

제시한 것일 뿐 진정한 역설의 해소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Salmon [21,

p. 24]은 어떤 시간의 구간을 배제하고 단지 한 순간에 대해서 말할 때는 화살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지, 정지한 상태인지에 대해 말할 수 없으며, 우리는 오직 그 순간에 화살이 그

위치에 있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2.4 제논의 운동의 역설과 점–직선, 순간–시간의 관계

제논의 운동의 역설에 대해 Tannery는 제논이 운동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논증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6]. Tannery에 의하면 제논이 하고 싶었던 말은 “만약 공간이 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서, 그가 진정으로 반박하고 싶었던 것은

“공간은 점들의 합이고, 시간은 순간의 합이다”라는 명제라는 것이다 [6, p. 15].

Pythagoras학파는 “점은 위치를 가진 단위”라고 하였다 [6, p. 15]. 그리고 Euclid는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며 “선은 폭이 없이 길이만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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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인 직선과 점들에 대한 이러한 관계는 공간과 시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제논은 바로 이러한 가정을 반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아킬레스’의 패러독스는 시간과 공간이 무한히 분할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전개된

다. 이 패러독스를 통해 제논은 ‘유한한 시간이 무한히 많은 부분들로 분할되는가? 시간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아킬레스가 도달한 위치에 대해 시간의 순간을 대응시킬 수

있는가?’와 같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살’의 패러독스 역시 시간이 순간들

로 구성되고, 어떤 특정한 순간에 화살은 특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시간이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순간은 기간이 없으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 동안

화살이 점유하는 위치에 대해 정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즉, 제논은 ‘화살’의 역설을

통해서도 시간이 순간들로 구성된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시간이 순간들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철학적 논의가 있다. 이 중에 Weyl

[28, p. 92]은 시간을 연속체로 보면서, 연속체 시간에서 한 독립적인 지점은 있을 수 없

다고 말하였다. 시간의 순간들은 흐름 속에서 ‘이행 중인 점’으로서만 존재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감각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닌 시간의 본질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즉, Weyl의

논의에 의하면 연속체로 간주되는 시간에서는 어떤 특정한 고정된 한 순간이 독립적으로

제시될 수 없다. 따라서 Weyl [28, p. 93]은 우리의 직관적인 연속체와 수학의 실수 연속

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역설에서 아킬레스는 거북이가 바로 전에 있던 그 자리까지 온다.

그리고 출발지점에서 순간까지의 시간 구간을 고려한다. 그러나 Weyl의 시간에 대한 설명

을 적용하면 우리는 거북이가 직전에 있던 자리에 아킬레스가 도달하는 그 순간을 뽑아낼

수 없으며, 시간의 연속체 안에서 그 시간을 독립적으로 제시할 수도 없다 [1]. 그런데 우리

는 이 역설에서 이렇게 불가능한 시간의 한 순간을 뽑아내면서 계산을 하였고, 따라서 역설

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Weyl의 시간에 대한 관점은 ‘날아가는 화살’의 역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역시 시간의 연속체 안에서 날아가고 있는 화살의 기간을 배제한

한 순간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뽑아낼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뽑아내서

그 순간에 ‘정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Salmon [21, p. 32]은 시간과 공간을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연속체로서 표현하긴 하지

만, 실제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은 기간이 배제된 순간들로 구성된 연속체가

아닐 수도 있음을 말하였다. 그보다는 매우 작은 기간으로 구성된 어떤 기간들의 이산적인

열로서 시간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면

시간을 순간의 연속체로 가정한 많은 이론들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요약하면, 제논의 이 역설들은 시간의 연속체에서 단일한 순간을 잡아내는 이러한 불가

능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시간이 연속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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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며 수학의 또 다른

연속체 이론으로서 제논의 역설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한다.

3 제논의 역설과 연속체 이론

3.1 제논의 다수의 역설과 비표준해석학

제논은 운동의 역설에 더하여 직접적으로 연속체가 그것의 궁극적인 부분들인 점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다수의 역설’을 제시하였다 [21]. 다음은 Salmon이 ‘다수의 역설’의

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만약 연장(extended things)이 존재하면, 그들은 부분들로 구성되어야 한

다 ; 따라서 부분들이 다수 있다. 게다가, 이 부분들은 또 다시 부분들을 갖는

다. 부분 분할의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부분들이 무한히 많아야만

한다……. 두 가지 어려움이 나타난다. 첫째, 궁극적 부분들은 크기를 갖지 않

아야 하는데, 만약 그들이 크기를 갖는다면 더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연장이 크기가 없는 부분들로 구성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많든지에 상관없이 연장은 크기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번째

어려움이 나타난다. 부분은 크기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크기들을 무한히 많

이 더하면, 그들이 모두 0보다 크기 때문에 무한한 크기가 될 것이다 [21, pp.

13–14].

이 역설은 좀 더 직접적으로 공간이 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순간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고대부터 연속체의 성질로 여겨졌

던 무한분할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제논에 의하면 연속체의 무한분할 결과 어떤 궁극적인

원소에 도달한다. 만약 궁극적인 원소들이 크기가 없다면, 연속체의 크기는 0들의 합이

므로 0이 되고, 만약 궁극적인 원소들이 크기가 있다면 그들의 크기는 양수를 무한개만큼

더하므로 무한대가 되어 모순이 된다는 것이다 [2].

제논의 ‘다수의 역설’은 무한소의 관점과 관련이 있다. 연속체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부

분의 크기가 0도 될 수 없고, 양수도 될 수 없다면 ‘임의의 양수보다 작지만 0보다는 큰

수, 즉 무한히 작은 양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2].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제시된 이래 무한소의 개념은 수학에서 배제된 듯 했지만 수학의 역사에서 꾸준히 나타

났으며 특히, 16∼17세기 미적분학의 태동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Cavaliei의

불가분량의 방법, Wallis의 산술, 그리고 Leibniz의 미적분학에 이르기까지 무한소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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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에 유용한 수학적 도구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무한소의 합법적인 수학적 지위에

대해 수학자들은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19세기 후반 Weierstrass, Dedekind,

Cantor에 의해 수학의 영역에서 다시 제외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Abraham Robinson

이 비표준해석학의 분야를 엄밀하게 정립하면서 무한소는 다시 수학 분야의 정당한 존재

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비표준해석학은 실수이외에 무한대와 무한소를 수학의 분야

에 받아들임으로써, 실수체를 확장한 초실수체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Robinson의 초실수

체계 (∗,R ,R∗)는 5개의 공리를 만족하도록 구성되었는데 [13], 이 중 본 연구의 논의와

관련 있는 공리 3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xiom A : R은 완비 순서체이다.

Axiom B : R∗는 R의 extension인 순서체이다.

Axiom C : R∗가 양의 무한소 ϵ를 가져서, 임의의 양수 r에 대해

0 < ϵ 이고 ϵ < r 이다 [13, p. 1].

초실수 체계는 실수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포함하는 순서체이지만 실수가 갖는 성질인

완비성 공리를 만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Axiom C에 의해서 무한소 양을 포함한다. 또한

체의 공리에 의해 무한소의 역수로서 역시 무한대를 수로서 포함한다. 학교수학에서 직선은

실수 집합에 대응되지만, 비표준해석학에서는 초실수 체계에 대응된다. 따라서 기하학적

직선에 대한 산술적 모델이 실수체와 초실수체 적어도 두 가지가 존재한다. Błaszczyk et

al. [5, pp. 58–60]은 이 두 가지 연속체에 대해 각각 아르키메데스적인 연속체와 베르누이

적인 연속체 (각각 A-continuum과 B-continuum)라 하였다. 베르누이적인 Robinson의

초실수 연속체에서 각 실수는 초실수들의 standard part이다. 각 실수점과 그 실수 근방의

무한소 거리만큼 떨어진 초실수들의 집합은 monad가 되며, 각 실수는 그 실수를 포함한

monad1)의다른초실수들을소거한점이된다.

Figure 2. Two kinds of continuum [5, p. 44]

1) 무한소와 무한대를 포함한 초실수 체계에서 0과 무한히 가까운 수 x를 무한소라 부르며 기호로는 x ≈ 0라고
쓴다. 또 초실수 x와 y가 무한히 가까울 때 x ≈ y라 쓴다. 기호 ≈는 초실수 체계에서 동치관계를 나타낸다.
임의의 초실수 x ∈ R∗에 대하여, monad(x)는 x와 동치관계에 있는 모든 수들의 집합이다. monad(x)
= {y ∈ R∗ | x ≈ y} [13,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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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finitesimal of hyperreal line [5, p. 50]

만약아르키메데스적인연속체대신에무한대와무한소를포함하는베르누이적인초실수연

속체를받아들인다면,제논의 ‘다수의역설’은발생하지않는다. 연속체를구성하는궁극적인

요소의크기가무한소라고간주하면,무한소는 0이아니며임의의양의실수보다도작은수이

고이들을무한히많이더하면결코 0은아니다. 또한,무한소를무한히많이더할경우유한이

되는것이가능하므로 ‘다수의역설’은발생하지않는다 [2]. 뿐만아니라,제논의운동의역설

역시공간이점으로이루어져있다는전제하에운동이이루어지지않는다고주장한것이므로,

초실수체를받아들일경우운동의역설또한발생하지않는다. 초실수체를구성하는요소는각

점들이라기보다는실수점과그들의무한소적거리에있는초실수들을포함한모나드들이기

때문이다.

3.2 비표준해석학에서제논의역설의해석

McLaughlin & Miller [18]는 Robinson의비표준해석학의초실수연속체와동형인공간

과시간연속체를고려함으로써제논의운동의역설의해소를시도하였다. Dainton [7]역시

점으로 구성된 연속체가 아닌 점토 같은 (gunky) 연속체를 생각할 때, 제논의 ‘다수의 역설’

뿐만 아니라 아킬레스와 화살의 역설의 설명이 제시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 백승주, 최영기

[1]는제논의 ‘아킬레스’의역설을등비급수로해소하는것이진정한해소가되지않는이유는

‘도달하는 순간’이라는 일상적 표현에는 비표준해석학적인 자생적 의미가 있는 반면, 등비

급수의 수학적 설명은 표준해석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하였다. 즉 한 가지 설명 안에

표준해석학적요소와비표준해석학적요소를모두포함하고있기에그설명에대해납득하기

어렵다는것이다.

본 절에서는 백승주, 최영기 [1]의 논의를 통해 ‘아킬레스’의 역설을 비표준해석학적으로

살펴본다. 백승주,최영기 [1]는 ‘도달하는순간’이비표준해석학적인자생적의미가있으므로

아킬레스의운동역시비표준해석학적으로일관된이론을통해해석될필요가있다고하였다.

이제아킬레스와거북이사이의거리를생각해보면,둘사이의거리는 100, 10, 1, 1/10,…과

같다. 즉, n번째 시행에서 둘 사이의 거리는 ( 100
10n−1 )이다. 이러한 과정이 무한 번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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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자. 극한에 대한 비표준해석학의 정의2)에서 n이무한대가되면 ( 100
10n−1 )은 0에한없이

가까워지며 ( 100
10n−1 ) ≈ 0이된다. 이때, ( 100

10n−1 )은 0과동치관계에있게된다. 이경우를극한

기호를이용해표현하면 lim
n→∞

( 100

10n−1

)
= 0이되어표준해석학과동일한형태로표현되지만

비표준해석학에서는그의미는크게다르다. 둘사이의거리차인 ( 100
10n−1 )는 0과동치관계에

있기때문에 0과동일한것으로여겨진다. 즉, ( 100
10n−1 )이 0의동치류인monad(0)에포함되는

순간 둘 사이의 거리 차이는 0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즉, 시간과 공간을 모두 동일한 이론인 비표준해석학적으로 해석할 경우

역설은발생하지않는다.

다음으로화살의역설을생각해보자. 제논에의하면날아가는화살은각순간에한장소를

점유하고있으며정지하고있다. 따라서시간의각순간에정지하고있으므로화살이날아간

다는것은모순이라고하였다. 그러나시간의연속체가점들로구성된실수체계에대응되는

것이 아닌 monad들로 구성된 초실수 체계에 대응되었다고 가정하면, 시간의 각 순간들은

무한소 기간을 가진다. 따라서 무한소 기간 동안 화살은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매우 짧은

시간이긴하지만움직이고있는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관점에서는 ‘화살’

의 역설은발생하지않는다. 이해석은 Dainton [7]의화살의역설에대한설명과유사하다.

Dainton [7]은공간과시간이점토같은(gunk-like)연속체라고간주하면,시간은점이아닌

구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시간의 어떤 순간에 정지하고 있는 화살에 대한 문제는

제거된다고하였다.

본연구는비표준해석학을통한제논의패러독스의이러한설명이표준해석학적인설명보

다패러독스의해소에더적절하다거나,학생들이더이해하기쉬운형태라고주장하는것은

아니다. 단지본절에서제시하는것은연속체에대한서로다른이론이있으며,이들은각기

패러독스에대한설명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4 연속체에대한두가지이론과학교수학

4.1 Dedekind의실수와실세계의모델로서수학이론

학교수학은표준해석학적체계를따르며학교수학의연속체는실수점들로구성된직선인

실수 연속체를 말한다. 직선은 비가산개의 실수 점들로 이루어진 직선 연속체이다. 그러나

2) 비표준해석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극한을 동치관계를 이용하여 정의한다.
실수 L과 c에 대해, x ≈ c이고 x ̸= c일 때, f(x) ≈ L이면, x가 c로 갈 때의 f(x)의 극한이 L이라 한다.
이것을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쓴다.

L = lim
x→c

f(x)

이때, 조건을 만족하는 L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극한은 없다 [13, p. 43].
실수 L과 임의의 양의 무한대 H 에 대해 f(x) ≈ L이면, lim

x→H
f(x) = L이다 [13,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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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수학적연속체를표상할때다양한경험적대상들이소재가된다. 시간,움직임,팽팽한

끈,때로는종이위에연필로그린선과같은것들이대표적으로연속체의대응물로서여겨진다

[17]. 그러나여기에서한가지질문이제기된다. 우리가학교수학에서연속의성질을갖는것

으로간주하는구체적인현상과사물들이과연추상적인기하학의점의모임으로서의직선이나

해석학의실수체계와동일한연속체의구조를갖는가? 3장에서보았듯이수학적연속체에는

표준해석학의실수연속체도존재하지만,무한대와무한소를수학의존재자로서받아들이는

비표준해석학의초실수연속체도존재한다. 그리고제논의역설에대해서비표준해석학으로

설명이가능한것처럼비표준해석학의초실수연속체는물리적세계에대한수학적모델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수체가 물리적 현상에 대응하는 유일한 연속체 이론은

아니며일종의수학적모델임이강조될필요가있다.

표준해석학의실수이론에대한공헌은Weierstrass, Dedekind, Cantor에게돌려진다. 이

세수학자에의해미적분은산술화되고,공간과운동의직관으로부터자유로워졌으며실수는

선형연속체의구조를갖게되었다. Dedekind는실수를다음과같이정의하여실수집합이

직선과일대일대응이되도록하였다.

만약모든실수의집합 R 이두부분 A1과 A2로나누어져서, A1의모든수

a1이A2의모든수 a2보다작다면,그러면이분할에의해생성되는오직한개의

수 α가있다 [3, p. 145재인용].

그러나 Dedekind는자신이정의한산술적연속체인실수체계와공간이동일하다고말하

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특히 자신은 불연속적인 직선을 인지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23, 24].

Dedekind는또한 1872년저서에서 “만약공간이실제로존재한다면연속적일필요는없다”

고 하였으며, 직선 자체가 실제로 연속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직선을 연속적으로 보기 위해

연속이라고 생각되는 구조를 직선에 부과한 것이라고 하였다 [23, p. 171]. 즉 실수 점들로

연속체를구성한 Dedekind도그것이실제공간과동일한구조라고본것은아니었다.

일반적으로직선은실수에대응되는것으로생각하는경향이있지만,그렇게대응시킨것일

뿐공간의직선이 Dedekind가정의한실수구조와동일한구조를갖는지여부는알수없다.

실제로 Dedekind의실수구조이외에비표준해석학의초실수구조가수학의합법적이론으

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 한다. 공간의 직선은 실수 구조에 대응이 될 수도 있지만

비표준해석학의 초실수 구조에 대응하여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학교수학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초실수라는 또 다른 수학의 연속체의 모델이 있음을 제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적어도 학교수학에서 수학 이론의 공간 혹은 물리적 대응은 하나의 모델이라는

관점이강조될필요가있다. 실제로아킬레스의패러독스에서등비급수에의한설명,그리고

화살의 패러독스에서 순간 속도의 설명은 실세계의 상황에 수학적 이론을 대응시킨 것이다.

만약이러한대응에학생들이의문을느낀다면그것이단지학생들의인지적인문제가아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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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수학이론이실세계를표현하는하나의모델이고이대응은반드시필연적이지않을

수도있음이강조될필요가있다.

4.2 수학적관행과메타수학적요소

연속체와 관련하여 표준해석학과 비표준해석학의 두 가지 이론이 있으며, 제논의 패러독

스가이두가지연속체의이론을통해각각다르게해석될수있다는사실은주목할만하다.

사람들이연속체에대해서서로다른이론을바탕으로생각할수있으며,제논의패러독스와

같이일상적인언어로표현된문제상황을바라볼때역시서로다른연속체의관점을적용할

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역사적으로수학의이론은긴장상황이발생하고불균형상태를거치기도하면서변화해왔

다 [14]. Kitcher [14, p. 163]는과학의이론의변화를패러다임의전환즉혁명적관점으로

설명한 Kuhn의이론을개선하여수학적관행의이론을제시한다. 수학자들은본인들이속한

수학적관행에서작업하고있다. 수학적관행은 ‘언어(L),허용된진술집합(S),추론집합(R),

중요한 것으로 선택된 질문 집합 (Q), 메타 수학적인 관점의 집합 (M)’으로 구성된다. 특히

메타수학적변화는광범위한수학적변화와연결되어있으며,과학에서혁명에대응된다 [14,

pp. 191–192].

Sfard [22]는 Kitcher의수학적관행의관점을수용하여교사와학생이서로다른수학적

관행에참여할수있음을,따라서동일한수학적패러다임을공유하지못한채서로다른이론을

바탕으로사고할수있음을제시한다.

Sfard [22, p. 281]는수학적관행의구성요소중메타수학은 “수학적탐구의대상과방법,

수학적대상의존재와본성,근원및조건,허용되는지식표현형태에대한신념”들을포함하는

것으로보았다. 일반적으로메타수학적요소는수학적관행의다른요소들보다더안정적이며

특히인식론적존재론적신념은비활성적인특징을지닐뿐만아니라감지하기또한매우어

렵다. 따라서교사와학생이만약서로다른수학적관행에참여하고있는경우그들은그들이

가진메타수학적요소가다르다는사실을인지하기어렵다. Sfard [22]는심지어교사와학

생이각각다른수학적관행에참여하고있다는사실조차깨닫지못할수있으며,그들사이의

의사소통은많이손상되었기때문에서로를이해하기어렵다고하였다. 따라서 Sfard [22]는

교실수업의성공에서중요한것은학생들에게가장깊은곳에숨겨져있으며가장찾기어려운

이러한메타수학적요소를찾는것이라하였다.

이러한관점에서학생들이연속체에대한어떤사고를갖고있는지,연속체의구성과관련

해서무한소의존재성에대해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를파악하는것은학생이속한수학적

관행을이해하는것과관련이있으며따라서학생과교사의성공적인의사소통을위해중요한

단계라할수있다. 특히무한소에대한관점은고등학교과정의미적분학의이해와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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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중요하다. 일부학생들이무한소적관점을갖고있다고보고하는연구들이있으며 [8, 25],

특히 Ely [8]는학생들의무한소에대한생각이과거의수학자들이가진관점및비표준해석

학적관점과도유사함을말하고있다. 실제로그러한학생들이존재한다는사실은여러수학

교실에서 학생들과 교사가 다른 관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수업이효과적이지않을수있음을시사한다.

이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수학적 관행과 메타 수학적 요소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관점과

교과서혹은교사의관점을비교하는활동으로다음과같이두가지를제안하고자한다.

첫째, 수학의 극한의 개념 및 Tall [26]이 제안한 포괄적 극한 (generic limit) 개념에 대한

질문과토론을통한반성적활동은학생이가진극한개념에대한이해를드러내는데도움이

될것이다. Tall [26]은학생들이수열에서각각의항들이어떤성질을공통적으로갖고있을

때 수열의 극한 역시 그러한 성질을 가질 것이라고 믿는 현상을 포괄적 극한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Tall [26]에 의하면 포괄적 극한 개념은 단지 수학에 한정하여 나타나는

것은아니며,어떤수열들의공통적인특징들을인식하고그의극한상황에대해서도그러한

특징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사고방식이다. 수열 0.9, 0.99, 0.999, · · · 의 모든 항들이 1보다

작기때문에그극한값 0.999 · · ·도 1보다작다고생각하는것이대표적인예이다. 또한아킬레

스의패러독스에서등비급수에대한설명에도불구하고여전히패러독스가해소되지않았으며

아킬레스가거북이를따라잡는것이불가능하다는생각은역시포괄적극한개념으로설명할

수있다.

학교에서교사는학생들에게이러한포괄적극한개념을반성하는활동으로‘an = 1−(0.1)n

일 때, a1 = 0.9, a2 = 0.99, a3 = 0.999, … , an = 1 − (0.1)n, … 이며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도 결코 an은 1이 되지 않는데 왜 0.999 · · · = 1이라고 표현하는가?’에 대해 질문할

수있다. 0.999 · · ·는학생들의무한소적관점을드러낼수있는가장대표적인예이며때때로

인지적인혼란의원인이되기도한다. 0.999 · · ·는 1과같은지혹은 1보다작은지보다, ‘임의의

n에대해서도 an은결코 1이아니지만수학에서 0.999 · · · = 1라고표현한이유가무엇인가?,

왜그렇게정의했는가?’에 대해질문하는것은학생들의무한소적관점여부를드러낼뿐만이

아니라포괄적극한개념을되돌아보고자신의극한개념과교과서,그리고교사의극한개념의

차이에대해비교해볼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 0.999 · · ·의상황에더하여이를아킬레스의

패러독스에적용한상황,즉 ‘임의의 n번째시행에서도아킬레스는거북이를따라잡을수없

는데,극한의개념을통해따라잡는다고설명하는것은적절한가?’에대한질문은수학적극한

개념, 포괄적 극한 개념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극한 이론을 실세계에 적용한다는 의미, 수학이

실세계에대한일종의가능한모델이라는관점을되돌아볼수있도록할것이다.

둘째, 제논의화살의 역설과관련하여 ‘순간 속도를 왜극한으로정의했는가?’ 그리고 ‘순

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학생들의 무한소에 대한 존재론적 입장을 드러냄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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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해석학적인극한개념의이해를도울수있을것이다. 순간의사전적의미는 “아주 짧은

동안”이다 [19]. 하지만표준해석학적관점을택하는교과서에서의순간은기간이없는실수

직선의 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순간 자체의 사전적 의미와 교과서의 수학적 의미는 다르다.

그리고 교과서의 순간은 기간이 0이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도 0이고 따라서 순간 속도는 그

개념자체에이미
0

0
의모순적인요소를포함하고있다. 따라서순간속도를정의하기위해 0

0
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순간 변화율을 정의한다. 위의 질문들을

통해교사는학생들이순간변화율이평균변화율의극한이라는것을단지기계적으로이해하

고 있는지, 극한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혹은 무한소 시간을

통해서즉비표준적인관점으로이해하고있는지등에대해서알수있으며,학생들은본인들의

순간속도와미분에대한관점을반성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을것이다.

5 결론

본연구는학교수학의동기유발소재로자주언급되는제논의역설에대해존재하는철학적

논의들을 통해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논의 ‘아킬레스’의 역설과 ‘화살’의

역설을 미적분학의 등비급수와 순간속도 이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패러독스에 대한 완전한

해소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사실 제논이 운동의 패러독스를 통해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공간이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이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 아래 운동이 불

가능하다는것이었다. 제논은이러한관점에서 ‘다수의 역설’을 제기하기도하였다. 다수의

역설은연속체가궁극적인요소로이루어졌다는것에대한패러독스이다. 궁극적인요소의크

기가양수라면연속체의크기가무한이되고,궁극적요소의크기가 0이라면연속체의크기는

0+0+0+…이므로 0이되어모순이라는것이다. 제논의다수의패러독스는무한소를수학적

대상으로인정함으로써해소될수있다. 그리고이러한무한소의도입및비표준해석학으로

제논의 ‘운동의역설’에대한대안적인설명역시가능하다.

이처럼 연속체에 대한 적어도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수가 공간과 시간의 연

속적인대상과필연적으로대응되지않을수도있음을보여준다. 학교수학에서실수점들이

직선에 대응이 되며, 직선은 실수 점들로 가득 찼다는 수직선 은유는 매우 흔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이는수학적모델이며실제공간의직선을가리키는지,이러한대응이

학생들의직관과부합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말하기어렵다. 많은교사들은수학수업에서

경험적이고직관적인모델을사용한설명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 그리고추상적인수학적

구조와 대상을 친숙한 것에 비유하여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자주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

온다. 뿐만 아니라 수학을 경험적 대상에 적용하는 것은 수학 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수학의유용성을보여주는좋은교수학적전략이기도하다. 그러나본연구에서제시한제논의

역설에대한표준해석학과비표준해석학적인설명들은서로다른수학적이론들이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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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로 표현된 상황에 대해 각각의 설명 방식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수학

에서수학적이론의실세계의적용은반드시학생의직관에부합하지않을수있으며,일종의

모델이며 ‘대응’이라는 관점이 강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물론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비

표준해석학이라는수학의또다른이론이있음을제시하자고주장하는것은아니다. 이론과

실세계의 대응에서 학생들이 필연성을 느끼지 않거나 의아함을 나타내는 경우, 그 원인으로

학생들의직관이덜발달했기때문이아닌수학이론이실세계에대한가능한대응의하나이기

때문일수있다는관점이학교수학에서강조될필요가있음을제안하는것이다.

연속체에대한적어도서로다른두종류의이론이있다는사실은또한교사와학생이동일한

연속체의관점을갖지않을수도있음을암시한다. 실제로학생들이무한소적관점을가질수

있음을보고하는선행연구들이있다. 무한소는비표준해석학과관련이있으며,따라서무한

소적관점을가진학생들은표준해석학적이론안에서사고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 Sfard는

교사와학생이서로다른수학적관행에참여하고있을경우그들은의사소통에서큰어려움을

겪을수있음을말하였다. 이러한교수학적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중요한것은학생이어떤

수학적관행에참여하고있는지그리고학생이가진메타수학적인요소는무엇인지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제논의역설과관련하여교사로하여금학생의메타수학적요소를

이해하도록하고,학생스스로도본인의메타수학적관점을파악하고자신의수학적지식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방안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대해서는추가적인연구를통해확인이필요하다.

본연구는학교수학에서수학의유용성을보여주는소재로이용되는제논의역설과관련하

여존재했던철학적논의들을살펴봄으로써교육적시사점을얻고자하였다. 제논의역설에

대해 현재도 계속 출판되고 있는 철학적 논문들은 학교수학에서 흥미와 동기유발의 소재로

사용되는제논의역설에대한수학적설명들이학습자들에게직관적으로받아들여지지않을

수도있음을,따라서충분한교육적고민이필요함을보여준다. 더불어학습을위해도입되는

다양한소재들이학습자의인지구조및수학적관행에잘맞는지에대한추가적고민을통해

적절하게사용되어야함을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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