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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점과 선은 도형의 기초이며 수학과 물리학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도형의 발달은 고대 이집트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도형의 발달은 그리스에서 체계화 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에서 점과 선에 대한 정의와 공리 등에 인하여 기

하학은 발전하였다. 이러한 점에 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재해석되고 논쟁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왔으며. 즉 ‘점이 부분이 없는 것’
이라는 기하학 원론’의 정의는 점의 존재성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사유를 이끌었으며 19세기 수학 기초의 위기 속에서 다양한 수

학적 접근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점의 기존의 정의와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1].

Ⅰ. 서론
 
  고대 문명 사회에서 토지의 측량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

을 초월하여 수학에 대한 이론을 확립한 사람은 탈레스

(Thales, B.C. 624~546)라고 전해진다. 그는 실용기하에

서 이론기하와 논증기하로 첫발을 밟게 되었다. 뒤를 이어 

피타고라스(Pythagoras, B.C.582~497)는 증명이라는 방

법으로 수학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발전시켰다[2]. 

  이러한 그리스 수학의 발달 과정에서 유클리드(Euclid, 

B.C. 330?~275?)는 기하학 원론으로 기존의 것들을 집대

성하였다[1][2]. 

  기하학 원론의 의의는 기초적인 사실들을 정의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에 둘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수학의 영

역에서 철학의 영역으로 그 영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그 정

의가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의에 대한 본질

과 존재론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19세기 수학의 기초에 대

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이 제기 되었다. 

1. 연구방법

  본 논문은 4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문헌 조사를 통해 

첫째, 고대의 점에 대한 사유 둘째, 수학에서 정의에 대한 

개념 셋째, 점의 존재론에 대한 철학적 사유 넷째, 19세기 

이후 다양한 수학의 기초 개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Ⅱ. 본론 

1. 고대 그리스의 점에 대한 사유

  고대 그리스에서 점에 대한 사유는 어떠하였는지 점에 

대한 정의를 나열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1.1 피타고라스의 정의
 

  그리스에서 점에 대한 정의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에 대

한 기원은 피타고라스 학파였으며, 그들은 점을 “위치가 

있는 단자(monad)” 또는 “단자에다 위치를 더한 것”이라

고 정의하였다[4].

1.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피타고라스의 점에 대한 정의를 사용

하거나(De anima), 또는 이와 동등한 정의를 사용하였는

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Metaphsica를 보면 양에 대해서 

또는 양으로서 절대 쪼갤 수 없으며 위치가 있는 것이 점

(point)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4]. 

1.3 유클리드의 점에 대한 정의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 제1권은 평면기하를 다루고 있

으며 정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2) 선은 폭이 없는 길이이다.

(3) 선의 끝은 점이다.

…

1.4 심플리치우스(simplicius)의 점의 정의

  심플리치우스는 “점이란 양의 시작이며, 거기에서부터 

커지기 시작한다. 점은 위치가 있는 것들 중에 쪼갤 수 없

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안나리찌가 인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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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자체에 대한 고찰

  수학적 정의가 사전적 정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Alcock과 Simpson은 수학적 정의의 특징을 

설명 하였으며 특히 사전적 정의는 ‘기술’이 특징인데, 즉 

정의되는 대상은 그에 대한 정의 이전에 이미 존재하며, 

정의의 목적은 그 대상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5][6]. 

2.1 사전적 정의 

  사전적 정의는 ‘기술’이 목적이므로, 정의항과 피정의항

이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정의항과 피정

의항이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가 없다[5]. 

2.2 수학적 정의

  수학적 정의는 사전적 정의와 달리, 그 정의항을 만족하

는 모든 대상이 해당하는 범주에 속하며, 또 그 범주에 속

하는 모든 대상이 그 정의항을 만족하게 된다. 

3. 철학적 존재방식에 대한 점의 정의

  철학에서 보편자(universal)란 개별자(particular 혹은

individual)의 반대말이며 기하학의 점, 선, 면 뿐만 아니

라 수, 집합, 함수 등을 비롯한 모든 수학적 대상이 보편자

에 해당한다[5][6].

3.1 철학적 존재 관점에서의 점의 정의

  보편자의 존재방식에 대한 철학적 견해는 크게 실재론

(realism), 개념론(conceptualism), 유명론 (nominalism)

으로 분류된다. 이중 실재론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재론은 

보편자는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

라도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5][6]. 

4. 수학기초 정의에 대한 위기

  19세기 말까지의 수학은 기본개념이나 논리형식을 신중

한 검토 없이 안일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일련의 

역설이 발견된 후로는 아주 자명한 사실조차도 순수한 형

식 체계속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운동이 20세기 초에 

일어났다.

4.1 힐베르트의 무정의적 접근

  힐베르트 공리체계에서 점과 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점과 선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라

는 ‘사용’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점, 선, 면은 무정의 용어이다. 기하학의 탐구는 그것의 

실체 혹은 내용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공리체계에 의해 

명시된 그것의 성질에 기초한다.”[7].

  여기서 점과 선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본질에 대하여 기

술하는 명제적 지식을 전달한다면 힐베르트의 공리적 정

의는 바로 기호로서의 점과 선을 다루는 규범적 규칙을 제

공하는 방법적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점에 대한 고대의 정의로부터 그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의

견과 수학적 정의와 사전적 정의 대한 차이와 철학적 관점

에 따라서 점의 정의가 어떻게 인식 되는지 알아보았으며 

점의 정의는 해석 기하학의 발달로 인하여 결국 수의 문제

로 대치 되었으며 19세기 이른바 수학적 기초에 대한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이 나타나게 되었다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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