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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함수

쉽고도 어려운 함수

<문제1> 다음 중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과 함수가 아닌 것들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함수를 공부하면서 거의 모든 학생이 한두 번쯤 풀어보는 문제이다. 
<1>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은 잘 없으며, 적어도 설명을 듣고 나서 이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2> 이 문제는 중요하다. 이 문제는 함수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면 함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3> 문제-! 그런데도 이 문제를 틀리지 않는 학생들이 함수 단원의 다른 문제들, 특히 수능에 나오는 ‘조금’ 

복잡한 문제들을 전혀 풀지 못하는가? 

일단 <문제1>을 풀어보고 시작하자. 

잠시 후에 함수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 것이다. 여기서는 흔히 학생들이 생각하는 방식대
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 

①번은 쉽게 말해서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도 함수이다. 그래서 이 관계도 함수이다. 

②번은… 얼핏 보면 수학적인 개념같지 않지만, 배운 대로 생각한다면 X의 각 항에 Y의 항이 하나씩 

대응되었으므로 함수이다. 

③번은, b 항에 1과 3 두개가 대응되었으므로 함수가 될 수 없다. 

④번은, d 항에 대응된 것이 아무 것도 없으므로 함수가 아니다. 

이 정도만 되면 학생들은 함수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함수가 어떤 것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X의 각 항에 Y의 항이 하나씩만 대응되면 된다. X의 항에 Y의 항이 두 개 이상 대응되어도 안되

고 하나도 대응되지 않아도 안된다. 이것이 함수 개념의 전부이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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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 교과서의 함수 개념이다. 교과서의 정의를 따르자면,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와 Y에서 X의 모든 원소 각각에 대하여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될 때, 이 대응 

관계를 “X에서 Y로의 함수”라 하고 기호로는

f : X → Y 또는 X f → Y
와 같이 나타낸다. 이 때 집합 X를 함수 f의 정의역, 집합 Y를 함수 f의 공역, f(X)를 치역이라 한다. 

때때로 수학 책에 따라서 함수를 ‘대응 관계’라고 말하지 않고 ‘대응 규칙’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말은 서로 거의 같은 뜻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래도 차이를 두자면 함수가 계산방법의 받

침돌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대응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이것은 왜 함수가 중

요한가를 이해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이상이 함수에 대한 모든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함수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이상의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함수를 어려워하는가? 

이상이 함수의 전부라는 것은 분명히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내용을 여러 번 듣고 외운 학생

들이 여전히 함수에 대해서 모르거나 자신 없어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움들 때문이다. 

<1> 첫째는 학생들이 너무나 함수 개념에 친숙하다는 것이다.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은 함수 
개념을 배운다.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2> 둘째로 함수 개념은 수학의 모든 분야에서 쓰이는 폭넓은 개념이다. 함수 개념은 아주 오랫 동안 천재
적인 수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발전해 온 것이다. 그래서 함수의 개념을 정의한 한마디 한마디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생각해서 결정된 것이다. 

비유를 해 보자. 대충 만든 동그란 구슬과 정교한 기계의 부속으로 쓰이는 작은 구슬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로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 함수의 정의는 정교한 기계 부속과 같은 정교함을 갖춘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것
을 단지 장난감 같은 동그란 구슬과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 함수의 개념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르고 있다. 그래서 함수가 어렵다. 

만약 학생들이 함수 개념을 충분히 안다면 함수의 정의를 언제라도 기억할 수 있고, 또 그 개념이 몇 수 앞을 미리 
내다보고 높은 바둑명인의 바둑돌처럼 정교한 것이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제 그러한 함수의 이해를 시작해 보자. 

수학을 지지하는 3개의 주춧돌

함수는 수학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함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수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자.

<이 부분은 수학 문제 하나하나를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수학 내용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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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는 원래 3개의 주춧돌이 있다. 그것은 ‘집합’, ‘논리’, 그리고 ‘함수’이다. 

수학은 마치 이 집합, 논리, 함수 3개의 주춧돌 위에 얹혀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학

이라는 건물의 밑바닥을 자꾸 파헤쳐 내려오면 결국에는 이 세 개의 개념들을 만나게 되어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기초 과목 중 하나인 “해석학”을 배우면 맨 처음에 집합 개념에 대한 설명

과 더불어 함수를 정의하고 시작한다. 

(이 경우에 논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와 약간 다른데, 집합과 더불어 명제 단원에서 논리를 설명하고 한참 나중

에서야 함수를 설명한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초개념이 분명하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대신에 명제 단원에 이어서 나타나는 실수체계 단원에서 ‘이항연산’을 설명하는데, 사실

은 이것이 곧 함수에 해당한다. 이항연산이 곧 정확히 함수는 아니며 함수들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초 개념인 함수를 나중에 설명하고 이항연산(함수를 설명하고 나서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먼
저 설명하는 것은, 아마도 함수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고 대신에 학생들에게 익숙한 사칙연산에 더 가까운 
이항연산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배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집합, 논리, 함수는 각각 수학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1) 논리가 무엇인가는 분명해 보인다. 논리는 서로 모순되는 말과 생각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이다. 수학의 계산과정에서 1이 0보다 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1이 0보다 작다고 하는 등의 혼란

이 생겨나면 곤란할 것이다. 

2) 집합은 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수에 대한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히 논리

만으로는 수에 대해서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까닭은, 수는 무한히 많기 때문이다. 무한히 많은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합론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졌는데, 이 업적을 

이룩한 학자는 칸토르(Cantor)라는 학자이다. 

집합이 어떻게 수를 만들어 내는가? 먼저 자연수의 생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맨 처음에 아무 것도 없으므로 공집합 φ이 있다.(0) 그 다음에 공집합이 있으므로 {φ}가 있다.(1) 그 다음에 

공집합 φ와 {φ}가 있으므로 다시 {φ,{φ}}가 생겨난다.(2) 이렇게 반복해서 자연수가 생겨난다. 
일단 자연수가 생겨나면 여기에 0과 음수 기호(-)를 더해서 정수의 집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정수가 

결정되면 pq ( p와 q는 정수이고 q≠0)의 정의를 통해서 유리수가 생겨난다. 그리고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정의를 통해서 생겨나고 다시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집합이 실수가 되고 a +bi( a와 b는 실수)라
는 정의를 통해 복소수가 생겨난다, 등등. 

무한히 많은 것, 더 나아가서 무한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합으로 생각하는가? 이것은… 설명하자면 
길고 또 대학에 가면 배우니까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다. 다만 괜히 호기심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예를 들면 자연수의 집합과 정수의 집합의 크기(원소의 갯수)는 같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온다. 지금은 고등학
생들에게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중에 공부해 보기 바란다. 

3) 함수는 수학의 주된 주인공들인 숫자들을 계산하는 방법, 즉 연산을 결정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

면 4칙 연산이 이항연산의 일종인데, 이것은 곧 함수의 일종이다. 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도 그 이름 

속에 이미 ‘함수’라는 말이 들어 있듯이 함수이며 삼각 함수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알고보면 모든 계

산방법에는 ‘함수’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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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분적분은 결국 함수에 대한 새로운 조작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한 계산방법이 주어지면 그 계산방법으로 많은 수들을 계산해 낼 수 있을 뿐, 다른 계산방법을 찾아내

지는 못하는데(예를 들어 삼각함수에서 로그함수가 생겨나는가?) 미분적분은 주어진 계산방법에서 새로

운 계산방법을 찾아내는 것, 즉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정말 집합, 논리, 함수만 가지고 모든 수학 교과과정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전반적으로 훑어보자. 

먼저, 집합과 명제, 수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항식과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약수․배수 등은 모두 사칙연산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기법을 설명한 것이다. 그 전체는 다항식의 개념, 그래서 상수와 변수를 구분하는 기법에 근거하고 있

는데, 여기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는 없다. 다만 응용의 문제일 뿐이다. 

유리식과 무리식의 계산, 더 나아가서 복소수의 계산도 앞에서 설명한 수에 대한 사칙 연산의 적용에 

있어서 알아야 할 내용, 그리고 그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뿐이다. 

방정식과 부등식은 다항식을 응용하는 방법 중에서 미지수의 답을 계산해 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

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결국에는 사칙연산 이상의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복잡한 많은 설명들이 

모두 여러가지 형태의 방정식과 부등식들을 풀어내는 기법을 설명할 뿐이다. 

함수 단원과 지수함수․로그함수, 삼각함수 단원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정의가 더해져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래

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그래프의 정의는 결국 함수의 역이용에 불과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

다. 

그럼, 행렬과 벡터 등은? 

행렬은 사칙연산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행렬 역시 근본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라

기보다는 복잡한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이해해도 된다. 벡터도 알고 보면 행렬과 같은 

류에 속하는데, 벡터를 두 개의 수로 이루어진 행렬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의 수와 확률은 어떠한가? 경우의 수와 확률 문제는 학생들이 머리 아파하는 만큼 생각해야 하는 

문제, 즉 논리의 문제이다. 학생들은 흔히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식에 의해서 암기식으로 푸

는 문제를 좋아한다. 

미분적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결국 모든 수학 교과과정이 전부 집합과 논리, 함수라는 3개의 개념의 다양한 결합

과 변화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아주 중요한 함수 -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함수는, 간단히 이해하자면, 계산방법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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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생들이 이항연산에 대한 이 책의 설명을 읽었다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항연산이 사
칙연산에 대한 추상화이듯이 함수는 모든 계산방법에 대한 추상화라고. 

그렇다. 함수는 모든 가능한 계산방법, 혹은 계산 규칙을 일반적인 형태로 추상화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계산들이 가진 공통점만을 뽑아서 모아 놓은 것이다. 

하지만 함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보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와 Y에서 X의 모든 원소 각각에 대하여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될 때, 이 대

응 관계를 “X에서 Y로의 함수”라 하고 기호로는

f : X → Y 또는 X f → Y
와 같이 나타낸다. 이 때 집합 X를 함수 f의 정의역, 집합 Y를 함수 f의 공역, f(X)를 치역이라 한

다.“ 

모든 계산규칙들의 공통점이 보이는가? 

2+3=5라든가, 23 =8이라든가, 혹은 sin π4 = 1
2 와 같은 계산규칙들의 공통점이 정말 이렇게 보이는

가?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곧 나의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함수의 정의를 다시 

이해해 보자. 

왜 1대1 대응보다 함수가 중요한가?

함수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얼핏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생긴다. 그것은 왜 함수는 1대1 대

응이 아닐까? 혹은 왜 1대1 대응보다 왜 함수와 같은 난잡한(?) 대응관계를 ‘함수’라고 이름붙여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애지중지할까? 하는 것이다. 

이런 궁금정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아주 많은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이 궁금증을 갖지만 곧 선
생님들로부터 함수의 개념을 외우도록 지시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함수이고 중요한 것이야!”, 그리고 특히 “이것
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야!”라는 설명을 듣고는 모든 궁금증을 잊어버린다.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궁금증이 풀린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먼저 대답하면서 시작하자. 

1대1 대응보다 함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대1 대응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잘 

알고 있듯이 1대1 대응도 함수이다. 학자들이 함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대1 대응이 아닌 대응관

계에도 훨씬 쓸만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중요하게 여기기 위함이다. 

그러면 어떤 대응관계들이 쓸만한가? (1대1 대응을 포함하는) 그런 대응 관계들은 어떤 점에서 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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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 

먼저 1대1 대응을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살펴보자. 

1대1 대응이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X의 어떤 항을 알면 그에 대응되는 Y의 항을 항상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Y의 항을 알아도 그에 대응되는 X의 항을 항상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쪽(X)의 내용만 알아도 다른 한 쪽(Y)의 내용도 같이 알 수 있다는 점이

다. 

즉 모르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것, “바로 한 쪽의 내용만 알면 다른 한 쪽의 내용도 같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

면서 1대1 대응을 보면, 그 1대1 대응에는 이것이 양쪽으로 두 번이나 적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약 모르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는 것, 그것만을 (1대1 대응처럼 두번씩이나 낭비하지 않고) 적용

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모르던 것을 새롭게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응된 어떤 것이 있어야

만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무 것도 대응되지 않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새롭게 아는 것이 생기지 않으

므로 도움이 안된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X의 항이라고 하자)에 만약 2개나 3개의 항이 대응되어 있

으면 어떻게 될까? 그 2개의 항 중 하나는 “1보다 크다”이고 다른 하나는 “1보다 작다”라면 어떻게 

될까? 혼란이 생겨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방금 생각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아는 것, 즉 X의 항 각각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되는 것이 ‘있어야’ 되며 또 2개 이상이면 

안되고 반드시 1개씩만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분명하게 혼란없이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무엇인가? 함수의 정의가 아닌가? 

다시 교과서에 나타나는 함수의 정의를 보면,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와 Y에서 X의 모든 원소 각각에 대하여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될 때, 이 대응 

관계를 “X에서 Y로의 함수”라 하고 기호로는

f : X → Y 또는 X f → Y
와 같이 나타낸다. 이 때 집합 X를 함수 f의 정의역, 집합 Y를 함수 f의 공역, f(X)를 치역이라 한다. 

이제 생각해 보면 모든 계산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문제에 나타난 수)에서 모르는 것

(답)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계산방법, 즉 연산은 대응관계이다. 즉 함수이

다. 

그런데… 함수는 흔히 2에는 3을, 3에는 4를… 등으로 대응시키는 관계라면 2+3=5와 같은 연산과는 다르지 
않는가? 2+3=5에는 숫자가 3개 나타나니까. 

2+3=5나 3×4=12와 같은 사칙연산들은 (2,3)에 5를, (3,4)에 12를 대응시킨 함수이다. 즉 2+3=5는 2와 3
에 5를 대응시킨 것이 아니라 (2,3)이라는 순서쌍 하나에 5라는 숫자를 대응시킨 것이다. 순수쌍은 숫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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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 3

이루어져있지만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함수의 정의에는 정의역이나 공변역, 치역 어디에도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없다. 
<가능하면 여기서 이항연산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항여난과 함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함수는 수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개념이므로 알고 보면 학생들이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옆의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쯤에 이 그림을 산수책에서 보았을 

것이다. 이 그림이 바로 함수 개념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이 그림이 나타내는 함수는 (2,3)→5와 같은 함수가 아니라 2→5라는 함수이
다. 이 함수는 y = x+3로 정의될 것이다. 

<뭔가 대단한 내용처럼 말했지만, …너무 쉬운 거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