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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y of Taylor’s Theorem and Its Teaching
Strategy

Taylor 정리의 역사적 고찰과 교수방안

Kim Sung-Ock 김성옥

Taylor’s Theorem is an important theorem which is applied to several disciplines.
It is usually taught in a college-level calculus course for the first time. Many stu-
dents have a hard time to understand or to make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look into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aylor’s theorem and consider a teach-
ing strategy of the theo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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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Taylor 정리는 해석학의 중요한 정리 중의 하나이다. 미적분학의 가장 중요한 정리의

하나인 평균값 정리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근삿값과 오차를 구하는 데 활용이 되어

공학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응용되는 정리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보이는 이 정리는

100여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또한 다양한 수학적 개념

들을 포함한다. 그래서인지 대학 수학교육과정의 기초과목 중 하나인 미적분학 과목에서 이

정리를 처음 접하게 되는 학생들 가운데 다수는 이 정리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 대학의 미적분학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이해에 어려움

을 겪는 Taylor 정리의 이해 및 지도가 연구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독일 수학자 Toeplitz는 수학 특히 미적분학의 역사에서 이론들이

생겨난 동기를 살펴보아 이를 가르치는 데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30].

이 논문에서는 Toeplitz의 아이디어를 따라 Taylor 정리의 역사를 살펴보고 또 이 정리

의 학습 및 지도에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아 대학 미적분학 과목에서 Taylor 정리를 다룰

때의 바람직한 교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aylor 정리와 관련된 좋은 연구결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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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나와 있으나 여기서 다 다루지는 못하고 몇몇 대표적인 것들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후속 연구 자료로 남겨둔다.

2 Taylor 정리의 발달 역사

Taylor 정리는 일변수함수뿐만 아니라 다변수함수 혹은 복소함수에 관한 것 등으로 다

양하게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일변수함수에 관한 Taylor 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리의 내용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관련 역사를 살펴본다.

2.1 Taylor 정리와 Taylor 급수

Taylor 정리는 오래된 잘 알려진 정리여서 기술하는 방법이 거의 같을 것 같지만 우리

말뿐 아니라 영어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된 것을 볼 수 있다. 일단 Taylor 정리를 기술

하고 Taylor 정리의 역사를 살펴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기술한 것들과 비교한다.

정리 2.1 (Taylor 정리): 함수 f가 a를 포함하는 열린구간 I ⊆ R 에서 (n + 1)번 미분가

능한 함수일 때 각각의 x ∈ I에 대하여 어떤 수 c가 a와 x 사이에 있어서

f(x) = f(a)+f ′(a)(x−a)+
f ′′(a)

2!
(x−a)2+· · ·+ f (n)(a)

n!
(x−a)n+

f (n+1)(c)

(n+ 1)!
(x−a)n+1

이 성립한다. 이때

Pn(x) = f(a)+f ′(a)(x−a)+
f ′′(a)

2!
(x−a)2+· · ·+f (n)(a)

n!
(x−a)n =

n∑
k=0

f (k)(a)

k!
(x−a)k

을 n차 Taylor 다항식 또는 n차 근사식이라고 한다. Rn+1(x) = f(n+1)(c)
(n+1)! (x − a)n+1을

나머지 혹은 오차라고 부르고,
∑∞

n=0
f(n)(a)

n! (x− a)n을 f(x)의 Taylor 급수라고 한다.

2.2 Taylor 정리의 발달 역사

Taylor 정리에는 Taylor 다항식과 Taylor 급수, 그리고 Taylor 급수의 수렴에 관해 논할

수 있는 오차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1) Taylor 급수란 이름은 1786년에 스위스의 수학자

Lhuilier2)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Taylor 정리가 앞 절에서 소개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오랜 세월동안 여러 수학자들이 기여한 바에 의해서이다. 그 흐름은 대략

Newton과 Gregory, Taylor, Maclaurin, Lagrange, Cauchy로 이어진다.3) 이외에도 더

많은 수학자들이 기여한 바가 있지만 여기서는 먼저 Taylor의 업적을 중점적으로 소개한 다음

다른 수학자들의 기여한 바를 간단히 다룬다.

1) Taylor 정리 및 Taylor 급수는 영국의 수학자 Brook Taylor (1685–1731)의 이름을 딴 것이다.
2) Simon Lhuilier (1750–1840).
3) Sir Isaac Newton (1642–1726). Gregory 는 반사망원경으로 유명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James

Gregory(1638–1675)를 가리킨다. Colin Maclaurin (1698–1746). Joseph Louis Lagrange (1736–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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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thodus: Front Cover

Taylor는 1715년에 저서 ‘Methodus Incrementorum Directa et Inversa’(이하 “Metho-

dus”로 표기)를 펴냈다. 이 책은 359쪽 분량으로 Taylor는 Methodus를 두 부분으로 나누

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4) Part I에서는 12개의 정리 (proposition)를 통해 증분법 (the

method of increments)에 대한 설명 및 이것이 Newton의 유율 (fluxions)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한다. Part II에서는 Part I에서 증명한 정리들의 응용을 소개한다. 응용으로는

이항정리, 등차 (산술)급수, 곡률관련 문제, 다양한 구적 (곡선에 관련된 면적, 예를 들어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 혹은 외접하는 다각형의 면적) 문제, 등주문제, 현수선, 아취 (arch), 진동 관련

문제, 대기 중의 빛의 굴절 등과 관련된 15개의 정리를 증명한다.

Taylor가 Methodus에서 기록한 중심 주제를 현대 용어로 표현한다면『미분과 적분의

관계 및 이의 응용』이라고 하겠다. 이는 그 당시 Newton이나 Taylor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입자의 움직임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하는 가운데 등장한다. 그들은 입자의 속도와 움직인

자취인 곡선, 특히 평면곡선의 식과 그 곡선을 경계로 하는 영역의 면적 등을 생각하였다 [2].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속도를 함수로 나타낼 때 이 함수의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움직인 거리

및 적분과 연결이 되고, 움직인 거리의 변화량의 비인 속도는 미분과 연결이 된다. 시간 t일 때

평면위에서 어떤 곡선을 그리며 움직이는 입자의 위치를 (x(t), y(t))라고 할 때 두 변수 혹은

변량 (fluent)이라고 부른 x와 y는 함수관계 y = f(x)를 갖게 된다. f 를 알 때 x′ 과 y′ 의

관계를 알아내거나 혹은 역으로 x′과 y′의 관계로부터 f를 알아내는 것이 Taylor가 Part I에서

주로 하고자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움직인 자취인 곡선이 만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라면

두 변수 x와 y는 x2 + y2 = 1이라는 식으로 함수관계가 주어질 수 있다. 2xx′ + 2yy′ = 0

에서 y′ = −xx′

y 을 얻는데 특히 x(t) = t일 때 y′ = −x
y 을 얻는다. 그 당시에는 곡선 중에도

Augustin-Louis Cauchy (1789–1857).
4) Taylor는 Methodus를 요약한 것을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Vol. 29, pp. 339–352

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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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나 포물선, 쌍곡선 혹은 원을 일반화한 x
1
p +y

1
q = r

1
p 혹은 y = (r

1
p −x

1
p )q 으로 나타나는

곡선에 관심이 많았다.

Taylor 급수라고 불리는 급수는 Methodus 정리 7(Proposition VII)의 따름정리 2(Corol-

lary II)에 처음 등장한다. 정리 7과 따름정리 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Figure 2. PROPO. VII. COROLL. II

정리 2.2 ([29], PROP.VII. THEOR. III): z와 x가 두 변수 (변량)로서 (관계가 있고) z가

균등하게(uniformly)변할때,즉증분(increment) ∆z가상수일때,따라서∆z의증분∆2z =

∆(∆z) = 0, ∆3z = ∆(∆2z) = 0, . . . 일 때, 그리고 n∆z = v, v − ∆z = v′, v′ − ∆z =

v′′, . . .,이렇게계속된다고할때, z가 z + v로증가하면 x는

x+∆x
v

1∆z
+∆2x

vv′

1 · 2(∆z)2
+∆3x

vv′v′′

1 · 2 · 3(∆z)3
+ · · · (1)

로증가한다.

따름정리 2.3 ([29], COROLL. II): 무한소적 증분 (evanescent increment)일 경우 v = v′ =

v′′ = · · · 이되고,이때 z가 z + v로증가하면 x는

x+∆x
v

1∆z
+∆2x

v2

1 · 2(∆z)2
+∆3x

v3

1 · 2 · 3(∆z)3
+ · · ·

로증가한다.

1) 기호 : 먼저 이 정리에 사용된 기호를 설명하면 Taylor의 책에 나온 것에서 증분을 표시

하는 기호를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 Taylor가 x의 증분 (increment)을 x아래에 점을 찍어

표시한 것을 ∆x로 바꾸고 ∆x의 증분을 x아래에 점을 두 개 찍어 표시하는 대신 ∆2x로,

또 이의 증분은 x 아래에 세 개의 점을 찍는 대신 ∆3x 등등으로 바꾸어 표시하였다. 이는

Struik이 그의 저서 A source book in mathematics에서 이 정리를 소개할 때 변경한 것과

같은데 그는 이 기호가 더 이해하기 좋다고 하였고 타자하는 데도 편리하므로 여기서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28].

2) 정리의 배경 : Taylor는 정리 7의 바로 앞에서 미분의 역으로서의 적분법을 개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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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변량 (fluent)들의 증분 혹은 미분 (fluxion) 및 그 관계가 주어진 경우에 변량들

사이의 관계 (함수관계)를 알아내는 일반적인 방법이 당시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시험적으로 유한 혹은 무한급수 해 (solution)를 찾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정리 7과 8에 나온다.

현대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미분방정식의 급수해를 생각한 것이다. 정리 9에서 급수해법을 더

확장하고 정리 10, 11, 12에서 부분적분으로부터 얻어지는 일반급수해를 제시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면 이 정리에 나오는 x와 z는 시간 t일 때 평면

위에서 어떤 곡선을 그리며 움직이는 입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로서 각각 t의 함수로 볼

수 있다 [2]. Taylor는 (x(t), y(t)) 대신 (z(t), x(t))로 쓴 셈이다. 그러면 두 변수는 함수관계

x = f(z)로 나타낼 수 있다. 당시에는 함수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이러한 현대의

함수표기법은 1700년대에 Euler5)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정리 7에서 z가 z + v

로 변할 때 x = f(z)는 f(z + v)로 변할 것인데 z′ = dz
dt = 1이면 f(z + v)가 정리에 주어진

공식 (1)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따름정리 2에서는 ∆z를 무한소적 증분으로 두는데 이때 ∆x
∆z

는 지금의 dx
dz 에 해당 되고 ∆2x

(∆z)2 은 d2x
dz2 , ∆3x

(∆z)3 = d3x
dz3 등을 의미하여서, 위의 따름정리 2에서

f(z + v)는 f(z) + f ′(z)v + f ′′(z) v
2

2! + f ′′′(z) v
3

3! + · · · 이 됨을 보인 것이다 [28, p. 332].

이는 지금의 Taylor 급수와 정확하게 같은 모양이다.

Struik은 Taylor의 정리 7이 Principia Book III Lemma V에 나오는 Newton의 보간법

공식 (interpolation formula)일 뿐이라고 한다 [28, p. 332]. 그리고 따름정리 2는 Newton

의 보간법 공식에서 ∆z = 0으로 두고 n = ∞로 두면 얻게 되는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듯하다.6) 그러나 Klein이 Taylor의 이러한 시도를 과감하게 극한을 생각한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동시에 언급한다.7) 한편, Taylor는 자신이 정리 7이나 따름정리

1 등을 비롯하여 다른 부분에서 사용해온 기호와는 달리 따름정리 2에서는 Newton의 기호를

그대로 썼다.8) Taylor는 Methodus의 서문에서 Newton의 업적과 Cavalieri 및 Wallis의

업적을 비롯하여 Archimedes의 소진법 (method of exhaustion) 등을 포함한 고전적인 방

법들을 익히 알고 있음을 언급한다 [2]. 그러나 고대의 소진법처럼 곡선을 다각형 등으로 근사

시키는 방법을 통해 생각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정확하지 (혹은 엄밀하지) 않으므로 Newton이

새로운 방법인 미분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이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Newton의 아이디어를 증분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Taylor의 정리 7과 Newton의 보간법 사이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Newton의 Principia

Book III Lemma V에 나오는 Newton의 보간법공식으로 알려진 식을 현대적 표현을 사용

5) Leonhard Euler (1707–1783).
6) Struik는 ∆x = 0이라고 하였지만 ∆z = 0의 오타로 보인다.
7) Felix Klein (1849–1925).
8) Ian Bruce가 이를 지적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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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Lemma V의 내용은 (x, y)-좌표가 주어진 몇 개의 점을 지나는

포물선 모양의 곡선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를 선택하면 y-좌표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Newton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였는데 첫 번째는 점들의 x-좌표가 일정한 간격을

Figure 3. Principia. Lemma V.

유지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일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6개의 점 A, B, C, D, E,

F 의 좌표를 차례대로 (xi, yi), i = 1, 2, . . . , 6 으로 두고 이 점들을 연결하는 포물선 모양의

곡선상의 한 점 R의 좌표를 (xR, yR) 이라고 하자. 첫 번째 경우 x2−x1 = · · · = x6−x5 = 1

로 두면 yR = a+ b1p+ c1p2 + d1p3 + e1p4 + fp5 이다. 여기 사용된 기호들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 것이다.

y1 = a, y2 = y1 + b1, y3 = y2 + b2, . . . , y6 = y5 + b5

b1 − b2 = c1, b2 − b3 = c2, . . . , c1 − c2 = d1, c2 − c3 = d2, . . .

d1 − d2 = e1, d2 − d3 = e2, . . . , e1 − e2 = f

x1−xR = p,
1

2
p(x2−xR) = p2,

1

3
p2(x3−xR) = p3,

1

4
p3(x4−xR) = p4,

1

5
p4(x5−xR) = p5

Taylor는 Newton의 보간법 공식이나 이항정리에서의 패턴 인식과 같은 아이디어를 사

용하여 정리 7을 증명하고 Newton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였음을 언급한다. 사실 New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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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687년 Principia를 펴내기 이전인 1676년에 친구 수학자인 Jones9)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어진 점을 지나는 곡선의 식을 찾으려 하는 과정에서
√

a2 − ax+ x2

2 을 x의 거듭제곱급수

(power series)로 나타내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사실 공표하진 않았지만 더 쉽고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8]. Newton은 이미 1665년경 그가 20세 초반일 때 보간법의 아이디

어로 일반화된 이항정리, 즉, 자연수뿐 아니라 유리수 n에 대해서 (1 + x)n 을 Taylor 급수

형태로 전개한 식을 발표하였다 [14]. 그러나 보간법 공식이나 이항정리는 일반적인 함수를

거듭제곱급수 형태로 나타내는 것보다 y = (1+ x)n과 같은 대수적 곡선과 x-축 사이 영역의

면적이나 주어진 점을 지나는 대수적 곡선의 식을 알아내어 x에 대한 대수적 식으로 표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급수는 당시 이미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Taylor의 책

Methodus는 증분을 도입함으로써 당시 이미 알려진 정리나 공식과 달리 미분을 연결시키는

데 공헌하였다고 볼 수 있다. Taylor의 정리 7도 그런 면에서 현대의 Taylor 급수의 계수들에

등장하는 미분이 Newton의 보간법 공식에 비해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단순히 Newton의

공식에서 바로 얻을 수 있다는 Struik의 해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Taylor보다 앞서 Gregory가 Taylor 급수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Gregory의 1671년 논

문에 다음 급수가 나와 있다. θ = tan θ − 1
3 tan3 θ + 1

5 tan5 θ − · · · . 그러나 이를 포함한

Gregory의 수학적 업적 중 상당부분은 1939년 H. W. Turnbull이 편집한 “James Gregory:

Tercentenary Memorial Volume”이 나오기 전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한다 [28,

p. 328]. Gregory는 Newton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천문학자로 알려져 있다. 당시로서

는 혁명적이었던 Newton의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해 주었고 Gregory망원경으로 알려진

천체 관측용 반사망원경을 고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1]. 그러나 그의 수학에 관한 업적 및

Taylor 급수와 관련된 업적도 많다. Gregory가 1667년에 출판된 자기의 저서 Vera Circuli

et Hyperbolae Quadratura (The True Squaring of the Circle and of the Hyperbola)

를 1668년에 Huygens에게 보냈을 때 Huygens는 혹평과 함께 자기가 한 것을 Gregory

가 일부 훔친 것으로 평하였다 [22]. 이 때문에 논쟁에 휘말린 Gregory는 그 이후 자신이

발견한 수학적인 업적들의 방법을 잘 공개하지 않았다. 그의 생각들은 출판업을 하던 친구

John Collins에게 보낸 편지와, 널리 공개는 하지 않았어도 그가 기록한 문서가 재직하던 St.

Andrews College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1939년 Turnbull이 발굴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사실 Gregory처럼 Newton도 그의 광학에 관한 이론이 발표된 후 일부 학자들의 공격을 받자

그가 발견한 것을 발표하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에 Gregory처럼 그의 업적도 오랫동안 알려

지지 않다가 후에 알려진 것들이 많다 [17, p. 368]. Gregory는 1667년에 출판한 위 저서에서

쌍곡선과 원의 면적 계산에 수렴하는 무한급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무한급수의 수렴과 발산

을 구분한 첫 번째 업적의 하나로 꼽힌다 [9]. Gregory는 Huygens의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9) William Jones (1675–1749), 웨일스 (Wales) 출신의 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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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년에 Exercitationes Geometricae를 썼고 이 책에서 lnx의 적분 및 secx의 원시함수가

ln(secx + tanx)임을, 그리고 삼각함수 및 그 역함수들의 거듭제곱급수 전개를 보여준다.

또한, 그는 무한급수의 수렴판정에 비교판정법을 쓴 가장 초기 사례들을 제공하였고, Taylor

정리에 나오는 나머지 항에 관한 아이디어로 Cauchy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가 1668년에

펴낸 Geometriae Pars Universalis는 미적분학 교과서의 시초로 평가된다. 그는 이 책에서

π와 e가 초월수 (transcendental number)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렴에 관한

개념 등을 다루었고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를 다룬다 [22]. 이 외에도 Gregory는 당시 많은

수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원이나 쌍곡선 혹은 원에 내접 혹은 외접한 다각형들의 면적

혹은 회전체의 부피, 원이나 쌍곡선 모양의 곡선의 길이 등을 계산하였다.

Figure 4. A Treatise of Fluxions: Front Cover

Taylor 이후 Maclaurin은 1742년에 A Treatise of Fluxions(유율법 연구)란 두 권으로

된 책을 펴냈는데 이 책에서 Taylor 급수에 대한 Taylor의 업적을 언급한다. 그는 서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1734년에 Berkeley10)가 쓴 The Analyst란 책에서 미적분학이 수학적

으로 엄밀한 근거가 없다고 공격한 데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19]. 18세기 당시

Berkeley의 공격에 대한 반론으로 미적분학을 엄밀한 (rigorous) 근거 위에 세우려는 많은 노

력들이 있었는데 Struik은 Maclaurin이 이 저서에서 보여준 것이 가장 탁월하다고 평가한다

[28, p. 338]. Struik에 의하면 이 책에서 Maclaurin은 Barrow나 Newton처럼 공간, 시간,

움직임 등의 개념에서 시작한다. 이 책에서 고계미분의 부호를 이용하여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정하는 법을 제시하고 급수의 수렴문제도 고찰하여 적분판정법을 소개한다. Maclaurin이

Taylor의 이름과 함께 Methodus의 정리 7을 언급한 것은 이 책의 2권 article 751에 나온다.

10) George Berkeley (1685–1753) 아일랜드 출신 철학자이고 Bishop Berkeley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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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앞의 항목 748 ∼ 750에서 Newton의 이항정리를 비롯하여 급수로 주어진 Newton의

이론들을 언급하며 미분의 법칙들을 증명한다.11) 751에서는 다음 정리와 증명을 한다.

Figure 5. Fluxions, article 751, [19]

정리 2.4 ([19], 751): y가 A + Bz + Cz2 + Dz3 + · · · 과 같은 형태의 급수로 표현될 수

있는어떤양(quantity)이라고하자. 여기서A,B,C,D, . . .는상수계수들로서 0일수도있다.

z = 0일때의값을 E = y(0), Ė = ẏ(0), Ë = ÿ(0),
...
E =

...
y (0), . . .으로두면 z가균등하게

(uniformly)변할때

y = E +
Ė

ż
z +

Ë

2!(ż)2
z2 +

...
E

3!(ż)3
z3 + · · ·

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Taylor의 정리 7의 따름정리 2에서 x = x(z)에서 z = 0으로 둔 것과

일치한다. 다만 기호에서 Taylor는 아래에 점을 찍었는데 Maclaurin은 위에 점을 찍었을

뿐이다. 여기서 Maclaurin이 계수들을 찾는 과정은 요즘의 교재에 나오는 것과 같다. 즉,

z = 0일 때 y = A + Bz + Cz2 +Dz3 + · · · 에서 A = y(0) = E를 얻는다. 미분을 하고

(taking the fluxions) ż로 양변을 나누면 ẏ
ż = B + 2Cz + 3Dz2 + · · · 이므로 z = 0을

대입하면 B = ẏ(0)
ż = Ė

ż 을 얻는다. 다시 미분을 하고 ż(이는 불변량 (invariable))로 양변을

나누면 ÿ
ż2 = 2C + 6Dz + · · · 이므로 z = 0을 대입하여 C를 얻는다. 현대의 표현으로는

ẏ
ż = dy

dz , ÿ
ż2 = d2y

dz2 이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모든 계수를 얻는다. 여기서 z의 미분은

ż, z2의 미분은 2zż이다. 즉, z = z(t), 그리고 z의 미분은 t에 대한 미분으로 생각하면 된다.

Maclaurin은 이 정리를 이항정리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덧붙인다. 그리고 Newton의 보간법

공식을 얻는 과정에서 곡선을 생각한 것처럼 주어진 점을 지나는 곡선을 생각하되 주어진

11) 748 번호가 붙은 article이 두 개 있다. 아마 실수로 같은 번호를 붙인 듯하다. 여기서는 두 번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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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한 점 (0, E)를 선택한다. 이때 E, Ė
ż ,

Ë
ż2 , . . . 등등의 값이 무한대가 될 수 있으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곡선상의 한 점의 좌표 (z, y)에서 y는 z의 거듭제곱급수로 위와 같이 즉,

y = E+ Ė
ż z+

Ë
2!(ż)2 z

2+
...
E

3!(ż)3 z
3+ · · · 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경우를 이미 앞에서 다루었을

뿐 아니라 y와 z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지거나 (z2 + y2 = 1 처럼) 혹은 둘의 미분들 사이에

관계가 주어진 여러 경우도 이미 다루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 정리는 Taylor가 Methodus

에 발표했음을 명시한다.

Maclaurin의 뒤를 이어 미적분학을 수학적으로 든든한 이론으로 정립하려고 노력한 중심

인물로 Lagrange를 꼽는다. Lagrange는 소리의 전달이나 현의 진동에 관한 이론에 크게 기

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Newton과 Bernoulli,12) Taylor, Euler, d’Alembert13) 등의 연구

결과를 공부하였다고 한다 [23]. 1788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 The Mécanique Analytique

는 Newton 때부터 알려진 역학분야 결과들을 종합하였고 미분방정식 이론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1797년에 Théorie des Fonctions Analytiques란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

처음으로 함수 f(x)의 Taylor 급수를 f ′(x), f ′′(x), 혹은 괄호없이 fx, f ′x, f ′′x 등의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14) 또한 이 책에서 Taylor 정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5, p. 68].

Figure 6. Theorie des Fonctions Analytiques, p. 68

정리 2.5: f가미분가능한함수이고 f ′z, f ′′z, f ′′′z, . . .등이존재할때

f(z + x) = fz + xf ′(z + u),

12) 여기서 Bernoulli는 Daniel Bernoulli (1700–1782)를 가리킨다.
13) Jean-Baptiste le Rond d’Alembert (1717–1783), 프랑스 출신의 수학자.
14) 이러한 함수의 미분표기가 처음이라고 한 것은 [4]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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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z + xf ′z +
x2

2
f ′′(z + u),

= fz + xf ′z +
x2

2
f ′′z +

x3

2 · 3
f ′′′(z + u),

등으로주어진다. 여기서 u는 0과 x사이에있는미지의수를의미한다.

Lagrange는 위 정리에서 콤마 (,)로 각 식을 분리하여, f ′(z + u), f ′′(z + u), f ′′′(z + u)

에 나오는 u가 각각 다른 수일 수 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가 제시한 나머지 항이 본

논문의 2.1절에 소개한 나머지 항과 같은 형태이다. 그는 이 책을 쓴 목적이 극한이나 무한소,

유율 (fluxions) 등을 쓰지 않고 유한개의 항만 포함하여 대수적 방법으로 귀착되는 미분학

(differential calculus)의 원리를 갖는 해석함수들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자 함이라고 하였

다 [15, p. 43]. Lagrange는 Taylor 급수를 미분의 주요 기초라고 평하였다.15) 그는 함수의

Taylor 급수 전개를 이용하면 수렴에 관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17, p.

516]. 그는 대부분의 함수는 다음과 같이 거듭제곱급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f(x+ v) = f(x) + a1v + a2v
2 + a3v

3 + · · ·

단, a1 = f ′(x)가 극한이나 무한소나 어떤 비율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계수이길 바랐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다. 그는 이것이 특별한 경우로 제한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함수에 적용될 수 있길 기대했었다 [10, p. 7]. 사실 당대의 유명한 수학자 Euler도 1775년에

미분법 (Institutiones calculi differentialis)에서 Taylor 급수를 사용하되 이것이 무한급수

여서 수렴여부를 확인해야한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유한 합에 성립하는 법칙을 무한

합에도 적용하였다 [10, p. 397, p. 403]. Euler를 무척 존경한 Lagrange도 거듭제곱급수의

사용에서 같은 오류를 범한 것이다.16)

한편, Lagrange는 Cauchy가 어렸을 때 그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Cauchy는 La-

grange가 하고자 하던 미적분학의 확실한 기초를 놓게 된다 [21]. Cauchy는 1821년에 École

Polytechnique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Cours d’analyse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미적분학의

기초적인 이론들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소개하고 정의한다. 오늘날의 연속의 개념 및 미분의

정의 등은 모두 Cauchy의 업적이다. 그는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에 관한 이론을 비롯하여 미적

분학 혹은 해석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Cauchy는 l’Ecole Royale Polytechnique

에서 1823년에 “calcul infinitésimal”를 강의할 때 평균값정리를 증명하였고 (Résumé, 44–

46), 마지막 부분 (Résumé, 211–219)에서는 Taylor 정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0, pp.

51–54].

정리 2.6: 함수 f가 z-구간 [0, h]에서 n번미분가능하고연속일때,

f(x+ h) = f(x) + f ′(x)h+
f ′′(x)

2!
h2 + · · ·+ f (n)(x+ θh)

n!
hn, 0 ≤ θ ≤ 1.

15) 이는 1820년에 나온 Journal de l’École polytechnique, vol. 9의 5쪽에 실려있다.
16) Lagrange가 Euler를 존경했다는 내용은 [23]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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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오늘날 대학의 교재들에 나와 있는 형태이다. Cauchy는 나머지 항을 적분으로

나타내면
∫ x+h

x
(x+h−z)n

n! f(z)dz 이라고 하였다. 그는 n이 증가할 때 이 적분이 0으로 가면

f(x + h)는 x와 h의 거듭제곱급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처음으로 연속이고

미분가능한 함수들이 거듭제곱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예 (e−
1
x2 )

를 들어 설명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모든 함수는 Taylor 급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Cauchy의 관찰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처럼 Taylor 정리가 생겨난 역사의 큰 축은 Newton의 일반화된 이항정리와 보간법에

이어 Taylor의 일반 함수의 Taylor 급수 전개, Lagrange의 나머지 항 발견 및 이를 포함한

정리의 증명을 완결한 Cauchy의 업적이라고 하겠다.

3 Taylor정리의역사와교수 (teaching)방안

3.1 교수 (teaching)관점에서대학교재에나타난 Taylor정리기술 (記述)비교

이제 대학에서 쓰는 교재들에서 Taylor 정리를 어떻게 기술하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많이

쓰이는 교재 중 조금씩 다른 면이 있는 것 몇 가지를 골랐다. 이외의 많은 교재들은 대부분

아래에서 소개하는 4가지 중 하나에 속한다. 비교를 위해 2장에서 소개한 Taylor 정리를

여기에 다시 쓴다. 또한, 교재마다 사용하는 기호가 조금씩 다른데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기호들은 통일하여 기술한다.

정리 3.1 (Taylor정리): 함수 f가 a를포함하는열린구간 I ⊆ R에서 (n+ 1)번미분가능할

때,각각의 x ∈ I에대하여어떤수 c가 a와 x사이에있어서다음식이성립한다.

f(x) = Pn(x) +Rn+1(x)

여기서 Pn(x) =
∑n

k=0
f(k)(a)

k! (x− a)k 이고, Rn+1(x) =
f(n+1)(c)
(n+1)! (x− a)n+1이다.

(1) Kharab과 Guenther는 그들의 책에서 나머지 항에 c대신 ξ를 사용하고 “for some

ξ = ξ(x)”라고 하여 ξ가 x에 따라 다른 수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12, p. 15]. 이를 강조하는

것은 이 정리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등식이 임의의 x ∈ I에서 성립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교재들은 학습자들에게 약간은 생소한 그리스

어 알파벳보다는 좀 더 익숙한 영어 알파벳을 기호로 사용한다. 이러한 사소한 점도 처음 이

정리를 접하는 대학 1학년 학생들에게는 이 정리가 어렵다는 인상을 주는 데 기여하는 것을

보아왔다.

(2) Edwards 와 Penny 는 x대신 b를 사용하고 “a와 b를 포함하는 열린구간”을 사용하며

“f(b) = f(a)+ f ′(a)(b− a)+ f ′′(a)
2! (b− a)2 + · · ·+ f(n)(a)

n! (b− a)n + f(n+1)(z)
(n+1)! (b− a)n+1

for some number z between a and b”로 정리를 소개한다 [6, pp. 598–602].

이렇게 정리를 기술한 다음에 b에 x를 대입하여 이를 “n-th degree Taylor formula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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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inder at x = a”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at x = a”는 혼돈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실제로

수년 전 미적분학 강의에서 Taylor 다항식을 0이 아닌 a를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Taylor 다항식을 이용하여 근삿값을 구할 때 x에 a가 아닌 다른

수를 대입하여야 함에 혼란을 겪은 학생들이 있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3) Smith와 Minton은 구간 I대신 ”(a − r, a + r) for some r > 0”을 사용한다 [26, p.

675]. a가 구간 안 임의의 위치에 있는 대신, 가운데 있어야 하므로 정리가 좀 더 제한적인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한다. 또한, 그들은 위의 등식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Taylor 정리를 기술한다.

For x ∈ (a − r, a + r), f(x) ≈ Pn(x) and the error in using Pn(x) to ap-

proximate f(x) is Rn(x) = f(x) − Pn(x) =
f(n+1)(z)
(n+1)! (x − a)n+1 for some

number z between x and a.

나머지 항을Rn+1(x)가 아닌Rn(x)로 아래첨자를 n+1대신 n을 사용한다. n차 다항식을

근사식으로 쓸 때의 오차임을 강조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Thomas’ Calculus도 이와 같이

표기한다 [7, p. 675]. 그러나 Rn(x)로 표기했을 때, n차 Taylor 다항식 Pn(x)를 근사식으로

사용하면서 오차를 n차식 f(n)(c)
(n)! (x− a)n로 계산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수학에서 첨자가

들어가는 기호를 정의할 때 대개는 정의되는 것과 같은 것을 주로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일 수 있다.

(4) Hughes-Hallett 등은 Taylor 정리를 소개하지 않고 Taylor 급수와 Taylor 다항식Pn(x)

와 Lagrange의 오차 한계 (error bound)만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1, p. 486, p. 498].

|En(x)| = |f(x) − Pn(x)| ≤ M
(n+1)! |x − a|n+1 where max |f (n+1)| ≤ M on

the interval between a and x.

(3) 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Smith와 Minton은 Taylor 정리를 소개한 다음, 함수의

Taylor 급수 전개를 그 다음 정리로 다룬다. 이와 비슷하게 Stewart도 Taylor 급수, Taylor

정리, 나머지 항 등을 여러 단계로 소개한다 [27, pp. 459–461]. 그러나 Hughes-Hallet 등은

오차 한계만 정리로 다루며 이를 다루기에 앞서 함수의 Taylor 급수 전개를 소개한다. 그러나

정리로 다루지 않으며 나머지 항도 제시하지 않고 모든 함수가 Taylor 급수로 수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는 데 그친다. Taylor는 어떤 함수의 Taylor 급수가 원래 함수로

다가간다고 보았기 때문에 수렴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오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Taylor 정리의 다른 기술 방법에 비해 역사적 발달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Taylor 당시 극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이었던 것뿐이고, 게다가 Taylor

정리는 근삿값과 오차계산에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이 정리가 수학에서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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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나 역할은 아니다. Taylor 정리는 다른 분야에의 응용뿐 아니라 수학 자체, 해석학 혹은

복소함수해석이나 대수기하 등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학이나 다른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피하고 근삿값과 오차계산에 중점을 두어 이처럼 소개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 1학년 과정에서 수학을 전공할 학생들이 같이 사용하는 책이라면 권장할

만한 기술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이처럼 Taylor 정리를 기술할 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소해 보이는 차이들이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오류 혹은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은 이 정리에 포함된 다양한 수학적 개념

때문일 수 있다. 오혜영은 Taylor 정리에 함수, 도함수, 극한, 수렴 등등의 다양한 개념이 포함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연결되어 구조가 복잡하고 이것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라고

분석한다 [25]. 따라서 이 정리를 소개할 때 어떤 기호를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2 Taylor정리교수 (지도)와관련된선행연구

이상구 등은 “GeoGebra를 이용한 미적분학 개념의 시각화” 연구에서 평균값정리를

GeoGebra를 활용하여 시각화한 것을 제시한다 [16]. 평균값 정리를 함수 f(x) = 0.5(x −

1.5)(x − 3.5)(x − 4.5)에 적용하되 f(a)−f(b)
a−b = f ′(c) 에서 a = 1.2, b = 2.71로 두고

c ∈ (a, b)를 선택하여 그 점에서 접선을 그려서 보여준다. 이를 통해 평균변화율을 나타내는

선분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를 눈으로 보고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함수와 그 Taylor

다항식 사이의 관계를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 시각적으로 비교하게 한다. n차 Taylor 다항식

Pn(x) =
∑n

k=0
f(k)(a)

k! (x− a)k 에서 차수 n이 커질수록 a에서 멀어져도 함수f 의 그래프와

점점 더 비슷한 모양이 됨을 확인하게 한다. 또한, a에 몇 가지 다른 수를 넣어 봄으로써 a에

가까울수록 Taylor 다항식이 더 좋은 근사식이 됨을 눈으로 확인하게 한다.

김진환도 Taylor 급수의 수렴과 수렴반경, a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수렴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각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13]. 그는 예비교사, 즉 수학을 전공한 교육

대학원 학생 및 수학교육과 2학년 진급예정자들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해

도를 측정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수렴에 관한 것임을 확인한 다음 이를 돕기 위해

GeoGebra를 이용하여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그는 함수와 Taylor 다항식의 차를 오차로

두고 Ea,n(x) = f(x) − Pn(x)로 나타낸 다음, a와 차수 n을 변화시켜 함수의 그래프와

Taylor 다항식의 그래프 및 오차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한다. 이상구 등 [16]의 연구

결과와의 차이는 이 연구가 평균값정리와 Taylor 정리를 비롯하여 미적분학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각적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과 달리, 김진환은 Taylor

정리의 교수 (teaching)에 초점을 맞추어 Taylor 정리에 관련된 개념이나 학생들의 이해도를

분석하고 시각화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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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오혜영의 연구도 Taylor 정리에 초점을 맞춘다. 수학교육과 2, 3학년 학생

28명의 Taylor 급수의 수렴에 관련된 구조적 상 (image)을 분석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상과

수렴에 관한 이해도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25].

이외에도 Jason Martin이 Taylor 급수의 수렴에 관해 전문가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개념적

상 (image)의 차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전문가들이 더 많은 상을 갖고 그 상들 사이를

오가며 효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20]. 그들이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학적 이론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Brian Loft와 Stephen Scariano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초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Taylor

정리의 증명까지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게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학생들 스스로 성공적으

로 이해할 수 있었던 사례를 발표했다 [18].

정영우, 이목화, 김부윤은 미적분학의 근사개념에 대한 연구에서 평균값의 정리와 근사와

접선의 관련성에 주목한다 [5]. 그들은 Taylor 정리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Taylor 정리의 지도에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본다.

이외에도 Taylor 정리를 다룬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Taylor 정리를 지도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은 주로 정리를 이해하는 데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3 Taylor정리의지도에대한제언

앞에서 살펴본 교재들은 2절에서 살펴본 Taylor 정리의 역사를 다루지 않는다. 단, Edwards

& Penny만 간략하게 Brook Taylor가 1715년에 발표한 문서에서 Taylor 다항식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붙였고 오차는 1797년에 Lagrange가 출판한 책에 처음 발표된 형태로

제시한다고 언급할 뿐이다. 대개는 역사를 언급한다고 하여도 기껏해야 Taylor와 Maclaurin

을 한 두 문장으로 소개하는 정도이다. 대부분의 교재들은 Taylor 정리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연구 논문들은 Taylor 정리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

려워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시각적인 방법을 비롯하여 다각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재들도 여러 단계로 Taylor 급수와 Taylor 정리를 소개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시도들이다. 그러나 2장에서 살펴본 Taylor 정

리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함께 소개한다면 Taylor 정리가 추상적이고 어려운 수학의 이론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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