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3

군론

3.1 여는 글

수학에는 수많은 ”연산”들이 있다. 연산이란, 두개의 숫자1를 통해 새로운 숫자를 구

하는 과정이다. 예컨데 2 + 3 = 5. 이를 ”연산”이라 부르며, 이 경우 +를 연산자라

부른다. 굳이 덧셈일 필요는 없다. ×도 연산자의 예로서 훌륭하다.2 사실, 이 연산자

라는 것이 굳이 덧셈과 곱셈일 필요도 없으며 또한 숫자들만을 ”연산”할 필요 역시

없다. 예컨데, 함수의 연산자로서는 ”미분”과 ”적분”이 있으며 벡터의 연산자로서는

”내적”과 ”외적”이 있다.3

수학자들은이러한연산을일일이하지않는다.매우귀찮고따분한일이기때문이

다.다만,그들은 ”어떠한연산들은어떠한연산들이랑다른것이아니다.”라는사실을

발견해냈다.어떠한이두번이나들어가문장이우습게되었지만,쉽게이야기해서전혀

다른 두 연산이 사실은 완전히 동일한 연산인 경우가 종종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덧셈이 곱셈과 같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군(Group)”이다.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이 ”군”이란 개념은, 사실 수학에서는 숫자만큼이나 기

본적인개념이다.도대체군이란무엇인가?이장에서는군론이가진무한한가능성을

엿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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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군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자.

당신에게는 탐정 친구가 있다. 이름은 헐록 숌즈로 하자.4 이 헐록이라는 탐정이

어느 날 당신을 집에 초대해서 말했다.

”이봐, 친구씨. 나는 매우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네. 물론, 모든 탐정들은

관찰력이 뛰어나다지만 나는 특히나 더! 관찰력이 뛰어나지.”

어련하시겠어.당신은생각한다.하지만이헐록은자기자랑을멈출생각을안한다.

”자네, 나랑 내기를 하나 해볼까? 내가 이 방에서 1분간 나가 있을테니, 자네는

무엇이든 딱 하나 건드려보게. 물건을 훔쳐도 좋고 위치를 바꿔도 좋고 말이야. 내가

돌아왔는데 무엇이 바뀐지 알아채지 못하면 내가 진걸로 하겠네.”

당신은 헐록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서 제안을 수

락했다. 헐록이 방을 나서고 당신은 주위를 둘러본다. 당신의 눈을 사로잡은건 평범한

사각형 탁자. 자, 이 탁자를 어떻게 하면 헐록이 눈치를 못채게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이제 탁자를 ”어떻게” 바꾸느냐 라는 질문이 나온다. 탁자를 이동

시킨다면, 아무리 눈치없는 삼척동자도 탁자가 움직였다라는 사실은 알아챌 것이다.

그렇다면 탁자를 회전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아래에 첨부된 ”헐록의 탁자 1” 그림을 살펴보자. 가장 왼쪽의 사각형은 위에서

바라본 원래 탁자의 모습이다. 가운데는 당신이 45◦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킨 탁자의

모양, 그리고 가장 오른쪽은 같은 방향으로 90◦ 회전시킨 모양이다.

Figure 3.1: 헐록의 탁자 1

만약 당신이 탁자를 가운데 그림처럼 45◦만큼 회전시켰다면, 아무리 무능한 헐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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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해도 눈치챌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탁자를 90◦회전시키면, 각 탁자의 꼭지점에

알파벳이라도 쓰여지지 않은 이상 헐록 숌즈가 아니라 제 아무리 셜록 홈즈라도 알아

채기 어려울 것이다.

자 90◦ 회전만이 유일한 방법일까? 물론 아니다. ”헐록의 탁자 2”를 보자.

Figure 3.2: 헐록의 탁자 2

왼쪽에서부터 기존에 있던 헐록의 탁자를 90◦, 180◦, 그리고 270◦회전시킨 것이다.

그리고보다시피,원래의모습을유지한다는조건이라면, 90◦뿐만아니라, 180◦도, 270◦

도 충분히 괜찮은 답일 것이다. 하지만, 360◦는 아니다. 왜냐하면, 360◦를 돌린다는 것

은, 탁자를 돌리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똑한 당신은 탁자를 90◦, 180◦,

혹자는 270◦를 회전시켜서 헐록을 골탕먹였다는 통쾌한 이야기이다.

아쉽지만, 헐랭이 탐정 헐록은 잠시 잊고, 조금만 더 이 ”회전”이라는 개념에 대해

서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정사각형의 탁자를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게까지 하는

데에는 네개의 회전이 있다고 말했다. 90◦회전, 180◦회전, 270◦회전, 그리고 360◦회전

이렇게 말이다. 앞으로는 360◦회전은, 탁자를 움직이지 않은 것과 동일하니, 0◦회전

이라고 하겠다. 이제 이 네개의 회전을 원소로 삼아 집합을 만들어보자. 모든 회전을

반시계방향으로 통일시키면, 이 집합에는 0◦회전, 90◦회전, 180◦회전, 그리고 마지막

으로 270◦회전이 있다. 각각의 회전들을 R0, R90, R180, 그리고 R270으로 표기하자. 자,

그렇다면 연산을 고안해보도록 하겠다. 예컨데 180◦회전을 한 후 90◦회전을 해서 270◦

회전을 만들어냈다를 R90 ◦ R180 = R270 라고 표현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순서가 중

요한데, 먼젓번의 회전이 연산자 ◦의 오른쪽에, 나중번의 회전이 연산자의 왼쪽으로

들어온다. 또다른 예를 들자면, R90 ◦ R270 = R0이 있겠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360◦

회전은 전혀 회전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R0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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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합은 4개의 원소 R0, R90, R180, R270이 있고, 원소들 사이에서의 연산자 ◦가
있다. 하지만, 이 집합이 군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소와 연산자만 있으면 되

는 것이 아니다. 두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 하나는 항등원의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역원의 존재이다. 항등원은 또 뭐고 역원은 또 뭐람. 골치아파할 필요는 없다. 일단

우리에게 친숙한 연산자인 덧셈과 곱셈으로 항등원과 역원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

겠다.

항등원은 주로 e로 표현하는데, 일단 덧셈의 항등원과 곱셈의 항등원을 둘다 다룰

예정이니 표기상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덧셈의 항등원을 e+, 곱셈의 항등원을 e×로

표기하도록하겠다.덧셈에서의항등원은아무런숫자 a에대해서 a+e+ = e++a = a

를 성립하는 숫자 e+를 말한다. 예컨데 a가 1이든 100이든, 1 + e+ = e+ + 1 = 1을

성립시키고, 100 + e+ = e+ + 100 = 100을 성립시키는 e+를 의미한다.5 그렇다면 e+

값은 몇일까? 굳이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더라도 e+ = 0이라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을것이다.즉덧셈의항등원은 0이다.곱셈의항등원은그렇다면무엇이될까?역시

아무런 숫자 a에 대해서 a× e× = e×× a = a를 성립시키는 e×를 말한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둘다 항등원이라고 해서 덧셈의 항등원과 곱셈의 항등원 e×이 같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곱셈의 항등원이 덧셈의 항등원이라고 둔다면(0으로 둔다면),

아무런 a에 대해서 a × 0 = 0 × a = 0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 식은 a가 0이 아니고서

야 항상 틀리기 때문이다. 예컨데 a = 10으로 둬보자. 그렇다면 곱셈의 항등원 e×는

10× e× = e× × 10 = 10을 만족시키는 e×값이다. 그리고 이 책을 참을성있게 읽어온

똑똑한 독자들이라면 곱셈의 항등원 e×는 1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역원은 무엇일까? 덧셈의 역원을 먼저 예로 들어보면 a라는 값의 역원 b

는 a + b = e+를 만족시키는 값을 의미한다. 여기서 e+는 다시한번 말하지만 덧셈의

항등원인 0을말한다.예컨데 a = 5라면 5+b = 0을만족시키는 b값은몇이란말인가?

답은 −5이다.즉, 5의 (덧셈에서의)역원은 −5라는것이다.항등원과는다르게역원은

기존에 주어진 항 a값에 따라서 달라진다. a 가 3이라면 a의 (덧셈에서의) 역원은 −3

이 되고, a가 n이라면, a의 (덧셈에서의) 역원은 a = −n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항

등원의 역원은 무엇일까? 덧셈에서의 항등원의 역원을 c라고 둔다면 e+ + c = e+라는

식을만족시켜야된다.즉 0+c = 0을만족시켜야한다는것이다.그러므로 c = 0 = e+.

즉, 항등원의 역원은 항등원 자기 자신이 된다.

반면 곱셈의 역원을 보도록 하자. a의 곱셈에서의 역원 b는 a× b = e× = 1을 만족

시키는 b값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컨데 a가 4이라면 b는 1
4
일 것이고, a가 −2라면, b는

66



수학하기 좋은 날 John Lee

−1
2
일 것이다. 위에서 얘기했던 것 처럼, 곱셈의 항등원 1의 역원은 자기자신, 곧 1이

된다.

자,그렇다면우리의회전집합으로돌아와보자.만약이회전집합에항등원이있고,

모든 항에 따른 역원이 존재한다는 것이 보여지면, 이 집합을 ”군”으로 이름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일단 항등원부터 보도록 하자. 우리에게는 4개의 회전이 있는데

아무런 회전 R에 대해서 e ◦R = R ◦ e = R을 만족시키는 e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예컨데 90◦회전의 예를 들면, e ◦ R90 = R90 ◦ e = R90을 만족시켜야 된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 네가지 회전 중 ”어떤” 회전은 가만히 놔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바로 R0이다. 즉 이 집합에는 항등원이 있다.

이 집합에 각 항 별로 역원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자. 일단 위에서 항등원의 역원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나머지 세 항이 역원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일

단 R90의 역원을 살펴보자. R90 ◦ Rx = R0을 만족시키는 회전 Rx의 존재가 있는가?

물론 있다. 바로 R270이다. 270◦회전을 해준 뒤 90◦회전을 해주면 360◦회전을 해준 것

인데 이것은 책상을 움직이지 않은 것과 같다, 즉 항등원 R0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즉 R90의 역원은 R270인 셈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R270의 역

원은 R90이다. 그렇다면 R180의 역원은 무엇일까? R180 ◦ Ry = R0를 만족시키는 Ry

를 발견했는가? 아마 금방 발견했으리라 생각해본다. 그 역원은 다름아닌 R180 자기

자신이다. 항등원이 역원을 자기자신으로 삼는다 했지만, 항등원이 아니어도 역원을

자기자신으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다.

결론적으로, 해당 군은 연산자 ◦가 있고, 항등원이 있으며, 모든 항에 따른 역원이

있다. 그러므로 회전군은 훌륭한 군의 예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군에 대한

갈피를 잡긴 어려운 모양일 것 같다. 아무래도 조금 더 다양한 군들을 알아보면, 조금

더 군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3.3 아벨군

먼저 다뤄볼 군은 아벨군이라는 군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군들을 일컫는다. 교환

법칙이란,두항의순서를바꿔도식이동일한법칙을말하는데,예컨데덧셈과곱셈은

교환법칙이성립한다.임의의수 a와 b에대하여 a+b = b+a와 a×b = b×a이성립하기
때문이다.하지만뺄셈과나눗셈은교환법칙이성립하지않는다.예컨데, 5−2 6= 2−5

이며 4÷ 2 6= 2÷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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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벨군의예제는수도없이많지만,일단은가장기본적인덧셈군(Additive Group)

과곱셈군(Multiplicative Group)을배워볼예정이다.6하지만그러기위해서는합동연

산 혹자는 모듈로연산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간략하게”

라고 말한 이유는, 합동연산에 대해서는 제 4장: 정수론편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

기 때문이다.) 합동 연산이란, 특정한 숫자로 나눈 뒤 나머지로 하는 연산을 일컫는다.

예컨데, 15와 11은 둘 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니, 15와 11을 같다고 보는 것

이다. 표기법으로는 11 ≡ 15 (mod 4)로 표시하는데, 같다는 기호로는 = 대신, ≡을
사용하며, 꼭 몇으로 나누는지 mod 뒤에 명시해야 된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다.

• 14 ≡ 4 (mod 10)

• 14 ≡ 0 (mod 7)

• 9 + 7 ≡ 1 (mod 5)

• 4× 7 ≡ 9 (mod 19)

• 5× 4 ≡ 0 (mod 10)

덧셈 군은 Z/nZ로 표기한다.7 예컨데, 모듈로 5의 덧셈 군은 Z/5Z로, 모듈로 7의

덧셈 군은 Z/7Z로 표기한다. 예컨데, Z/10Z는 0, 1, · · · 9를 포함하며, 10을 넘는 숫자,

예컨데 9 + 8 = 17의 경우, 해당 덧셈 군에서는 17 ≡ 7 (mod 10)이므로 7로 표현한다.

덧셈 군의 연산을 표로 표현해보도록 하겠다. 아래표의 행과 열에는 Z/4Z의 원소들
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칸에는 주어진 행에 입력된 값과 열에 입력된 값의 합을

모듈로연산으로 처리한 값이다.

+ 0 1 2 3

0 0 1 2 3

1 1 2 3 0

2 2 3 0 1

3 3 0 1 2

Z/4Z가 제대로 된 덧셈 군인가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군의 연산, 군의 항등원, 각

원소의 역원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군의 연산은 덧셈이며, 군의 항등원은 전 단원

에서 다뤘듯이 0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있다. 즉, Z/4Z가 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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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소에 따른 역원이 있음을 보여주면 충분하다. 잠시만 역원에 대한 정의로 돌아와

보면, a의 역원 b는 a + b ≡ 0 (mod 4)을 만족시키는 값이다.8 즉 1의 역원은 3이며,

2의 역원과 0의 역원은 자기자신이다. 즉, 각 원소에 따른 역원이 모두 있기 때문에

Z/4Z는 훌륭한 군의 예제이다. 앞서 말했듯, 해당 군은 덧셈을 연산으로 삼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아벨군이다.

곱셈군도덧셈군과비슷하게곱셈에서의모듈라연산을취해준다.예컨데모듈라

10의 곱셈 군은 (Z/10Z)×라고 표기해준다. 덧셈 군과는 다르게 곱셈 군, (Z/nZ)×에

는 n과는 최대공약수가 1인 n보다 작은 숫자만을 포함해준다. 예컨데, (Z/10Z)×군은,

10보다는 작은 자연수들 중에서 2,4,6,8은 10과 최대공약수가 2이며, 5은 10과 최대

공약수가 5이다. 즉 2,4,5,6,8은 (Z/10Z)×에 포함되지 않는다. (Z/10Z)×에 포함되는

원소는 1,3,7, 그리고 9 뿐이다. 해당 곱셈 군의 연산을 표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 1 3 7 9

1 1 3 7 9

3 3 9 1 7

7 7 1 9 3

9 9 7 3 1

이번엔 (Z/10Z)×가 군인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군의 연산, 군

의 항등원, 그리고 각 원소별로 역원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군의 연산은 곱셈이며,

군의 항등원은 1이니, 이번에도 덧셈 군과 마찬가지로 각 원소별로 역원이 있는지 확

인해주면 된다. 예컨데, 이 경우는 a의 역원 b를 찾기 위해서는 a × b ≡ 1 (mod 10)

을 만족시키는 b값을 찾는 것이다. 1은 항등원이기 때문에 역원은 1 자기자신이며, 3

의 역원은 7, 7의 역원은 3, 그리고 9의 역원은 9 자기 자신이다. 즉, 각 원소에 따른

역원이 (Z/10Z)×에 포함되어 있기에, (Z/10Z)×는 훌륭한 군이다. 이 곱셈 군 역시

교환법칙이 성립하기에, 아벨군이다.

덧셈 군과 곱셈 군 연산 표를 확인해보면, Z/5Z에는 각 원소 0,1,2,3,4가 각 행과

각열별로한번씩,그리고 (Z/10Z)×에역시도각원소 1,3,7,9가각행과각열별로한

번씩 나타난다. 마치 스도쿠 퍼즐처럼 말이다. 과연 이 특성은 아벨군에서만 해당되는

특성일까? 이번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비아벨군에서도 이러한 이른바 ”스도쿠

특성”이 성립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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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아벨군

이번 장에서는 약간 특이한 경우의 두 군을 살펴볼까 한다. 하나는 정이면체군(Dihe-

dral Group)으로, 앞서 이야기한 회전군의 확장된 개념이라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대칭군(Symmetric Group)으로 궤도에 관한 군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군은 군론을

포함한 여러 추상대수학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예제로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정이면체군에 설명에 앞서 지난번 장에서 소개했던 헐랭이 탐정 헐록의 이

야기로잠시돌아가보자. 90◦, 180◦ 혹자는 270◦에골탕먹은헐록은당신에게헐랭이의

오명을 씻고자 당신에게 재도전을 부탁했다. ”이봐 자네, 지난번 일은 무효로 해주게.

다시한번,이번엔헐록의이름을걸고사소한차이도놓치지않을것이네.”존리의수

학책과함께인당신은두려울것이없다.한번골탕먹였는데두번도어려우랴.당신은

흔쾌히 승낙한다.

하지만 아뿔싸,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야비한 헐록은 방에 있는 탁자를 고정시켜

놓은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탁자를 돌리는 것은 포기해야될 것 같다. 당신은 조금 더

방을 꼼꼼히 살폈다. 그러자, 탁자 위에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

리는헐록이정사각형의모양을띈물체를 90◦, 180◦ 혹여는 270◦로회전시키면알아볼

수없다는사실을잘알고회전시키려하는찰나,정사각형오른쪽아래귀퉁이에작은

구멍이 뚫려있는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헐록의 종이 1”을 살펴보자.

왼쪽 위의 사진이 처음 종이의 모습이라 가정하자. 만약 우리가 이 종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90◦회전시킨다면, 오른쪽 위의 그림처럼 될 것이다. 180◦ 회전이라면 왼쪽

아래, 마지막으로 270◦회전이라면 오른쪽 아래의 그림처럼 될 것이다. 물론 헐랭이

탐정 헐록이 이 조그만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길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종이를 뒤집어보는 건

어떨까?

만약 F1라는선을기준으로종이를뒤집는다면,구멍은그자리에여전히남아있을

것이다. 반면, 종이의 B에 해당하는 꼭지점과 D에 해당하는 꼭지점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종이와는 다른 상태의 종이이다. 다행히도 종이의 뒷면은 앞면과

색이 같은 덕분에, 당신은 아무런 문제없이 또 한번 헐록을 골탕먹이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이다.

첫번째헐록의이야기에서는종이의회전이군을이룬다는것을암시했다.즉,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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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헐록의 종이 1

Figure 3.4: 헐록의 종이 2

이야기를 읽은 눈치빠른 독자들이라면, 종이의 반전 또한 군을 이룰 수 있음을 기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F1축 말고 또 몇개의 축이 있을까? 그림 ”반전의

축”을 보며, 총 몇개의 축이 있는지 헤아려보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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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반전의 축

해당 그림을 살펴보면, 반전의 축이 대각선 F1축 말고도, 또다른 대각선 F2와 수

평선 FH , 그리고 수직선 FV가 있음을 알 수 있다.9 어차피 회전군도, 그리고 지금

소개한 반전들도 모두 정사각형에 통용되는 것이니 이 모든 원소들을 하나의 군으로

통합시켜보는 건 어떨까? 그럼 다음과 같은 집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D4 = {e, R90, R180, R270, FV , FH , F1, F2}.

이 집합은 군일까? 물론 군이니까 여기서 설명이 됬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도록 하자. 일단 군의 정의를 상기시켜보면, 군은 연산이 있고,

항등원이있으며,모든원소별로역원이있었다.이집합에는 ◦라는연산자가있었고, e

라는항등원이있었으며,앞서소개한 3개의회전들은각각역원이있음을보여주었다.

즉, 나머지 네 반전 원소들의 역원이 위 D4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집합은 군이

된다는것이다.사실반전원소들의역원을찾는작업은그렇게어려운작업이아니다.

예컨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이를 어느 축으로 한번 뒤집고, 똑같은 축으로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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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으면 원래의 모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것이 수평축으로 뒤집는 것이든,

수직축으로 뒤집는 것이든 혹여는 대각선 축으로 뒤집는 것이든, 어느 축을 잡고 그

방향으로 두번 뒤집으면, 항상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우리의 연산인 ◦를
사용해서 표기해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개의 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FH ◦ FH = e, FV ◦ FV = e, F1 ◦ F1 = e, F2 ◦ F2 = e.

예컨데, FH의역원을찾는것이라면, FH ◦x = e를만족하는유일한 x를찾는일이라고

앞서 설명했었다. 즉, FH의 역원은 FH 자신이 되는 셈이다. FH 뿐만 아니라, FV도,

F1도, 그리고 F2도 모두 스스로를 역원으로 삼는다. 즉, D4집합은 훌륭한 군이다.

자, 그렇다면 D4는 아벨군일까? 다시말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군일까? 아래의

그림 ”R90 ◦ FH”와 ”FH ◦R90”을 보도록 하자.

Figure 3.6: R90 ◦ FH

일단,표기법상 A◦B라하면, B를먼저하고그다음에 A를한것임을상기해주길

바란다. 즉, 첫번째 그림은 원래 정사각형에서 수평선 반전인 FH를 먼저 취해주고, 그

다음에 반시계방향 90◦ 회전인 R90을 해주었으니, 표기상은 R90 ◦ FH이 된다. 반면,

회전을 먼저, 반전을 나중에 해준 두번째 그림은 표기상 FH ◦ R90이 된다. 자세히 살

펴보면, 위의 그림에서는 기존의 정사각형과 마지막 정사각형을 비교해보면, A와 C

꼭지점은 제자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B와 D의 위치는 바뀌었다. 이는 F2 반전

과 같다. 반면, 아래의 그림에서는 기존의 정사각형과 마지막 정사각형을 비교해보면

반대로 B와 D가 제자리를 유지하며 A와 C가 자리가 바뀌었다. 즉, 이는 F1 반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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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FH ◦R90

같다. 즉 이는 다음과 같이 표기가 가능하다.

R90 ◦ FH = F1, FH ◦R90 = F2.

즉, R90과 FH의 순서에 따라서, 다른 결과값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D4는 교

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군이다. 고로, 이 군은 비아벨군이다. 수학자 ”닐스 헨리크

아벨”의 이름을 따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군을 ”아벨군(Abelian Group)”, 성립하지

않는군은 ”비아벨군(non-Abelian Group)”이라고명명하였다.아벨은수학자들중몇

안되는 꽃미남이니, 특별히 아래에 아벨의 사진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D4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사실 우리가 헐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는 독자가 이해가 편하다는 이유와 작가가 그림 그리기 편하다는 이유로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와 종이를 사용했지만, 사실 굳이 정사각형일 필요는 없다. 정삼각형도,

정오각형도, 더 나아가 정이백각형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각각의 경우, 군의 표기를

D3, D5, D200으로 사용한다.10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D3군에서는 정삼각형이 원래 자

기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원소들만을 포함한다. (약간 이해하기 어렵다면, 헐록의

탁자, 혹은 헐록의 종이가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예컨데, 정삼각형

의 탁자를 90◦회전을 하면 원래의 모습과는 달리 삐뚤어진 정삼각형이 될 것이다. 즉

R90은 D3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120◦회전과 240◦회전은 D3군에 포함된다. 반전

역시마찬가지다.원래의모습으로돌아오게하는반전만이 D3군에포함된다.이모든

군들을 정이면체군이라고 하며 Dn으로 표기하는데, D는 ”정이면체의” 를 의미하는

”Dihedral”에서, n은 앞서 말했듯 정n각형에서의 n을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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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닐스 헨리크 아벨

앞서 간략하게 말했듯, 또 하나의 군이자 비아벨군의 예제로 대칭군을 소개해볼까

한다. 이 역시 일상의 예제를 들어, (123) 따위의 사이클(cycle)들을 버스와 노선도에

비유해보도록 하겠다.11 다음의 상황을 상상해보자.

어느 한가한 저녁, 문화시민이며 시사시민인 당신은 YTN 뉴스를 틀었다. 뉴스

아나운서는 황당한 듯한 표정으로 다만 차분하게 다음의 뉴스를 전달하고 있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청은 서울시내의 심각한 교통난에 대처하고자 서울시내

버스를 대폭 감축하기로 결정하여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역, 강남

역, 광화문역을 제외한 모든 버스역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으며, 각각의 역 이름을 1번

역, 2번 역, 3번 역으로 명명하였습니다. 분당에 사는 이 모씨는 서울시청이 지하철공

사에게서 이른바 뒷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신은 서울시청의 황당무계한 결정과 기막힌 네이밍 센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허나다른사람들에게는미안한일이지만,당신은남산역에살고광화문역에서

일을 하며, 강남역에서 친구들을 만나기에 사실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당신은 출근을 위해 남산역, 아니 1번 역을 향해 발을 옮겼다. 1번 역

에는여러대의버스가정차중이었는데,버스가감축되면서버스번호도바뀌는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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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버스를 타야될지 고민이었다. 하기야 어차피 역도 세 개 뿐인데, 어떻게든 가지

않겠어? 당신은 아무런 버스에 올라탔다. 하지만 이게 왠걸, 버스는 이내 출발하는가

싶더니, 얼마 안가 유턴하고는 다시 1번 역으로 돌아오는게 아닌가. 당신은 창문에

붙여진버스노선도를그제서야살펴보았다.버스의번호는 (23),노선도는그림 ”(23)

노선도”와 같았다.

Figure 3.9: (23) 노선도

그제서야당신은버스번호와노선도의관계를눈치챘다. (23)이라는의미는 2번과

3번을 오간다는 의미였으며, 그 외의 다른 역에서는 다시 원래 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했다. 당신은 버스에서 내려, 이번엔 (123)버스에 들어섰다. 버스에 들어서기 전

에, 기사 아저씨에게 3번 역을 가는지 재확인을 받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이게 웬일, 버스는 1번 역에서 출발해 주구장창 강남, 아니 2번 역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닌가. 그제서야 버스 노선도를 확인한 당신, 버스 노선도는 그림 ”(123) 노선도”와

같았다.

Figure 3.10: (123)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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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서야당신은버스번호와노선도의의미를완전히이해하게되었다. (123)이란,

버스가 1번 역에서는 2번 역으로, 2번 역에서는 3번 역으로, 마지막으로 3번 역에서는

1번 역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였다.

자 이 쯤에서, 두 개의 버스를 연속으로 타는, 이른바 ”교통패스”를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당신이 (23)버스와 (123)버스를 순서대로 타는 경우를 생각해보겠

다. 이를 (123)(23)으로 표기하는데, 앞서 정이면체군의 예제와는 달리 대칭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산자 ◦를 생략해준다. 하지만 정이면체군과 같이 오른쪽에서부터 계산

한다는 점을 유의해주길 바란다.

만약당신이이 (123)(23)교통패스를들고 2번역에있다고가정해보자.그렇다면,

첫번째 버스인 (23)버스를 타면, 당신은 3번 역에서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뒤

따라오는 (123)버스는 3번 역에서 당신을 1번 역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만약 당신이

3번 역에서 출발했다면, (23)버스는 2번 역으로, 2번 역에서 (123)버스는 3번 역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1번 역에서 출발했다면 (23)버스는 1번 역으로

되돌아올것이고, 1번역에서 (123)버스는 2번역으로데려다줄것이다.즉,이교통패

스는 1번 역에 있는 당신을 2번 역으로, 2번 역에 있는 당신을 1번 역으로, 마지막으로

3번 역에 있는 당신을 3번 역으로 데려다 줄 것이니 (123)(23) = (12)(3) = (12)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역의 번호는 생략하는 버스 번호의 규칙을

상기해주길 바란다.)

물론 버스 역도 좋고 노선도도 좋지만,조금 더 연산을 간편하게 하고 싶다면,가장

오른쪽 괄호서부터 순서대로 각각의 숫자들의 궤도를 생각하는 것이다. 예컨데, 앞서

소개한 (123)(23)을 계산한다고 해보자. 2라면, 오른쪽 사이클에는 2를 3으로 보내고,

왼쪽 사이클은 그 3을 1로 보낸다. 즉 2는 1로 간다. 3은 오른쪽 사이클에서 2로, 2

는 왼쪽 사이클에서 3으로 가니, 3은 자기자신으로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1은 오른쪽

사이클엔 포함되어있지 않으니, 자기자신인 1로 돌아오고, 왼쪽 사이클에서는 1이 2

로 보내진다고 생각하면 금방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버스의 예제로 돌아와, 만약 우리가 버스를 타는 순서를 바꿔 (123)버스를 탄

뒤 (23)버스를 탄다고 가정해보면, (23)(123) = (13)이 된다.(계산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즉, 정이면체군에서도 그러했듯, 여기서도 연산의 순서가 결과를 결정한다.

다시말해, 비아벨군이다.

또 다른 버스도 있다. 바로 (1)(2)(3) 버스이다. 이 버스는 1번 역에서 출발해도 1

번 역으로 돌아오고, 2번 역에서 출발해도 2번 역으로 돌아오고, 3번 역에서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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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시 3번 역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말해, 이 버스는 항상 어디서 출발하더라도

항상 자기자신으로밖에 데려다 줄 수 없는 버스이다. 즉 이 버스는 항등원이며, e라고

표기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버스가 총 몇 대가 있을까? 아래에 한번 버스의 종류들을 나열

해보도록 하겠다. (같은 노선도를 공유하더라도 순서가 반대라면, 따로 세어주도록

하겠다.)

S3 = {e, (12), (13), (23), (123), (132)}.

위와 같이 S3군에는 6개의 원소가 포함되어있다. 각각의 원소들의 역원으로는 e

를 비롯해 (12), (13), (23)의 역원은 자기자신, (123)의 역원은 (132)로, 모든 원소의

역원들이 포함되어있는 완벽한 하나의 군이다.

S3군이 3개의 역을 가진 버스 노선도에 비유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3개의

원소(1,2,3)의 순서들의 모든 집합이다. 이를 수학적인 용어로 ”순열(Permutation)”

이라 표현한다. 이와 같이, S4군은 4개의 원소(1,2,3,4)의 차례들의 순서들의 모든 집

합이며, S4군의 원소들로는 다음과 같다.

S4 = {e, (12), (13), (14), (23), (24), (34), (12)(34), (13)(24), (14)(23), (123), (124),

(132), (134), (142), (143), (234), (243), (1234), (1243), (1324), (1342), (1423), (1432)}

여기서유의해야할점은, S3의원소 (12)와 S4의원소 (12)의차이가분명히있다는

것이다. S3의 (12)는 1과 2를 교대하며, 3은 자기 자신으로 보낸다는 의미이지만, S4의

(12)는 1과 2를 교대하며, 3과 4 둘다 자기자신으로 보낸다는 의미이다.

자 그렇다면 아벨군인 곱셈 군과 덧셈 군도 알았겠고, 비아벨군인 정이면체군과

대칭군도 알았겠다. 하지만, 도대체 이 군론이 어째서 현대 대수학의 주인공이 되었

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버스노선이라느니, 회전이라느니, 다양한 연산을 쉽게 보여준

것은 좋지만, 별로 그리 ”대단해”보이진 않는 작업이다. 필자도 충분히 이해한다. 사

실 필자도 군론을 처음 배웠을 때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말이다. 허나, 위상동형의

마술을 목격하는 순간, 당신도 열렬한 군론의, 그리고 추상대수학의 지지자가 되리라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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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상동형

2.3장에서우리는 Z/4Z덧셈군과 (Z/10Z)× 곱셈군의연산표를확인했었다.이두군

사이의 공통점을 대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둘다 모듈라 연산이다? 아벨 군이다?

물론 두 답변도 훌륭한 답변이지만, 이 두 군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

두 군은 모두 4개의 원소만을 가지고 있다. Z/4Z는 0,1,2,3을, (Z/10Z)×은 1,3,7,9를

말이다. 해당 연산표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 0 1 2 3

0 0 1 2 3

1 1 2 3 0

2 2 3 0 1

3 3 0 1 2

× 1 3 9 7

1 1 3 9 7

3 3 9 7 1

9 9 7 1 3

7 7 1 3 9

이 두 연산표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과연 이 두 군의 공통점은 원소가

4개가 있다는 것이 전부일까?

사실 해당 표에서 바로 공통점을 끄집어내기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엔각각의숫자들을알파벳으로바꿔볼심산이다.앞서우리는덧셈에서의항등원이 0

이며,곱셈에서의항등원이 1임을보였다.항등원은주로 e로표기한다하였으니,왼쪽

표의 0을, 그리고 오른쪽 표의 1을 모두 e로 바꿔볼 것이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자.

+ e 1 2 3

e e 1 2 3

1 1 2 3 e

2 2 3 e 1

3 3 e 1 2

× e 3 9 7

e e 3 9 7

3 3 9 7 e

9 9 7 e 3

7 7 e 3 9

이렇게 바꿔서 살펴보니 무언가 공통점이 보인다. e의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이 항등원 e에만 국한되는 현상일까? 다른 원소들도 모두 다른 알파벳으

로 바꿔보자. 왼쪽 표의 1과 오른쪽 표의 3을 a로, 왼쪽 표의 2와 오른쪽 표의 9를 b로,

그리고 왼쪽 표의 3과 오른쪽 표의 7을 c로 바꿔보면 마법같이도, 두 표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표로 일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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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b c

e e a b c

a a b c e

b b c e a

c c e a b

표 2.1

이것이무슨의미냐,비록완전히다른두군이고,다른연산에다른항등원,게다가

다른 원소들을 갖고 있음에도 두 군의 연산과 그 작용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두 군은 사실상 ”동일한” 군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위상동형”이

라고 일컫는다.12 표기법상 ”Z/4Z와 (Z/10Z)×군이 위상동형이다” 를 아래와 같이

표기해준다.

Z/4Z ∼= (Z/10Z)×

.

그렇다면 원소의 개수가 같은 두 군은 항상 위상동형이냐, 그건 아쉽게도 아니다.

아쉽게도 원소가 4개짜리 군에는 위와 같은 연산 표가 아닌 다른 연산 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군은 없지만, 해당 연산 표를 만들어보도록

해보자. 일단, 원소는 4개이니, e, a, b, c라고 명명하자. 어떤 원소든간에 e와 연산하면

자기자신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첫 행과 첫 열을 채워넣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이 말이다.

◦ e a b c

e e a b c

a a ∗ † ?

b b

c c

일단이른바스도쿠법칙덕에 ∗에는 a가들어갈수없다는사실을알수있다.바로

왼쪽과위쪽에 a가있기때문이다.만약 ∗에 b가들어간다면, †와 ?는 c와 e가들어가야

만 한다. 하지만, †에 c가 들어가면, 이 표는 위에 제시했던 표 2.1과 완전히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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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버리고13 그렇다고 e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는 c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이미 c

가 바로 윗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즉, ∗에는 b가 들어갈 수 없다.

∗에 c가 들어가면 어떨까? 사실 c가 들어가도 표를 완성시킬 순 있다. 다음과 같이

말이다.

◦ e a b c

e e a b c

a a c e b

b b e c a

c c b a e

하지만 해당 표의 b의 열과 행을 c의 열과 행과 바꿔치기하면, 다음과 같은 표가 된다.

◦ e a c b

e e a c b

a a c b e

c c b e a

b b e a c

어디서 본 듯한 표이지 않은가? 사실 이 표는 위에 소개된 표 2.1에서 b를 c로, 그

리고 c를 b로 바꿔준 형태다. 다시말해 위와 같은 연산 표를 가진 군은 처음 알파벳을

다르게 설정해주면 표 2.1와 완전히 같은 표가 나올 것이란 의미이다. 즉, 위상동형

이다.

자, 그렇다면 ∗에는 a도, b도, c도 들어가면 안된다. 그렇다면 남은 옵션은 e뿐이다.

∗에 e를 넣고 나머지 표를 채워가다보면, 다음과 같은 표가 완성된다.

◦ e a b c

e e a b c

a a e c b

b b c e a

c c b a e

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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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원소가 4개인군의연산은무조건표 2.1의형태를띄거나표 2.2의형태를

띈다.14 이는, 다시 말해 어떤 연산을 갖고 있는 군이든, 원소를 4개만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위의 두 연산표 중 하나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우리가 그

연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해당 군이 어떤 군과 ”동일한” 연산 작용을 갖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원소가 4개인 군은 두 가지 형태만을 띄고 있으며, 우연히도 우리가 다룬

Z/4Z와 (Z/10Z)×는 ”동일한” 연산작용을 갖고 있는, 이른바 동형사상이었다.

이번엔 D3군과 S3군을 살펴보자. S3군은 앞서 다음과 같이 6개의 원소가 있음을

설명했다.

S3 = {e, (12), (13), (23), (123), (132)}.

그렇다면 D3는 어떨까?

Figure 3.11: D3의 원소

그림 ”D3의 원소”를 살펴보면, 일단 회전으로는 0◦회전, 120◦회전, 그리고 240◦

회전이 있다. 반면 반전으로는 F1, F2, F3 세개의 반전 원소들이 있다. 그러므로 D3는

총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D3가 S3와 사실상 동일한 연산을 가진, 동형

사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각 군의 연산 표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다만 아래

연산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군은 비아벨군이므로, 연산의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데, a 원소 행과 b원소 열의 칸에는 a ◦ b의 연산 값을 입력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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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b · · ·
...

. . .
...

a · · · a ◦ b
...

. . .

위와같은방식으로 D3와 S3의표를만들어보도록하겠다. (항등원은 e로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D3의 항등원, 0◦회전은 R0으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D3 R0 R120 R240 F3 F2 F1

R0 R0 R120 R240 F3 F2 F1

R120 R120 R240 R0 F2 F1 F3

R240 R240 R0 R120 F1 F3 F2

F3 F3 F1 F2 R0 R240 R120

F2 F2 F3 F1 R120 R0 R240

F1 F1 F2 F3 R240 R120 R0

D3 연산 표

S3 e (123) (132) (12) (13) (23)

e e (123) (132) (12) (13) (23)

(123) (123) (132) e (13) (23) (12)

(132) (132) e (123) (23) (12) (13)

(12) (12) (23) (13) e (132) (123)

(13) (13) (12) (23) (123) e (132)

(23) (23) (13) (12) (132) (123) e

S3 연산 표

이 표 역시 연산작용이 동일하다. R0을 e로, R120을 (123) 으로, R240을 (132)로, F1

을 (23)으로, F2를 (13)으로, F3으로 (12)로 바꾼다면 위의 표는 아래 표와 동일하게

될 것이다. 고로, S3
∼= D3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결코 아니다. 사실 이렇게 귀찮은 연산표를 만드는

것 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둘이 동형사상임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바로, 한 군의

원소들을 다른 군의 원소들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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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삼각형의 각각의 꼭지점을 1,2,3으로 이름 지어보겠다. 그림 ”기본 정삼각

형”과 같이 말이다.

Figure 3.12: 기본 정삼각형

이제 이 삼각형을 회전하거나 반전을 취할 것이다. 회전과 반전을 취한 뒤, 각 꼭지

점이어느위치로옮겨갔는가,그림 ”D3”를자세히살펴보길바란다.각각의정사각형

아래는 기본 정사각형에 어떠한 연산을 취해주었는지를 의미한다.

R0을취해준이후의정삼각형은아무런변화가없다.즉꼭지점 1,2,3모두가제자

리에있으니 e로표기해줄수있다. R120을취해준이후의정삼각형은, 1은 2의자리에,

2는 3의자리에,그리고 3은 1의자리에갔으니 (123)으로표현이가능하고마찬가지로

R240도 (132)로표현이가능하다.반전은다소다른데, F1반전을취해준이후의삼각형

의꼭지점을보면, 2와 3의자리만바뀌고 1은제자리에있게된다.즉, (23)으로표기가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F2와 F3은 각각 (13)과 (12)로 표기가 가능하게 된다. 다시맗,

D3군과 S3군은 애초에 ”같은 연산”을 ”다르게 표기해준 것”에 불과하며, 고로 둘의

연산 작용은 동등하다.

마지막으로,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Sn ∼= Dn은 성립할까?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다. 앞서 말했지만, 위상동형이 되기 위해서는 두 원소의 개수가 동일해야 하는데,

S4는 2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지만, D4는 8개의 원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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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D3

3.6 닫는 글

단순히 숫자를 대신해 알파벳으로 쓰는 이른바 기초대수학에서 벗어나, 현대대수학

혹자는 추상대수학은 수와 연산, 즉 군을 가장 기본 개념으로 삼으며 점차 발전해나갔

다.그리고중세시대의수학을아득히먼곳까지데려다주었다.예컨데,위상수학에서

론이없이는상상하기조차힘들었던 n차원도형들의관계성에대한연구가있었는데,

군론이 도입되면서 이에 대한 이해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15 단순한 계산, 수의 법칙,

기하학적 성질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추상대수학은 지금까지는 전혀 동떨어진 개념

이라고 믿어져왔던 수많은 연산 체계들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심지어

군과 군을 더하고 곱하며 나눈다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더 많은 관계를 생성해내었다.

비록 추상대수학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고, 어찌보면 다소 현

실성과 적용성이 떨어지는 개념이었을지 몰랐지만, 적어도 수학에 있어서는 지금의

수학을 떠받치는 가장 탄탄한 기둥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이론 물리학이 발전을 거듭

하며, 세상을 이루는 물질, 이른바 끈이론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대칭군에 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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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활발히 진행되었다.

가히 이론수학을 넘어서 이론물리학의 강력한 무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번 장은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인 스티븐 와인버그의 말을 인용으로 장을 마치도

록 하겠다.

”우주는 거대한 대칭군의 표현의 직접곱이다.”- 스티븐 와인버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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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to chapter 3

1. 정확히는 원소라는 표현이 맞다. 왜냐하면 연산들은 연산자 안에서 집합을 이루기

때문이다.

2. 왜 −나 ÷는 거론하지 않냐고 물어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와 ÷는 +와 ×의 형태
로 나타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5 − 3는 5 + (−3)으로, 6 ÷ 3은 6 × 1

3
으로

나타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미분은 함수의 임의의 점의 기울기를, 적분은 함수가 차지하는 넓이를 구하는 연산

자이다. 내적과 외적은 두 벡터를 곱하는 방식이다.

4. 이 시나리오에는 조금 허술한 탐정 캐릭터가 필요한데, 마침 필자가 예전에 읽은 르

블랑의아르센뤼팽시리즈에나오는마땅한캐릭터가있다.이는 ”813”편과 ”기암성”

편에 나오는 ”헐록 숌즈”라는 이름의 영국에서 온 무능한 탐정인데, 사실 반영감정이

있던프랑스에서셜록홈즈를깎아내리기위해머릿글자를바꿔만든캐릭터라고한다.

5. a + e+ = a가 성립하면 e+ + a = a도 당연히 성립하는데 왜 굳이 둘 다 써주느냐

물을 수도 있겠다. 우리에게 친숙한 덧셈과 곱셈이란 연산자는 항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예컨데 3 + 5 = 5 + 3이고 2 × 4 = 4 × 2이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결과역시 바뀌는 연산자들 또한 엄청나게 많다. 해당 예제는 다음 소단원에서 다뤄질

것이다.

6. 물론 앞서 소개했던 회전군도 아벨군에 포함된다.

7. 간간히 Zn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n진수 표기법과 같으므로, Z/nZ
표기법을 고집하도록 하겠다.

8. 여기서는 0으로 표현했지만, 정확히는 a+ b = e라 표현해야한다. 덧셈의 항등원이

0인 고로, 여기서는 0으로 표현했다.

9. 해당 표기법이 일반적이다. 반전은 영어로 Reflection인데, 이니셜 R은 회전(Rota-

tion)원소를 표기할 때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자음인 F를 사용하기 시작한

듯 하다. H와 V는 각각 수평선과 수직선을 의미하는 Horizontal line, Vertical line

에서 따왔다. 대각선은 두개가 있으니, 구분해주기 위해서 1과 2로 사용한다. 다만,

어떤 대각선이 1이고 2인지는 작가마다 모두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 간간히 D3을 D6으로, Dn을 D2n으로 표기하는 부류의 수학자들도 있다. 왜냐하면

Dn군의 원소가 2n개이기 때문에, 정n각형이라는 의미 대신 원소의 개수라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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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서 일반적인 Dn표기법을

고집하도록 하겠다.

11. 사이클에 대한 한국 표현은 ”순환치환”이지만 다소 말이 복잡한 관계로 영어인

cycle을 앞으로 차용하도록 하겠다.

12. 위와 위상동형인 모든 군들을 Z2 × Z2군이라 일컫는다.

13. 끝까지 표를 채워넣다보면 해당 표가 결국에는 위에 제시한 표 2.1 연산표와 완전

히 동일하게 되어버린다.

14. 두번째의 군은 K4군, 혹자는 클라인 군이라고 부른다.

15. 해당 문장은 Carleton College의 Rafe Jones교수와의 개인적 대화를 통해 알게된

내용이라 정확한 형식의 인용이 불가능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

다.

16.원어: ”The universe is an enormous direct product of representations of symmetry

groups. —Steven Weinberg”; http://www.azquotes.com/quote/91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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