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1

푸앵카레 추측

1.1 여는 글

2003년, 수학계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클레이 수학 연구소(Clay Mathematics

Institute)에서 선정한 7개의 문제, 이른바 밀레니엄 문제 중 하나인 푸앵카레 추측이 해결되

었다는 것. 각 문제당 10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있는 엄청난 난제로, 1900년 힐베르트의 23

개의 문제의 정신을 계승받아 선정된 문제들이다. 그리고 해당 문제가 발표된지 꼭 3년만에

한 문제가 함락된 것이다. 러시아의 수학자 그리고리 페렐만에 의해서 말이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위대한 문제를 해결한 수학자가 모든 상금과 영예, 정

교수직 제안, 인터뷰 등을 거절하고 잠적해버린 것이다. 물리학계에도 비슷한 일화가 있을

뻔했다. 유명해지는 것을 싫어했던 파인만(Feynman)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절하려 했

던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의 동료 연구원이 오히려 그런 짓을 했다간 더 유명해질 것이라는

충고에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반면 페렐만은 달랐다. 단순히 유명세가 싫었다고 거절

하기에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더 나아가 수학계를 떠났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누구보다도 수학을 사랑했던 수학자가 수학계를 떠나는 일이 있었단 말인가?

흔히들 푸앵카레 추측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푸앵카레 추측 자체는 우주라는 말이 결코 언급되지 않는

다. 다양체니 위상동형이니 이상한 말만 나올 뿐이다. 도대체 이 추측이 무엇이길래 우주의

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진단 말인가?

이번 장에서는 1904년 발표되어 2003년, 꼭 100년의 시간동안 수학자들의 골머리를 썩

여왔던 푸앵카레 추측에 대해서, 더 나아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수학계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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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요

푸앵카레 추측은 이름에 나와있듯, 수학자 앙리 푸앵카레(Henri Poincaré)가 제기한 추

측이다. 앙리 푸앵카레는 위상수학을 창시했던 수학자이며 동시에 위상수학의 최악의 난제

푸앵카레 추측을 제기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그는 1895년 Analysis Situs라는 논문을 필두로

9년에 걸쳐 5편의 보충 논문을 출간했다. 총 여섯편의 논문 시리즈는 지금의 위상수학의 기틀

을 마련했고, 새로운 개념들을 대거 도입했으며, 꼭 100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푸앵카레 추측

역시제시되었다. Analysis Situs란위치해석학이라는의미인데,이는위상수학의본래의이름

이었다. 위상수학은 이 외에도 고무판 기하학이라는 별명이 있다. 이름이 제시하듯, 이 학문은

공간을 굽히고 늘리고 줄여도 변하지 않는 기하학적 성질에 주목하는 학문이다.

푸앵카레 추측은 그의 두번째 보충 논문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그 추측은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해당 추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례가 존재한다는 것을 푸앵카레 스스로 깨달았

으며,그반례를다섯번째보충논문에소개한다.그리고해당논문에그는새로개선된추측을

실는데, 이것이 지금의 푸앵카레 추측이다. 그 본문은 다음과 같다.

추측 1.1. 푸앵카레 추측(Poincare Conjecture, 이하 PC): 모든 경계가 없는 단일 연결

콤팩트 3차원 다양체는 3차원 구면과 위상 동형이다.

푸앵카레 추측은 앞서 소개한 두 난제와는 다르게 일반인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수준의 문

제이다. 그래서 간혹 푸앵카레 추측이 뭐냐는 질문에 수학자들은 “우주의 구조에 대한 문제”

정도로얼버무린다.물론이것이아주틀린대답은아니다.프리드만–르메트르–로버트슨–워커

우주 모델은 3차원 구면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말이다. 물론 푸앵카레 추측 자체는

우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하지만 푸앵카레 추측이 해결되면 우주 모델에 이 정리를 사

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주의 비밀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천체학에도 조예가 깊은 푸앵카레 또한 예견했던 일이다. 그는 그가 남긴 추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코멘트를 남겼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를 아득히 먼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약간의 사족을 달자면, PC는 앞에서 소개한 두 난제와 유사한 점이 있다. PNT와 같이 제기

된지 꼭 100년만에 해결되었다는 점. 그리고, FLT와 같이 최초 증명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꼭 7년의시간을쏟아부었다는점.하지만둘과는다르게이난제의역사는,적어도필자가

생각하기로서는, 비극으로 끝맺는다. 물론 이 장에서도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자세한 역사를

알고 싶다면 존 내쉬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소설 뷰티풀 마인드의 작가 겸 기자 나사르의

Manifold Destiny를 읽어보길 추천한다.1

PC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독자들에게 작은 실망의 한마디를 건내겠다. 이 장에서는 위상

수학의 역사, PC의 의미, 도전한 수학자들을 다룰 뿐, PC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다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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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쾨니히스베르크의 일곱 다리

않을 예정이다. 갓 학부를 졸업한 수준의 필자는 2003년에 제시된 PC의 증명을 조금도 이해

하지 못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바이다. 다만, 이 장에서는 위상수학의 역사, PC의 의미,

그리고 해결의 역사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1.3 역사적 기반

PC의 의미를 알기 이전에 위상수학이 어떤 역사를 가진 학문인지 조금 알 필요가 있겠다.

위상수학은 영어로 Topology라 하여, 위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토포스(τ óπoς)와 학문을 의

미하는 그리스어 로고스(λóγoς)가 합쳐진 말로, 쉽게 말해 위치와 공간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존의 기하학과 다른 점은 연속적인 변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기하학에서는 크기가 다른 닮음꼴의 모양은 같은 도형은 아니지만, 위상수학에서는 늘이거나

줄이거나 굽히거나 등의 “연속적인” 변환으로 얻은 공간 역시 “같은” 공간이라고 인식한다.

반면, 구멍을 내거나 자르거나 붙이는 등의 “비연속적” 변환은 할 수 없다. 쉽게 말해, 무한정

늘이고 줄이고 굽힐 수 있는 고무막에 대한 연구라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이다.

위상수학의 기원을 따져보자면 아마 쾨니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가 아닐까 싶다. 지금은

러시아의칼리닌그라드라불리는동프로이센의수도쾨니히스베르크는프레겔강에의해그림

3.1과 같이 한 개의 섬과 세 개의 육지로 나뉘어진 도시였다.2 그림의 파란색은 강물, 녹색은

다리를의미하는데,보다시피 18세기이도시에는일곱개의다리가있었다.사람들사이에서는

이 다리를 모두 한번씩 건널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퍼졌으며, 이 문제는 당시 러시아 상트페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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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간소화된 지도

르부르크에 거주하던 오일러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오일러는 지도를 간소화하며 문제에

접근했다. 다리니 땅이니 강물이니 뭐가 많이 그려진 지도지만, 사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다리와육지뿐이다.그는다리를선으로,육지를점으로표현함으로서쾨니히스베르크를그림

3.2와 같이 간소화했다.3 아마 퀴즈나 퍼즐을 좋아하고 많이 접해본 사람들이라면 대번에 이

문제가 한붓그리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한붓그리기가 가능한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은 꽤 간단하다. 각각의 꼭짓점의 차수를

이어진 선의 개수라고 정의하고, 차수가 홀수인 꼭짓점을 홀수점, 짝수인 꼭짓점을 짝수점

이라고 정의한다. 만약 도형이 홀수점이 두개 이하면 한붓그리기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하다. 각 꼭짓점의 차수가 들어오는 경로와 나가는 경로의 수를 합한 것임을 깨달으면,

왜 홀수점이 두개보다 많으면 한붓그리기가 불가능한지 곧장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증명의

핵심은 간단한 편이나, 홀수점이 2개 이하인 것과 한붓그리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서로 필요충

분조건, 즉 동치임을 증명하는 것은 다소 꼼꼼한 검증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 문제를 기반으로 탄생한 분야가 바로 조합론의 그래프 이론(Graph Theory). 위와 같이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그래프라 한다. 그래프의 본질음 선분과 꼭짓점 뿐으로, 꼭짓

점의 위치, 선분의 길이 등은 그래프 이론의 영역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래프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굽히거나 등의 “연속적인” 변형에서는 그래프는 유지된다. 반면, 선을 추가하거나

잘라내는등의변환은허락되지않는다.연속적인변화를거쳐도본질이바뀌지않는다는것은

그래프 이론과 위상수학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말고도 위상수학이 창시되기 전에 발견된 위상수학적 개념은 또 하나 있다. 바로 오일

러 지표(Euler Characteristic)이다. 어떤 변환에도 바뀌지 않는 값을 불변량(Invariant)이라

하는데, 오일러 지표는 위상수학에서 허락된 연속적인 변형에서도 바뀌지 않으므로 이는 위

상수학적 불변량이다. 임의의 다면체 K에 대해서 오일러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리 1.1. 오일러의 공식: 임의의 다면체 K의 꼭짓점의 개수를 v, 선의 개수를 e, 면의 개수를

f라고 하자.(그래프 자체에 의해 분할된 면으로, 바깥면 또한 세어준다.) 다음의 등식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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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

v − e+ f = 2.

예컨대 우리에게 익숙한 정다면체의 예제를 살펴보자.

이름 v e f v − e+ f

정사면체 4 6 4 2

정육면체 8 12 6 2

정팔면체 6 12 8 2

정십이면체 20 30 12 2

정이십면체 12 30 20 2

임의의 정다면체를 부분적으로 굽히거나 늘리거나 줄이거나를 반복해 구를 만들어낼 수 있

다. 마찬가지로, 구는 임의의 정다면체로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다면체는 위상수학에서

허락된 “연속적인” 변형을 거쳐 다른 다면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며, 여기서 오일러 지표는

위상수학적 불변량이므로 2를 유지한다. 물론 연속적인 변형을 통해 구를 만들 수 없는 다면

체 또한 존재한다. 그 경우의 오일러 지표는 몇일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후에 언급할

예정이다.

비록 그 이름은 오일러의 공식이지만, 사실 이 공식은 처음 데카르트에 의해 발견되었다.

데카르트는 이 공식을 발견했던 것은 1649년, 세상을 뜨기 1년 전이었다. 당시 그는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공주에게 철학을 가르치기 위해 스웨덴에 있었는데 그가 죽고 그의 모든 소유는

그의 고국인 프랑스로 다시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을 무렵 그의 원

고가 담긴 상자가 강물에 빠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다행히 오일러의 공식이 담겨진 논문을

포함해 대부분의 논문이 회수되어 복구작업을 거쳤다. 미적분의 또 한명의 창시자였던 라이프

니츠는 해당 논문을 필사했지만, 이후 원고도 필사본도 모두 실종되고 만다. 오일러의 공식은

그렇게 역사속에서 잊혀지고 말았다. 오일러의 공식이 재발견되었던 것은 1750년. 그리고 라

이프니츠가필사한논문이재발견된것은 1860년.그러니당시수학자들이이공식을오일러의

공식이라 부른 것도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었다.4

흥미롭게도 오일러에 의해 발견된 공식이지만, 데카르트도 오일러도 이 공식을 증명하진

못했다. 정확히는 두 번에 걸쳐 증명을 시도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 증명은 틀린 증명

이었다. 해당 정리가 해결된 것은 1811년 코시(Cauchy)에 의해서였다.

이번엔 예컨대 도넛의 형태를 떠올려보자. 이를 토러스(torus)라고 부르는데, 토러스는 구

면과는다른공간이다.5 왜냐하면그어떤연속적인변형을거쳐도구면이토러스가되거나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면이 토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가운데 구멍을 뚫거나,

혹은 길게 늘려 서로를 이어 붙이는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연속적인 변형이 아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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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러스에 연속적인 변형을 거쳐 만들어낸 도형의 오일러 지표는 몇일까? 임의의 정육면체에

직육면체 모양으로 터널을 뚫은 다면체를 생각해보자.

이 다면체는 토러스의 연속적인 변형을 통해 얻는 도형으로, 그 어떤 변환을 거쳐서도

구가 될 수 없다. 이 도형의 꼭짓점의 개수는 16개, 면의 개수는 16개, 선의 개수는 32개로,

v − e+ f = 0이다. 즉, 토러스의 오일러 지표는 0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외에도 오일러 지표는 해당 다면체가 위상수학적으로 어떠한 도형에 일치하는지를 보

여주는 중요한 개념이다. 보통 위상수학적으로 구멍의 개수를 종수(genus)라고 하고, 종수가

n인 토러스를 n-토러스라고 일컫는다. n-토러스의 오일러 지표는 2−2n으로, n = 0인 경우는

앞서 본 구면과 일치하며, n = 1의 경우는 위의 예제에서 보여졌듯, 0이었다. 2-토러스는 오일

러 지표가 −2이고, 마찬가지로 3-토러스는 −4이다. 그 외에도 뫼비우스의 띠나 클라인의 병

등 다양한 위상수학적 공간에서의 오일러 지표값이 있으며, 각각의 공간에서 정의된 도형을

해당 공간의 다른 도형으로 연속적 변형을 거쳐도 이 지표 값은 유지된다.6

오일러에 의해 정수론이 하나의 분야로 인정받기 이전에도 페르마가 남긴 발견이 있었듯,

푸앵카레에 의해 위상수학이 하나의 분야로 인정받기 이전에도 위와 같은 발견이 있었다. 물

론 데카르트와 오일러 외에도 위상수학의 발견을 남긴 수학자가 몇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이 모두를 모아 위상수학이라는 하나의 분야를 만들어 발전시킨 인물이 푸앵카레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슬슬 독자 여러분들이 위상수학이 대략적으로 무엇을 어

떻게 연구하는 학문인지 감을 잡았으리라는 믿음과 함께, PC에서 언급된 개념을 하나하나

독파해볼 요량이다.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개념은 집합의 열림과 닫힘이다.

1.4 열린 집합, 닫힌 집합

위상수학의 핵심인 위상동형과 호모토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린 집합(open set)과 연속

함수(continuous function)의 개념부터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때부등호방정식을접해본학생이라면집합의열림과닫힘을어렴풋이이해할것이

다.예컨대 0에서 5까지의실수집합이닫혀있다면 0과 5를포함,열려있다면 0과 5를포함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말이다. 더 나아가, 임의의 집합이 열려있다면 그 경계가 포함되지 않았고,

닫혀있다면 경계가 포함된 집합 정도로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열린 집합의 정의는 어떤 공간에서 열려있느냐에 따라 각각 정의가 다르다. 우

리에게 익숙한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열린 집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리(노름)와 열린

공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다.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라 하면 n개의 실수축이 서로 직교하여 만들어지는 공간을 의미한

다. 1차원 유클리드 공간은 직선, 2차원 유클리드 공간은 평면. 이런 식으로 말이다. 각각의 공

간에 존재하는 임의의 점의 좌표는 n개의 숫자로 정의된다. 예컨대 직선에서의 점은 기준점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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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 정해진 이상 하나의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평면에서는 2개, 공간에서는

3개 이런식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임의의 점 x0는 (x1, x2, · · · , xn)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

다.그렇다면임의의두점 x0 = (x1, · · · , xn)과 y0 = (y1, · · · , yn)의거리는어떻게결정할까?

두 점의 거리를 두 점을 연결짓는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다. 그러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순차적으로 사용해주면, 두 점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줄 수 있겠다.

‖x0 − y0‖ =
√

(x1 − y1)2 + · · ·+ (xn − yn)2.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임의의 점 x0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의 집합은 x0를 중심으로

삼는 반지름이 r인 n차원 구면을 의미한다. 1차원의 경우는 두개의 점이며, 2차원은 원을, 3

차원은 구면일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이다.

Sr(x0) = {x ∈ Rn : ‖x0 − x‖ = r.}

그리고 n차원 구면안에 속한 점의 집합, 이른바 열린 공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r(x0) = {x ∈ Rn : ‖x0 − x‖ < r.}

이를 기반으로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열린 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정의 1.1. 열린 집합: 집합 A에 포함된 임의의 점 x ∈ B에 대해서 Br(x) ⊂ A를 만족하는

어떠한 r > 0이 존재한다면, A는 열린 집합이다.

예컨대 (3, 5) = {x ∈ R : 3 < x < 5}는 열린 집합이다. 임의의 x ∈ (3, 5)에 대해서

Br(x) ⊂ (3, 5)를 만족하는 r은 항상 존재한다. 예컨대 x = 4.995라면, r < 0.005인 열린 공은

(3, 5)에 완전히 포함되어있다.

반면에 [3, 5] = {x ∈ R : 3 ≤ x ≤ 5}는 열린 집합이 아니다. x = 3의 경우, 아무리 작은

r > 0에 대해서도 Br(3)은 [3, 5]의 부분집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3, 5] = {x ∈ R : 3 <

x <≤ 5} 역시 열린 집합이 아니다. x = 5의 경우 Br(5) 6⊂ (3, 5]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닫힌 집합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 닫힌 집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극한점의 정

의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 임의의 집합의 극한점은, 그 집합의 점들로 극한점을 향해 무한히

접근하는수열을만들수있는점을일컫는다.공간 X를정의하자.그리고공간에포함된부분

집합 A와 임의의 점 x를 가정하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x가 A의 원소일 필요는 없다. 그랬을

때, x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이 x를 제외한 A의 원소를 최소한 하나 포함한다면, x는 A의

극한점이라고불린다.즉, x ∈ G를만족하는임의의열린집합 G에대해서 G∩{A\{x}}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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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x는 A의 극한점이다.

예컨대 1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정의된 [2, 4)의 경우를 살펴보자. 2를 포함하고 있는 임

의의 열린 집합 G를 가정하자. G는 열린 집합이므로, 2가 포함된 열린 공 Br(2)에 대해서

Br(2) ⊂ G를 만족하는 r > 0이 존재한다. 즉, 임의의 2 < x < 2 + r에 대해서, 이 2는 G에도

포함되며 동시에 [2, 4)에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2는 [2, 4)의 극한점이다. 그렇다면 4의 경우는

어떨까? 마찬가지로 4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H는 Br(4) ⊂ H를 만족하는 r > 0이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4− r < x < 4가 존재한다.

반면 1은 [2, 4)의 극한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1을 포함하고 있는 임의의 열린 집합, 예컨대

B1/2(1) = {x ∈ R : 1/2 < x < 3/2}와 [2, 4)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 ∪ ({1} ∪ [2, 4)}는 어떨까? B1/2(1)와 [2, 4)의 교집합을 살펴보면 이 집합은 1을 포함하

고 있다. 하지만 1이 극한점이기 위해서는 1이 아닌 {1} ∪ [2, 4)의 다른 원소가 B1/2(1)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만약에 임의의 집합이 그 극한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이 집합을 닫힌 집합이라고 부

른다. 예컨대 [2, 4]는 2와 4를 포함해 모든 극한점이 해당 집합의 원소이다. 반면 [2, 4)의 경우,

4는 이 집합의 극한점이나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닫힌 집합이 아니다.

임의의집합이닫혀있다는것은,그경계,즉극한점또한모두포함하고있다는뜻이다.즉,

그집합의여집합,즉그집합의반대되는집합을살펴보면,이집합은이경계에놓여진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즉, 닫힌 집합의 여집합 Y는 그 안의 임의의 점 y에 대해서 Br(y) ⊂ Y를

만족하는 r > 0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닫힌 집합은 열린 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해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닫힌 집합과 열린 집합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은집합도존재한다.예컨대 R에서정의된 [2, 4)는열림정의외닫힘정의를동시에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2, 4)의 여집합 (−∞, 2) ∪ [4,+∞) 역시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았다.

더 나아가, 열려있으면서 동시에 닫혀있는 집합도 존재한다.7 예컨대 1차원 유클리드 공간

의전체집합인 R은열려있으며동시에닫혀있는집합이다.임의의 x ∈ R에대해서 Br(x) ⊂ R
을만족하는 r > 0은분명히존재한다.더나아가 R은모든점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그극한
점역시포함하고있으므로닫힌집합이다.더나아가 R의여집합 ∅은열린집합의여집합이며
동시에 닫힌 집합의 여집합이므로, 역시 열리고 닫힌 집합이다.

지금까지살펴본열린/닫힌집합은유클리드공간에서의정의였다.위상공간에서의열린/

닫힌 집합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위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겠다. 위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 1.2. 위상(Topology), 열린 집합 조건: 집합 X의 위상 T는 X의 부분집합의 집합으로

다음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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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 T

• {Oi}i∈I ⊂ T라면,
⋃

i∈I Oi ∈ T .

• A,B ∈ T라면, A ∩B ∈ T .

단순히 위상의 정의만 살펴보아선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몇가지 예를 살펴보자.

X = {1, 2, 3}이라는 집합을 떠올려보자. R를 {∅, {1, 3}, {2}, {1, 2, 3}}라고 정의해보자. R
은 ∅, {1, 2, 3}을 포함하므로 첫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또한 R의 임의의 개수의 원소의 합집
합은 여전히 R의 원소다. 마지막으로 R의 임의의 두 원소의 교집합은 여전히 R의 원소다.

그러므로 R은 X의 위상이다.

반면 S = {∅, {1, 3}, {1, 2}, {1, 2, 3}이나 T = {∅, {1}, {2}, {2, 3}, {1, 2, 3}은 X의 위상이

아니다. S의 두 원소 {1, 3}과 {1, 2}의 교집합은 {1}인데 이는 S의 원소가 아니다. 또한 T의
두 원소 {1}와 {2}의 합집합인 {1, 2}은 T의 원소가 아니므로 T 역시 위상이 아니다.

그렇다면임의의집합 X에서정의된가장간단한형태의위상 T란무엇일까?일단첫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하니, T는 ∅와 X를 포함해야 한다. ∅와 X 이외에 다른 원소가 없다면 어떨

까? ∅과 X의 교집합은 ∅, 합집합은 X이므로, 여전히 T의 원소이다. 그러므로 T = {∅, X}
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위상이며, 이를 비이산 공간(indiscrete Space)이라고 정의한다.

반대로 가장 복잡한 형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원소를 포함한 위상은 무엇일까? S이 X

의 모든 부분집합을 포함한 집합, 이른바 멱집합을 떠올려 볼 수 있겠다. X의 멱집합에 포함

된 임의의 원소의 합집합도 교집합도 여전히 멱집합에 포함되어있으므로, S = P(X)는 가장

많은 원소를 포함한 X의 위상이겠다. 이를 이산 공간(Discrete Space)이라고 한다.

위상의 조건을 다시 살펴보자. 임의의 집합 X의 위상 T를 가정하자. 첫번째 조건은 T
이 X 자기 자신과 그 여집합 ∅를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두번째 조건과 세번째 조건은 각각

위상 T가 합집합과 교집합에 닫혀있다는 의미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합집합과

교집합의 연산이 위상 T에 닫혀있느냐이다.

합집합의 경우, 위상에 속한 임의의 원소의 집합 {Oi}i∈I에 대해서 그 전체 합집합인⋃
i∈I Oi가 T이 역시 위상 T에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I는 유한집합이어야 한다는 조

건이 붙지 않으므로, 위상 T에 포함된 무한히 많은 원소의 합집합 역시 위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교집합의 경우는 “무한히 많은”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는다. 위상의 조건에서는

임의의 두 원소 A,B ∈ T의 교집합이 위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렇다면 T
에 포함된 n개의 원소 {Oi}ni=1를 가정해보자. 만약 처음 n− 1개의 원소의 교집합,

⋂n−1
i=1 Oi가

T의 원소라면, 역시
{⋂n−1

i=1 Oi

}
∩ On 또한 T의 두 원소의 교집합이므로, 역시 T의 원소일

것이다. 즉, 위상은 유한히 많은 교집합에 닫혀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엔위상공간의조건에열린집합의정의를대입해서살펴보자.일단 ∅가공간 X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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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열린 집합이라 했다. 임의의 열린 집합의 집합 {Oi}i∈I를 떠올려보자.
⋃

i∈I Oi는 그렇다면

열린 집합일까? 임의의 x ∈
⋃

i∈I Oi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Oi}i∈I 중 적어도 한 집합은
x를포함할것이다.이를 Ox라고두자. Ox는열린집합이므로 Br(x) ⊂ Ox를만족하는반지름

r > 0가 존재할 것이며, 해당 r > 0은 Br(x) ⊂ Ox ⊂
⋃

i∈I Oi을 만족한다. 그러므로 무한히

많은 열린 집합의 합집합 역시 열린 집합이다.

유한히 많은 열린 집합의 교집합 또한 열린 집합이다. 유한히 많은 열린 집합 {Oi}ni=1

을 가정해보자. 만약 x ∈
⋂n

i=1Oi라면, 이는 모든 1 ≤ i ≤ n에 대해서 x ∈ Oi를 의미한

다. 각각의 Oi에 대해서 Bri(x) ⊂ Oi를 만족하는 최댓값 ri > 0가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r < min{r1, · · · , rn}을 만족하는 r > 0은 모든 i에 대해서 Br(x) ⊂ Oi를 만족할 것이며,

그러므로 Br(x) ⊂
⋂n

i=1Oi를 만족한다. 그러므로 유한히 많은 열린 집합의 교집합 역시 열린

집합이다.

하지만 무한히 많은 열린 집합의 교집합은 열린 집합이라는 보장은 없다. 예컨대 Oi =

(−1/i, 1/i)를떠올려보자.각각의 Oi는열린집합이지만, i ∈ N에대해서이모든열린집합의
교집합은 {0}이다. 하지만 이는 열린 집합이 아니다.

사실 여기서 위상의 조건과 열린 집합의 성질이 일치하는 이유는, 이 위상공간이 열린 집

합으로 정의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사실 임의의 위상 공간은 닫힌 집합으로 또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무한히 많은 원소의 합집합과 유한히 많은 원소의 교집합이 반대로 유한히

많은 원소의 합집합과 무한히 많은 원소의 교집합으로 바뀐다. 유한히 많은 닫힌 집합의 합집

합과 무한히 많은 닫힌 집합의 교집합이 역시 닫힌 집합이라는 사실은 위에 제시된 방법에 드

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해주면 된다.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열린 집합의 정의는 다소 명료했다. 하지만 위상 공간에서는 그렇지

않다. 임의의 집합 X의 위상 T는 위상의 “열린 집합을 이용한 조건”을 충족해준다면 임의

로 만들어질 수 있었고, 해당 위상에 포함된 원소만이 위상공간 (X, T )의 열린 집합이었다.

예컨대 ∅과 X만을 포함한 비이산 공간에서는 ∅과 X를 제외한 모든 X의 부분집합은 열린

집합이 아니다.8 반면 이산 공간에서는 X의 모든 부분집합이 T에 포함되었으므로, X의 모든

부분집합, 심지어 원소가 하나만 들어있는 집합 역시도 해당 위상 공간에서는 “열린” 집합이

될 수 있다.

1.5 연속 함수와 위상동형

수학에서는 가끔씩 “너무나 쉬워 보이는 개념”이 복잡하게 정의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제가 바로 연속성이다.

정말 단순하게 정의하면, 함수의 연속성이란 말 그대로, 그 그래프가 중간에 절단되지 않

은 그래프를 말한다. 하지만 중간이니 절단이니 하는 개념은 수학적 정의를 거치지 않은 일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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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이다. 연속 함수의 정의는 여럿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엡실론-델타 정의를 한번

따라가볼까 한다.

정의 1.3. 연속함수(Continuous Function),엡실론-델타정의:임의의함수 f를가정하자.

임의의 ε > 0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δ > 0가 존재한다면 f는 c에서 연속이라고 정의한다.

0 < |x− c| < δ =⇒ |f(x)− f(c)| < ε.

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줄 수 있다. 임의의 함수 f가 c에서 연속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 뜻은 x가 c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f(c)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된다.

만약그렇지않다면, f(x)는 c에가까운어떠한 x에서이른바 “점프”가일어나고,이는연속이

아니게 된다.

위의설명은직관적으로이해하기쉽지만,엄밀하게논리적이지는못하다.무엇보다 “한없

이 가까워짐”이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 얼마나 가까워야 한없이 가까운 것일까? 아무래도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임의의 ε > 0을 정의하자. 만약 f(x)와 f(c)의 차이가 ε보다 작다

면 가깝다고, 같거나 크다면 멀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한없이” 가깝다는 것은 이 ε값이

0에 아주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

어질 수 있다: x가 c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ε > 0가 몇이든 상관없이 f(x)와 f(c)의 차이가 ε

보다 작아지게 된다.

문장이 어느정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x와 c의 한없이 가까워짐이 조금 더 엄밀해질 필

요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기준을 정해주자. 주어진 δ > 0에 대해서 만약 x와 c의 차이가 δ보다

작다면 이를 가깝다고 생각해주자. 그러므로 x가 c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 차이가

δ > 0보다 작다는 것이며, f(x)가 f(c)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 차이가 ε > 0보다 작

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f(x)가 x = c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x와 c의 차이가 δ

보다 작을 때, f(x)와 f(c)의 차이가 ε보다 작게 된다는 것이다. 이 δ > 0는 ε이 몇이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임의의 ε > 0에 대해 0 < |x − c| < δ =⇒ |f(x) − f(c)| < ε을 항상 만족하는

δ > 0의 존재가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엡실론-델타 정의다.

그렇다면 이 정의가 연속적이지 않은 함수에서는 왜 성립하지 않는지 한번 예제를 살펴보

도록 해보자. 다음과 같은 f(x)를 정의해보자.

f(x) =

0 x ≤ 0

1 x > 0
.

해당 함수는 극한 정의, 즉 limx→0+ f(x)와 limx→0− f(x)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정의를 기반

으로 x = 0에서 f(x)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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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엡실론-델타 정의를 기반으로 이 함수가 x = 0에서 연속이 아님을 보여보자. 일

단 임의의 ε > 0을 정의해야 한다. ε = 1/2이라고 정의하자. f(x)가 x = 0에서 연속적이기

위해서는 0 < |x − 0| < δ =⇒ |f(x) − f(0)| < 1/2를 만족하는 δ > 0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δ > 0가 아무리 0에 가까워도 x = δ/2에 대해서 |x − 0| < 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만

|f(x)− f(0)| = |1− 0| 6< 1/2이다. 그러므로 ε = 1/2인 경우는 엡실론-델타 정의를 만족하는

δ > 0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f(x)는 x = 0에서 연속이 아니다. 물론 여기서 ε > 1이라고

잡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 ε > 1인 경우는 δ > 0를 몇으로 잡아도 무조건

성립한다. 하지만, 엡실론-델타 정의는 특정한 ε에서의 δ > 0의 존재성이 아니라 임의의 ε > 0

에서의 δ > 0의 존재성을 말하는 것이다.

유클리드 공간은 거리 공간으로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

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정의할 수 없는 공간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 경우는 엡실론-델타

정의를 사용해줄 수 없다. 이 경우에서의 연속 함수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수학자들은

위상 공간에서의 연속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1.4. 연속 함수, 열린 집합 정의: 임의의 위상 공간 X와 Y에서 정의된 f : X → Y라는

함수를 가정하자. 임의의 열린 집합 V ⊂ Y에 대해서 원상 f−1(V ) 또한 열린 집합이라면 f는

연속 함수이다.

해당 정의는 C ⊂ Y가 닫힌 집합일 때 그 원상 f−1(V ) 또한 닫힌 집합인 경우도 성립한다.

즉, f가 연속 함수라면 f−1는 열린 집합을 열린 집합으로, 닫힌 집합을 닫힌 집합으로 보내

준다. 하지만 f가 열린 집합을 열린 집합으로, 닫힌 집합을 닫힌 집합으로 보내준다는 보장은

결코 없다.

이번에는 위상 공간에서의 정의와 거리 공간에서의 정의가 일치하는지 예를 살펴보도록

해보자. f(x) = x2는 연속 함수다. 이 함수는 f : R → R이니, 치역 R의 임의의 열린 집합
V에 대해서 f−1(V ) 역시 열려있는지 확인해보자. 열린 집합 V = (0, 4)의 경우, f−1(V ) =

(−2, 0) ∪ (0, 2)이다. 이는 열린 집합이다. U = (1, 4)의 경우는 f−1(U) = (−2,−1) ∪ (1, 2)

이며, 역시 열린 집합이다. 마지막으로 X = (−5,−1)의 경우 f−1(X) = ∅이며, 역시 열린

집합이다. 하지만 f가 열린 집합을 열린 집합으로 대응시켜주진 않는다. S = (−1, 1)는 열린

집합이지만, f(S) = [0, 1)이며 이는 열려있지도 닫혀있지도 않은 집합이다.

그렇다면 이제 두 정의가 거리 공간에서는 사실상 동치임을 증명해보자.

Proof. • ε-δ =⇒ 열린 집합

엡실론-델타 정의를 만족하는 임의의 함수 f : R → R를 가정하자. V ⊂ R을 열린 집
합이라고 가정하자. f−1(V )가 공집합이라면 자명해지니, x ∈ f−1(V )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열린 집합의 정의에 의해 (f(x) − ε, f(x) + ε) ⊂ V를 만족하는 ε > 0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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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커피잔과 도넛

한다. 엡실론-델타 정의에 의해 (x− δ, x+ δ) ⊂ f−1(V ) =⇒ (f(x)− ε, f(x) + ε) ⊂ V
를 만족하는 δ > 0가 존재한다. f−1(V )는 열린 집합의 정의를 만족한다.

• 열린 집합 =⇒ ε-δ

x ∈ R와 ε > 0을 지정하자. 그렇다면 V = (f(x) − ε, f(x) + ε) ⊂ R은 열린 집합이다.

열린 집합 연속성 정의에 따라 f−1(V )또한 열린 집합이다. f−1(V )는 x를 포함하고 있

으며, f−1(V )는열린집합이므로 (x−δ, x+δ) ⊂ f−1(V )를만족하는 δ > 0가존재한다.

그러므로 ε-δ 조건이 만족한다.

이제 위상 공간에서의 열린 집합과 연속 함수도 정의되었으니, 이제 위상 동형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정의 1.5. 위상 동형(Homeomorphic): 임의의 두 공간 X와 Y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 f : X → Y가 존재한다면 두 공간은 위상 동형이다.

• f는 전단사 함수이다.

• f와 f−1는 연속 함수이다.

이 경우 해당 함수를 위상 동형 사상(Homeomorphism)이라고 한다.

f가 전단사 함수라는 조건은 X에 포함된 모든 점 x ∈ X가 임의의 y ∈ Y에 대응되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역 또한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f와 f−1가 둘 다 연속 함수라는

조건은임의의열린집합 V ⊂ X에대응하는 f(V ) ⊂ Y역시열린집합이며,또한임의의열린

집합 U ⊂ Y에 대응하는 f−1(U) ⊂ X 역시 열린 집합이라는 것이다. 간단하게 서술하면 위상

동형 사상은 앞 장에서 언급했던 “연속적인” 변화를 일컬으며, 한 공간이 다른 공간에 위상

동형이라면, 한 공간에 연속적인 변형을 거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점만 보아서는 위상 동형이 무엇인지 상상하기 어려우니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커피잔과 도넛은 위상 동형이다. 왜냐하면 아래의 그림 3.3에 나와있듯 도넛의 연속적인

변형을 거쳐 커피잔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9 이 그림에서 도넛의 임의의 열린 집합을

지정해도, 위상 동형 사상을 거친 해당 집합은 여전히 열린 집합이다. 그 역 또한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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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세잎매듭

성립한다. 그리고 이 위상 동형 사상은 도넛을 늘리고 줄이고 굽히는 연속적인 변형만을 거칠

뿐, 자르거나 붙어기너 하는 비연속적인 변형을 거치지 않는다. 즉, 두 공간은 위상수학적으

로 같은 공간이다. 그래서일까? 농담삼아 수학자들은 위상수학자를 “커피잔과 도넛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위상 동형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점은 위상

동형과 연속적인 변형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그림 3.4와 같은 매듭을 세잎매

듭이라고일컫는데이는원과위상동형이다.10 하지만실제로원을세잎매듭으로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잘라서 붙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두 공간이 위상 동형 이어옫 실제로 한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항상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6 다양체와 차원, 그리고 PC

PC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차원과 다양체라는 개념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다양체란,

국소적으로 유클리드 공간과 닮은 공간을 말한다. 여기서 “유클리드 공간과 닮았다”는 말은

유클리드 공간과 위상동형이다라는 말을 의미하는데, 위상동형이라는 개념은 다음장에 차차

설명할 것이다.

차원이라는 개념은 아마 익숙할 것이다. 일반인들도 점을 0차원, 선을 1차원, 면을 2차원,

공간을 3차원이라고 정의하는 것 쯤은 잘 알고 있다. 더 나아가 4차원 시공간이나 10차원 중

력이론 등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물리학에서 자연현상을 서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4

번째 축을 시간으로, 6개의 축을 감겨있는 공간으로 택했을 뿐, 수학에서의 차원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학에서의 차원은, 정의 방법이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간의 축의 개

수라고 할 수 있다. 혹은 해당 공간에서 위치한 점의 위치를 정의하는데 필요로하는 최소한의

숫자의 개수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번 간단한 예제를 보자. 원은 몇 차원일까? 보통 수학에서 말하는 원이란 속이

꽉 찬 원이 아닌, 원의 경계만을 의미한다. 즉, 비어있는 원이자 원의 둘레의 차원을 묻는 것

이다. 그리고 이는 1차원 선에 대응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원이라는 도형은 2차원에서

정의되지만,원자체는 1차원이라는것이다.마찬가지로구면은구의경계면이자속이빈구를

의미하며 이는 2차원 면에 대응할 수 있다. 이를 각각 1차원 구, 2차원 구라고 정의하며 수학

에서는 S1, S2라고 표기한다. 이를 더 일반화해보면 n차원 구는 n+ 1차원에서 정의된 초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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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면이다.

PC에서거론하는것은 S3,즉 4차원에서정의된 3차원초구이다.이구를어떻게머릿속에

서떠올릴수있을까?물론 4차원에서정의된도형이기에우리가완전히이해할수는없겠지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상상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일단 S1, 즉 원부터 살펴보자. 두 길이가

같은 선분을 가정하자. 이 선분은 실과 같아 길이는 유지하지만 굽힐 수 있다는 훌륭한 특성을

가졌다. 이 두 선분을 포개준 뒤 그 경계, 양 끝점을 이어붙여준다.(이 양 끝점이 0차원 구, 즉

S0임을 주목하자.) 가운데를 벌려주면 이는 원, 즉 S1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

이번엔 S2의형태를보자.두면적이일치하는원을가정하자.이원은 S1과는달라,속까지

꽉 찬 원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이 원은 굽혀질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 두 원을 포갠

뒤 그 경계를 이어붙여준다.(마찬가지로 이 경계는 1차원 구, 즉 S1임을 주목하자.) 가운데를

불어 넣으면 이는 구면, 즉 S2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S3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개의 부피가 일치하는 구를

준비한다. 그리고 이 구는 S2와는 다르게 속이 꽉 찬 구를 의미한다. 두 구의 경계, 즉 S2

가 정확히 일치하게 포개어준 뒤 이 경계면 사이로 이루어진 공간에 바람을 불어 부풀려주면

이것이 S3의 형태를 갖게 된다.

차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으로 접고, 이번엔 다양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다양

체의 정의는 국소적으로 유클리드 공간과 닮은 위상 공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닮음의 기준은

위상 동형으로, 임의의 공간이 국소적으로 Rn과 위상 동형이라면, 이를 n차원 다양체라고

일컫는다. 임의의 선분은 그 국소적으로 1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대응해줄 수 있기에 1차원

다양체이다. 마찬가지로 S1의 국소적으로 살피면 “굽힌 선분”의 모습을 띠며 이것 또한 1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대응해줄 수 있으므로 1차원 다양체이다. 마찬가지로 S2 또한 국소적으로

살피면 “굽힌 면적”의 모습을 띠며, 이는 2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대응할 수 있기에, 2차원

다양체이다.

임의의 다양체는 경계를 가지고 있을 수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S2는 경계가 존

재하지 않는 다양체이다. 반면 두께가 0인 직사각형 꼴의 종이 한 장을 가정해보자. 이 종이의

넓이가 유한하다면, 이 종이의 길이와 너비는 유한하며, 즉 이 공간은 경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 면의 경계는 선, 즉 1차원이다. 1차원 선분의 경우, 그 경계는 0차원인 점이었다. 즉, n차원

다양체가 경계를 갖는다면 그 경계는 n− 1차원이 된다.

마지막 개념인 단일 연결을 살피기 이전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개념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경로는 f : [0, 1] → X라고 정의된 함수로, 쉽게 풀이하면 X에 임의의 점이 1초의

시간 [0, 1]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함수다. 물론 정의역이 굳이 [0, 1]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0, 1]로 정의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부분 [0, 1]을 정의역으로 삼는다.

호모토피(Homotopy)라는개념또한이해할필요가있다.임의의위상공간 Xㅇㅔ대해서

다음의 두 연속 함수 f : X → Y와 g : X → Y를 가정하자. 이 두 연속 함수 사이의 호모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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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S2의 둘레와 점 경로의 호모토피

H : X × [0, 1] → Y로 H(x, 0) = f(x)를, H(x, 1) = g(x)를 만족하는 연속 함수이다. 즉

호모토피란 한 연속 함수를 순차적으로 연속적이게 다른 함수로 변환시켜주는 함수이다. 만약

두 연속 함수 사이에 호모토피가 존재한다면 이를 호모토픽(homotopic)하다고 정의한다.

즉경로와호모토피의개념을합쳐보면,임의의두경로 f, g가호모토픽하다면, H : [0, 1]×
[0, 1]→ X로 정의되며 H(t, 0) = f(t), H(t, 1) = g(t)를 만족하는 연속 함수 H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 두 경로는 시작점과 끝점을 공유하며 임의의 x ∈ [0, 1]에 대해서 H[t, x]역시 이

두 점을 연결짓는 또 다른 하나의 경로가 된다.

이번에는 두 경로의 곱을 정의해보자. 임의의 두 경로 f와 g가 같은 위상 공간 X에서 정

의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1) = g(0)이라면, 즉 f의 끝점이 g의 시작점이라고 가정하면

둘 사이의 경로곱을 정의해줄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말이다.

f ∗ g(t)

f(2t) t ∈
[
0, 12
]

g(2t− 1) t ∈
[
1
2 , 1
] .

즉 두 경로의 경로곱이란, 두 경로를 단순히 이어붙여준 뒤 시간을 다시 [0, 1]로 재조정해준

것이다. 이 경로곱은 조만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임의의 위상 공간 X에 점 x0를 정의하자. 이 점을 출발점과 도착점으로 삼는 모든 경로

를 가정해보자. 이 경로중 가장 “간단한” 형태는 무엇일까?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고 했으니

아마 [0, 1]동안 x0에서 가만히 있는 경로일 것이다. 이를 “점 경로”라고 정의하자. 만약 x0

에서 x0로 돌아오는 모든 경로가 이 “가만히 있는 경로”와 호모토픽하다면 해당 공간을 자명

기본군(Trivial Fundamental Group) 혹을 단일 연결 공간(Simply Connected Space)이라고

정의한다. 예컨대 S2에 임의의 점 x0를 가정하고 x0을 시작점과 끝점으로 삼는 임의의 경로를

떠올려보자. 이 궤도의 모든 점이 여전히 S2에 있으면서 이 궤도를 점 경로로 수축하는 것은

가능할까? 예컨대 그림 3.5에는 구면의 둘레가 점 경로와 호모토픽하다는 예제가 보여졌다.11

필자가 예상하기로는 S2에서 정의된 경로 중 점 경로와 호모토픽하지 않은 경로를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확한 직관이다. 증명은 생략할 예정이지만, S2에 정의된 모든 경로는 점

경로와 호모토픽하다. 즉 S2는 단일 연결 공간이다. 점 x0를 기반으로 S2의 호모토피 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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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1(S
2, x0)이라고 표기한다. 그리고 이 경우 x0가 S2의 어떤 점이든 비슷한 양상을 띠므로 x0

을 생략해 π1(S
2)라고 표기해주기도 한다. 이 군은 원소가 하나뿐인 군의 모습을 띠며, 원소가

하나뿐인 군은 항등원밖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π1(S
2, x0) ∼= {e}라고 표기해줄 수 있겠다.

반면 S1의 경우는 단일 연결 공간이 아니다. S1, 즉 원을 하나 생각해보자. 원의 임의의

점을 가정하고 점 경로가 아닌 경로를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원을 주위로 시계방향, 혹은 반시

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로를 떠올릴 것이다. 이 경로는 점 경로와

호모토픽한가? 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해당 경로는 수축해줄 수 없다. 그러므로 S1 공간에서

의 모든 경로는 점 경로와 호모토픽하지 않다. 점 경로를 0, 반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돈 경로를

+1,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돈 경로를 −1라고 정의해주자.

그렇다면다음으로이런문제를떠올려볼수있을것이다. S1는얼마나많은호모토피류를

가질까?12 S2의 경우는 모든 경로가 점 경로와 호모토픽했으므로, 호모토피류는 단 하나밖에

없을것이다.일단 S1의경우는점경로와호모토픽하지않은경로가존재한다는것을아니까,

S1의 호모토피류는 적어도 세 원소를 가질 것이다. [0], [+1], [−1]. S1이 갖는 호모토피류는

과연 이 셋 뿐일까?

주어진 세 경로 중 두 경로의 경로곱을 떠올려보자. 예컨대 +1과 +1의 경로곱. +1는 반시

계방향으로한바퀴돈경로라했으니시작점과끝점이같을것이며,그러므로스스로에대해서

경로곱을 취해줄 수 있다. 이 경로곱의 결과는 반시계방향으로 두 바퀴 돈 경로겠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 경로는 위에 제시한 세 경로, 0,+1,−1와 호모토픽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위에

제시된세경로중어떠한것과도호모토픽하지않다.이는분명히한바퀴돈 ±1경로와가만히

있던 점 경로 0와는 분명히 다른 경로이다. 이를 +2라고 정의해주자. 마찬가지로 −1과 −1의

경로곱은 −2라고 정의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엔 +1와 −1의 경로곱을 살펴보자. 이 경로는 반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그리고 시계방

향으로 한 바퀴 돈 경로다. 이 경로의 경로곱은 결국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로와

호모토피일 것이다. 즉 해당 경로는 0과 호모토피다. 눈치빠른 독자들은 이 쯤에서 S1의 호모

토피류는 경로곱 연산자 아래서 군을 이루며, 이 군은 정수의 덧셈군 (Z,+)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눈치챌 것이다.

S1에서 정의된 모든 자기자신으로 돌아오는 모든 경로는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았느냐에 따라 [±n]의 원소이다. 그리고 이 호모토피류의 집합은 경로군이라는 연

산자를 가지고 있다. 임의의 두 경로 a ∈ [a]와 b ∈ [b]에 대해서 경로곱은 a ∗ b ∈ [a + b]라는

사실 또한 충분히 떠올릴 수 있다. 이 경로곱은 항등원 [0]가 있고, 임의의 호모토피류 [a]에

대해서 [a] ∗ [b] = [0]를 만족하는 b = −a가 존재하므로, 이 경로곱의 군은 사실상 (Z,+)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π1(S
1, x0) = (Z,+)이다.

흥미롭지 않은가? 그런 기념으로 예제를 하나만 더 살펴보자. 이번엔 T 2, 즉 토러스를 상

상해보자.13 일단 점 경로와 모두 호모토픽한 호모토피류 [0]가 존재할 것이다. 이번엔 S1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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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토러스의 두 경로

다르게점경로와호모토픽하지않은한바퀴의경로가그림 3.6과같이둘이있을것이다.14 이

붉은 경로와 분홍색 경로는 분명히 다른 경로로, 붉은 경로를 무수히 많이 경로곱을 취해줘도

분홍색 경로와 호모토픽한 경로를 만들어낼 수 없다. 역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붉은

경로가 정의된 단면만 살펴보면 이는 S1와 비슷한 모양으로, 붉은 경로의 호모토피류는 경로

곱 연산자를 기반으로 정수의 덧셈군 (Z,+)을 이룬다. 분홍색 경로 또한 마찬가지로, 도넛의

안쪽, 즉 뚫린 부분으로 “밀어 넣어주면” S1의 모습과 유사해지기에, 이 호모토피류 역시 경

로곱연산자를기반으로정수의덧셈군 (Z,+)을이룬다.하지만두경로는서로에게직접적인

연관을 끼치지 못한다. 마치 x축과 y축이 2차원 좌표 평면을 이루지만, x와 y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과 같이 말이다. 즉 토러스의 궤도는 만약 붉은 경로와 평행하게 a 바퀴, 분홍

경로와 평행하게 b 바퀴 회전한 경로를 (a, b)라고 표기해줄 수 있다. 두 경로 (a, b) ∈ [(a, b)]와

(c, d) ∈ [(c, d)]의 경로곱은 (a+ c, b+ d) ∈ [(a+ c, b+ d)]이며, 여기서 항등원은 (0, 0), 임의의

경로 (x, y)의 역원은 (−x,−y)라고 이해해줄 수 있다. 이를 Z와 Z의 직접곱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Z× Z라고 표기한다. 즉 π1(T
2) ∼= Z× Z이다.15

S1의 경우, 해당 공간은 단일 연결 공간이 아니었다. 반면 S2의 경우는 단일 연결 공간

이었다. 푸앵카레는 이 단일 연결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푸앵카레의 추측을 떠올렸던 것이다.

이 단일 연결 조건이 임의의 3차원 다양체가 3차원 구면과 위상동형이기 위한 조건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즉, 푸앵카레 추측은 다음과 같이 다시 풀어써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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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원에서 좌표계에서 정의된, 경계가 없는 3차원 다양체를 가정해보자. 그리고

해당다양체의임의의점을잡고이점에서출발해자신으로돌아오는모든경로를

상상해보자. 만약 이 경로가 모두 하나의 점으로 수축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

공간은 사실 3차원 구면에 연속적인 변형을 거친 모양이 아닐까?

1.7 PC의 해결의 역사

푸앵카레가 어떤 수학자였는지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삼체문제의 일반적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토대로 혼돈 이론의 기반을 닦았던 수학자. 상대성 이론의 수학적

기틀을 마련한 수학자. 천문학과 천체학, 미분방정식과 수리물리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던 수

학자.칸토어의초한수기법을수학계가걸린질병이라고매도했던수학자.16 무한을부정했던

수학자.17논리주의와 구성주의 수학자들의 영원한 적, 그리고 힐베르트의 라이벌. 아마 그 중

대표적인 건 위상수학의 창시자이겠다.

물론 그 이전에도 위상수학의 몇몇 개념들이 수학계에 산재해 있었지만, 마치 오일러가

페르마의 발견들을 보강해 정수론을 완성했듯, 그는 위상수학의 발견을 모두 모아 위상수학

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립했다. 그가 1895년에 출간했던 Analysis Situs는 위상수학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그 후 약 10여 년에 걸쳐 출간한 다섯 편의 보충 논문은 대수적 위상수학이라는

분야를 거의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00년, 두번째 보충 논문을 그는 “임의의

3차원 다양체가 3차원 구면과 같은 호몰로지군이라면 위상동형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내놓음

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 후, 1904년 그는 다섯번째 보충 논문에서 해당 추측의

반례가발견되었음을소개하고,지금우리가알고있는푸앵카레추측으로개선했다.푸앵카레

스스로는 해당 추측에 답을 내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해당 추측은 한동안 수학계에서 잊혀졌다가 1930년대 영국의 수학자 J. H. C. 화이트헤드

(Whitehead)에의해서다시주목을받는다.18 그의아이디어는 S3에서한점을제외한공간은

R3과위상동형이다는사실을기반으로한다.푸앵카레가제시한 3차원위상동형M의임의의

점 x를 제거한 다양체를 X라고 정의한다. 이런 다양체 X는 한 점으로 연속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이른바 축약 가능 공간(Contractible Space)인데, 그는 모든 축약 가능 공간은 R3와

위상 동형임을 보였다. 그러므로 X ∼= R3 =⇒ M ∼= S3. 하지만 그는 얼마 안되어 축약 가능

공간이지만 R3와 위상 동형이 아닌 반례를 발견했고, 그의 증명은 수포로 돌아갔다.19

푸앵카레 추측 논쟁이 다시금 촉발된 것은 1950년대, 그리스의 수학자 파파키리아코풀로

스(Papakyriakopoulos)가 푸앵카레 추측을 증명하겠다고 단언했을 때였다. 그는 약 30년간

수학계의 뜨거운 감자로 있었던 덴의 보조정리(Dehn’s Lemma)를 재증명한 촉망받던 수학자

였다.20 반면 그와 비슷한 시기에 푸앵카레 추측을 반증하겠다고 주장했던 수학자 또한 있었

으니, 바로 4색 정리를 증명해낸 하켄(Haken)이었다. 그 외에도 20세기에 수 많은 수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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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도전했으며 아쉽게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다고 20세기에 전혀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푸앵카레 추측 자체를 도전하

는데 실패하자, 수학자들은 3차원이 아닌 임의의 n차원에 대해서 푸앵카레가 제시한 추측이

성립하는지 도전했다. 만약에 두 위상 공간이 위상 동형임을 보이는 연속 함수, 즉 위상 동형

사상이 미분 또한 가능하다면 이 두 공간을 미분 동형이라 정의하는데, 1956년 수학자 밀너

(Milnor)는 S7과 위상 동형이지만 미분 동형은 아닌 희한한 매끄러운 다양체(Exotic Sphere)

가 존재함을 증명해낸다. 푸앵카레 추측의 미분 동형 버전은 n = 1, 2, 3, 5, 6차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에서는 거짓이라고 밝혀졌으며, 첫 반례가 밀너에 의해 n = 7의 경우에서 발

견되었다. n = 4의 경우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후 1960년 스탈링즈

(Stallings)는 6 이상의 n차원에서, 1961년 스메일(Smale)은 5 이상의 n차원에서 푸앵카레

추측이 각각 성립함을 보였다. 프리드먼은 1982년 4차원에서도 푸앵카레 추측이 성립함을 증

명했다. 하지만 20세기가 다 가도록 3차원에서의 푸앵카레 추측은 증명되지 않았고, 마침내

클레이 수학 연구소는 2000년 이 문제에 100만달러의 상금을 내건다.21

문제가 해결된 것은 클레이 수학 연구소에서 상금을 내건지 꼭 3년이 되는 해였다. 정식

논문 저널이 아닌 인터넷 논문 저널인 arXiv에 8개월의 시간에 걸쳐 세 편의 논문이 올라왔

다. 각 논문의 제목과 설명 어디에도 푸앵카레 추측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다. arXiv에는

정식으로 검증되지 않은 논문들도 자주 올라오는 편이라, 처음에는 수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이 논문이 푸앵카레 추측의 증명이 담겨져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땐 말

그대로 수학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첫번째 이유는 위상기하학의 문제를 미분기하학과 물리학

적 기법을 사용해서 해결했다는 점. 두번째 이유는 그 누구의 조언 없이 혼자서 진행한 연구에

오류가없었다는점.그리고마지막으로세간에더잘알려진세번째이유는,그가이업적으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상금과 명예를 스스로 거절했다는 점이다.

1.8 닫는 글

수학자들은 간혹 불멸을 꿈꾼다. 그것이 불로불사가 되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그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의미이다. 모든 수학자들이 불멸을 꿈꾼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모든 수학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욕망을 품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페렐만 역시 그렇게 문제에 도전했다. 그 마음가짐은 다른 수학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 그는 리치 흐름(Ricci Flow)이라는 기법을 통해 푸앵카레

추측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단 한 문제에 집중하기위해 미국에서 좋은 직장도,

윤택한 삶, 보장받은 미래도 모두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사는 작은 아

파트에 단칸방을 얻어 7년의 시간동안 그 문제만을 몰두했다. 그리고 7년의 연구 끝에 문제를

정복햇고, 그는 arXiv에 자신의 논문을 올렸다. 약 3년의 시간에 걸쳐 논문은 평가되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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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렐만의 증명은 정확했다. 또 하나의 100년의 난제가 마침내 해결된 것이다.

수 많은 영예가 그를 뒤따랐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은 물론, 클레이 수학

연구소에서 내걸은 100만 달러의 상금, 수학 아카데미 정회원 자격 등 모든 것을 거절했다.

필즈상 위원장이었던 볼은 그의 참석을 설득하기 위해 비밀리에 페렐만을 방문해, 수십시간에

걸쳐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페렐만의 입장은 완고했다.

필즈상은 나와는 전혀 관련없는 것입니다. 제 증명이 맞다는 것 이외의 인정은

필요없습니다.22

대부분 학교에서 들어온 정교수 자격을 포함해 그에게 들어온 강연 및 인터뷰 제의를 대부분

거절했다. 클레이 수학 연구소에서 내건 100만 달러를 거절했을 때의 인터뷰가 걸작이다.

내가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는데, 그깟 100만 달러를 쫓겠는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노점상 앞에서 사과 하나를 더 사도될지

한참을 고민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100만 달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마 도저

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단순히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튕긴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조금 다른 곳에 있었다.

페렐만의 증명이 발표되고 거의 3년만에 수학계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하나 있었다.

바로중국계미국인수학자야우(Yau)가페렐만의업적을훔치려한것.당시페렐만은자신의

개입이 논문의 평가에 영향을 끼칠것을 염두에 둔 채, 논문을 퍼뜨릴 뿐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했다. 사실 수학자로서 자신의 논문을 정통 저널에 검증을 받지 않은 채 arXiv에 올리는

것은 큰 모험이다. 만약 맞는다면 표절의 위험을 안을 수도 있고, 틀린다면 불명예는 물론, 그

헛점을 메꾼 사람이 모든 영예를 가로챌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페렐만은 대인배였다. 그는

어차피 이 증명은 혼자서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누군가가 헛점을 발견한다면

이를 고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arXiv에 출간했다고 언급했다. 그런 페렐만의 태도를 야우는

기회로 삼아 자신의 두 제자에게 해당 논문의 아이디어를 따와 논문을 쓰게한 것. 대외적으로

그는 “페렐만의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단순히 증명의 개요를

제안했을 뿐. 더 나아가 그의 증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사실상 우리가 새로 작업을

거쳤다”고 홍보했다. 당시 페렐만의 논문을 읽어봤던 수학자들은 야우의 태도에 분개했지만,

단순히 그 뿐이었고, 그런 해이한 도덕 관념에 페렐만은 분개했다.

도덕적 기준을 어기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같은 사람들

이 소외되는 것이더군요.23

그리고 그는 야우의 두 제자가 집필한 논문을 읽고 다음과 같이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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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그들이무슨공헌을세웠다는건지이해할수가없습니다.애초에제주장을

이해하고 논문을 쓴건지 모르겠군요.24

마지막으로 야우와 수학계의 수 많은 수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갈을 내던졌다.

화가 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한 짓도 서슴없이

하니 말입니다. 물론 정직한 수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순응하

더군요. 그 정직한 수학자들도 정직하지 않은 수학자들을 관용한단 말입니다.25

페렐만의 논문에는 푸앵카레 추측을 해결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하지만 그의 논문은

푸앵카레 추측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하학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기하

화 추측(Geometrization Conjecture)에도 또한 일조를 했다. 하지만 그의 업적에 반해 그는

어떤 강연에서도 “내가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하며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었다. 반대로 그는

“저의 증명이 맞다면 이런 가설들도 풀릴 겁니다.”라는 말과 함께 조심스럽게 증명을 했다.

그의 증명은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만을 제공했다. 간결했고 정확했다. 그리

고 조용했다. 그 거대한 침묵에 그의 업적을 가로채려는 수학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그런

수학계를 증오하여, 그 증명을 출간함을 마지막으로 수학계를 은퇴했다.26

푸앵카레는 이 추측을 남기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문제는 우리를 아득히 먼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푸앵카레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른 의미로, 페렐만은 먼 곳으로 떠났다. 그는 푸앵카레 추측을

해결했고, 수학계를 떠났다. 먼 곳으로 떠났다. 오일러와 푸앵카레, 힐베르트와 리만이 존재

했지만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났듯, 페렐만 역시 그 닿을 수 없는, 아득히 먼 곳으로

떠나버렸다.

안타까운 이야기는 이 쯤으로 마치고, 다시 수의 세계로 돌아와볼까 한다. 푸앵카레의

영원한 라이벌, 힐베르트에 대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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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to chapter 1

1. Manifold는다양체라는의미이다.미국의자명한운명론(Manifest Destiny)의말장난이다.

2. By Bogdan Giuşcǎ (Public domain (PD), based on the image) [GFDL (http://www.gnu.

org/copyleft/fdl.html) or CC-BY-SA-3.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sa/3.0/)], via Wikimedia Commons

3. Created by [http://en.wikipedia.org/wiki/User:Mark_Foskey]. Found [http://en.

wikipedia.org/wiki/Image:Konigsburg_graph.png]

4. E. Sandifer, “How Euler Did It” MAA Online, http://eulerarchive.maa.org/hedi/

HEDI-2004-07.pdf p.4

5. 주의해야 할 것은 토러스는 도넛과 다르게 안이 텅 빈 상태를 말한다. 어디까지나 토러스는

그 표면적만을 일컫는다.

6. 연속적인 변형을 거쳐도 오일러 지표는 유지된다는 참이지만, 그 역은 거짓이다. 두 도형의

지표가 같다고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연속적인 변형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뫼비

우스의 띠와 토러스는 둘 다 오일러 지표가 0이지만, 연속적인 변형을 거쳐 뫼비우스의 띠를

토러스로 바꿀 수는 없다.

7. 열린 집합을 open set, 닫힌 집합을 closed set이라 하기 때문에, 열리고 닫힌 집합을 clopen

set이라고 한다.

8. 주의해야 할 점은, 열리지 않은 집합이라고 해서 닫힌 집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비이산

공간에서의닫힌집합역시 X와 ∅밖에존재할수밖에없는데,그이유는임의의 ∅ ⊂ Y ⊂ X
에 대해서 Y가 닫힌 집합이라면, X \ Y는 열린 집합이 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열린 집합은 X

와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앞서 언급했다.

9. 해당 그림은 위키 커먼스에 등록되어 있으나, 링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10. By derivative work: Pbroks13 (talk) TrefoilKnot-02.png: Transferred from en.wikipedia

to Commons. The original uploader was Rybu at English Wikipedia (TrefoilKnot-02.png)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11. Salix alba at English Wikipedia [GFDL (http://www.gnu.org/copyleft/fdl.html),

CC-BY-SA-3.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 or CC BY 2.5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2.5)], via Wikimedia Commons

12.호모토피류란,서로호모토픽한경로의집합의집합으로, S2의경우는모든경로가점경로

0과 호모토픽하기에 이 공간의 호모토피류는 [+1]밖에 없었다.

13.도넛의겉면이라고생각하면된다. 2차원평면으로만들어낸토러스구조이기때문에주로

T 2라고 표기한다.

14. By Krishnavedala (Own work) [CC0], via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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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금설명을덧붙이면 T 2 ∼= S1×S1이다.그러므로 π1(T
2) ∼= π(S1×S1) = π(S1)π(S1) ∼=

Z× Z이다.

16. (2004) [1993], “Georg Cantor and the Battle for Transfinite Set Theory”, Proceedings

of the 9th ACMS Conference (Westmont College, Santa Barbara, CA).

17. Van Heijenoort, Jean (1967), “From Frege to Gödel: a source book in mathematical

logic”, 1879–1931, Harvard University Press, p. 190

18. 러셀과 같이 수학 원리를 공동 집필한 A. N. 화이트헤드의 조카다. 20세기 초반 러셀의

역설이 형식주의와 구성주의 사이의 논쟁을 촉발시켰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화이트헤드가

러셀과 같이 작업했던 화이트헤드일 수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달을 것이다. 부끄럽게도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 필자도 둘이 동일 인물이라 착각했다.

19. https://www.math.unl.edu/~mbrittenham2/ldt/poincare.html

20. 1910년 독일 출신 덴(Dehn)이 남긴 보조정리는, 그로부터 19년뒤인 1929년 독일계 수

학자인 크니저(Kneaser)에 의해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로부터 30년간 수학자들이 이 정리를

어떻게 다시 증명해야할지 쩔쩔매던 와중 파파키리아코풀로스가 마법과도 같은 방법으로 이

보조정리를 다시 증명해내었다.

21. 이를 밀레니엄 문제라고 한다. 푸앵카레 추측 말고도 6개의 문제가 100만달러의 현상금이

걸려있다.

22. Nasar, Gruber “Manifold Destiny: A legendary problem and the battle over who solved

it.”, New Yorker, 2006, Aug. 28

23. IBID, 필자가 임의로 번역했습니다.

24. IBID, 필자가 임의로 번역했습니다.

25. IBID, 필자가 임의로 번역했습니다.

26. 당시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마 수학을 하곤 있지만 수학계에 더 이상 얽히기

싫다는 의미일 것이다.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