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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왈트에 의한 헝가리 데브레첸 핀슬러 기하학파의 형성의 역사

Won Dae Yeon 원대연

In this paper, our main concern i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insler geom-
etry in Debrecen, Hungary initiated by L. Berwald. First we look into the research
trend in Berwald’s days affected by the Göttingen mathematicians from C. Gauss
and downward. Then we study how he was motivated to concentrate on the then
completely new research area, Finsler geometry. Finally we examine the course of
establishing Hungarian Debrecen school of Finsler geometry via the scholars in-
cluding O. Varga, A. Rapcsák, L. Tamássy all deeply affected by Berwald after his
settlement in Debrecen,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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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리만 (B. Riemann)의 취임강연 (Habilitationsvortrag)1)인 [27] 이후 그의 이름을 딴 리만

기하학이 19세기 중후반과 20세기 초반을 거처 20세기 중반 이후 현재까지 현대 수학 발전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에 저자는 [40]에서 리만의 취임강연 이후 60여 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핀슬러 기하학이 괴팅겐 대학 (Georg-August Universität Göttingen)의

수학자들에 의해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되어, 1918년 핀슬러 (P. Finsler)가 마침내 리만이 취

임강연에서 언급하였던 4차식의 네제곱근으로 이루어진 선소 (line element)를 일반화한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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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것에 관해서는 저자의 [40]를 참고하던가 보다 본격적인 해설인 스피박 (M. Spivak)의 주석을 단 영어 번역본

[2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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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 계량 (Finsler metric)이라고 불리게 되는 개념을 도입하고, 곡선과 곡면의 미분기하학에

관한 정리들을 일반화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특히 20세기 초반 당대의 최고

수학자로 모두 괴팅겐 대학의 교수이었던 힐버트 (D. Hilbert), 민코프스키 (H. Minkowski),

카라테오도리 (C. Carathéodory)의 견해가 핀슬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였고

박사학위 논문지도교수에 따른 계보 대신 학문적 영향에 따른 새로운 계보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괴팅겐 대학의 수학자들, 특히 변분법 (variational method)의 대가였던

당대 최고의 수학자 힐버트의 영향을 받은 베어왈트 (L. Berwald)가 어떻게 리만의 업적 [27]

을 일반화된 계량 (핀슬러 계량)이 주어진 공간 (핀슬러 공간)으로 확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본

다. 그리고 나치의 유태인 박해를 피해 그가 헝가리 데브레첸 (Debrecen)에 정착한 이후 그의

영향을 크게 받은 바르가 (O. Varga), 랍크삭 (A. Rapcsák), 타마시 (L. Tamássy)를 포함하는

후학들과 헝가리 데브레첸 핀슬러 기하학파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핀슬러 기하학의 역사는 1854년 리만의 취임강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리만이 괴팅겐 대학 학생이었을 당시 그의 지도교수이던 가우스 (C. Gauss)는 이미

기하학 등 수학의 핵심 분야의 강의는 더 이상 하지 않고 통계학 등 수학 주변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리만이 가우스로부터 기하학 분야에 어떤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는

지는 의문이다. 다만 리만의 취임강연을 듣고 가우스가 동료 베버 (W. Weber)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가우스가 리만의 착상의 깊이에 드물게 흥분하였다는 것이 데데킨트의 기록에 의해

알려져 있다. 이처럼 리만의 발상은 매우 독창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

핀슬러 기하학의 역사를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핀슬러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 이후로는 더 이상 기하학에 관한 연구를 하지 않았다. 그는

관심을 수학 기초론으로 돌려 오늘날 그의 이름을 딴 핀슬러 집합론 (Finsler Set Theory)

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2) 따라서 접속을 도구로 하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핀슬러 자신이

핀슬러 기하학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핀슬러는 괴팅겐 대학의 선배였던 리만의 사후에 출판된 논문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변분법의 대가였던 힐버트와 변분법을 사용하여 지시면 (indicatrix)의 변분문제 해결에 대해

연구하였던 카라테오도리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이런 당시의 연구 경향은 핀슬러에 앞서

이 분야에 업적이 있는 블리스 (G. Bliss)와 랜즈버그 (G. Landsberg)의 연구 방법에도 잘

나타나 있다.3)

1925년 싱 (J. Synge)과 테일러 (J. Taylor)는 거의 동시에 독립적으로 당시 유행하고 있던

변분법의 관점을 따른 핀슬러 기하학의 평행이동 (parallel displacement)에 관한 논문을

미국수학회의 트란섹션스 (Transections of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에 기고하였

2) 그의 취임논문 (Habilitationsschrift)과 취임강연이 모두 집합론에 관한 것이다.
3) 이와 관련하여 저자의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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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논문 중 테일러의 것 [32]이 먼저 투고 되었으나 출판은 싱의 것 [29]이 앞선다. 이

후 테일러는 1927년 수학연보 (Annals of Mathematics Studies)에 기고한 논문 [33]에서

핀슬러가 [18]에서 일반적인 계량이라고 한 리만 계량을 일반화한 계량을 핀슬러 계량이라고

이름 붙였다.

리만은 [27]에서 곡률과 접속의 개념을 암시하였으나 핀슬러는 단순히 변분학적인 관점에서

기하학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핀슬러가 리만 기하학을 일반화한 핀슬러 기하학을

창시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베어왈트가 [1]에서 리만의 발상을 따라 곡률과 접속의

개념을 테일러에 의해 핀슬러 공간이라고 이름 붙여진 일반화된 공간 (allgemeinen Räumen)

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오늘날 [27]에서 시작된 리만 기하학은 다양체 위에서 정의된 접속과

곡률이 주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베어왈트가 핀슬러 기하학을 창시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베어왈트의 논문 [1]이 더 빨리 더 저명한 논문집에 실렸다면 테일러가

이 일반화된 공간을 핀슬러 공간이라고 하는 대신 베어왈트 공간이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수학사학회지 (The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에서도 기하학 분

야의 특정한 주제나 인물들을 통해 당시 수학의 역사를 살펴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시도로

20세기 기하학과 대수학의 한 획을 그은 업적을 낸 수학자인 엘리 카르탕 (Élie Cartan)을 통해

20세기 리만 기하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조망한 김영욱과 Yuzi Jin의 [21], 수학 거의

모든 분야와 수리물리학 등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독일 수학자 리만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보고

리만 방정식에 대해 고찰한 한길준의 [20], 어떤 기하학적 양이 핀치되어 있으면 위상적 또는

미분위상적인 구면이 된다는 구면정리의 발전과 역사를 다룬 조민식의 [17], 비유클리드기하

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로바체프스키 (N. Lobachevsky)의 수학철학이 현대철학의 일종의

저수지였음을 보이고 그의 수학철학이 비유클리드기하의 탄생에 기여했음을 밝힌 박창균의

[24], 가우스의 3차원 공간 안의 2차원 곡면에 관한 미분기하학과 이를 일반적인 N -차원

다양체로 확장시킨 리만의 업적을 따라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크리스토펠, 리치,

레비-치비타에 의해 미분기하학의 발전의 역사를 연구한 본 저자의 [39] 등이 있다.

저자는 본 논문에서 기하학 분야의 특정한 주제 (핀슬러 기하학)가 특정한 지역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어떻게 100여 년간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본문에는 지명과 인명 등은 가능하면 원어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되 그 발음이 알려져 있

지않을 때는 영어 발음을 사용하였고 각주에는 학위를 받은 대학과 학위 논문의 제목 등을

해당 원어로 표기하였다. 외국어로 된 이름이나 지명 등이 처음 나왔을 때 한 번만 괄호 안에

관련된 모국어 표기를 덧붙였다. 이 논문에서는 식을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아래 첨자와

위 첨자가 같을 때 이 첨자에 대해서 더하는 것으로 보는 아인슈타인의 약속을 사용하였다.

미국수학회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에서 만들고 노스 다코타 주립대학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에서 제공하는 수학 계보 프로젝트 (Mathematics Genea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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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43]를 이용하여 등장하는 인물들의 계보를 확인하였고 인물에 관한 정보는 맥튜터

수학사 기록 보관소 (The MacTutor History of Mathematics Archive) [42]와 인터넷 백과

사전인 위키백과 (Wikipedia) [44]를 참조하였다.

2 소개

이 절에서는 핀슬러 기하학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리만 계량과 핀슬러 계량에

대해서 소개하고 20세기 초에 유행하던 변분법을 이용하여 곡선의 길이의 일차 변분 공식으로

얻은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을 잘 이해하기 위해 도입한 접속의 개념을 간단히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천 (S. S. Chern)이 리만 계량의 동치 문제를 핀슬러 배경으로

일반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천 접속을 소개한다.

2.1 핀슬러공간

천은 [16]에서 핀슬러 기하학이 무엇인지 소개하였다. 그의 핀슬러 기하학에 관한 모토는

논문의 제목처럼 ‘핀슬러 기하학은 2차 형식이라는 제한이 없는 리만 기하학이다 (Finsler

Geometry Is Just Riemannian Geometry without the Quadratic Restriction)’였고 결

론적으로 “리만 기하학의 거의 모든 결과들을 핀슬러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다.(I believe I have shown that almost all the results of Riemannian geometry can be

developed in the Finsler setting.)”라고 하였다.

리만 기하학은 보통

ds2 = gij(x)dx
idxj (1)

로 표기되는 리만 계량이라고 불리는 2차 형식이 주어진 (미분 가능한) 다양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xi)는 다양체의 좌표계이다. 이 리만 계량은 다양체의 각 점에 대해 미분

가능하게 변하면서 각 접벡터 공간에 힐버트 노옴, 즉 내적을 준다. 이 리만 계량을 일반화한

핀슬러 계량은 각 접벡터 공간에 힐버트 노옴 대신 민코프스키 노옴이 주어진 것이다.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다양체 M 이 주어졌을 때 접벡터 번들 TM 위의 함수 F : TM → R

가

(a) F 가 접벡터 번들 TM 의 영단면을 제외하고는 미분가능하다.

(b) F (x, y) ≥ 0이고 F (x, y) = 0인 경우는 y = 0뿐이다.

(c) 모든 λ ∈ R에 대해서 F (x, λy) = |λ|F (x, y) 이다.

(d)
[

∂2F 2

dyidyj

]
이 양의 정부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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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족할 때 F 를 핀슬러 계량이라고 한다. 핀슬러 계량 F 가 주어진 다양체 (M,F )를 핀슬러

공간이라고 한다.

여기서 핀슬러 계량 F 의 성질 (c)에 의해

F 2(x, y) = gij(x, y)y
iyj (2)

이 성립한다.4) 리만 계량을 F 로 표기하면 (1)을
F 2(x, y) = gij(x)y

iyj (3)

로 쓸 수 있다. (3)을 (2)와 비교하면 리만 계량의 계수 gij(x)는 다양체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x에만 의존하는 반면 핀슬러 계량의 계수 gij(x, y)는 x뿐만 아니라 벡터를 나타내는 y에도

의존하므로 핀슬러 계량이 리만 계량을 일반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는 리만 계량은 핀슬러

계량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5)

2.2 변분법과접속의도입

여기서 힐버트와 그 당시 유행하고 있던 변분법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자. 힐버트는 1900

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에서 20세기 수학자들이 해결해야할 문제 목록을

제시하였다. 당시 강연에서는 10개의 문제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지만 후에 논문으로 출간

될 때는 23개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영어로 된 번역은 1902년 미국수학회 회보 (Bulletin

of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에 실렸다. 그의 변분학에 대한 관심은 이 23개의 문

제에도 영향을 미쳐 문제 4, 19, 20, 23이 이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23번 문제는 변분법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것으로 매우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힐버트는 변분법에

관한 당대 최고 권위자의 한 사람이었고 이런 영향이 후대에 미쳐 변분법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하학의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

위에서 언급된 싱, 테일러와 베어왈트는 모두 공간 위의 두 점을 잇는 곡선들의 길이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두 점 P = c(a)와 Q = c(b)를 잇는 곡선 c의 길이

L(c)는

L(c) =

∫ b

a

F (c(t), ċ(t))dt (4)

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곡선의 길이 L(c)는 핀슬러 계량이 만족해야하는 성질 (c)에 의해 곡선

c의 매개변수의 선택에 상관없이 잘 정의된다. (4)의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Euler-Lagrange

equation)
d

ds
L(cs)

∣∣∣
s=0

= 0 (5)

이
d2xi

dt2
+ 2Gi

(
x,

dx

dt

)
= 0 (6)

4) 미분적분학의 오일러 공식에 의해 (2)가 성립한다.
5) 보통, 리만 계량을 핀슬러 계량의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것보다 핀슬러 계량을 리만 계량의 일반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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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 Gi는 핀슬러 계량 F 에 의해 정의되는 함수이다. 베어왈트는

Dξi = dξi + C i
j k(x, ẋ)ξ

jdẋk + Γ i
j k(x, ẋ)ξ

jdxk (7)

으로 정의되는 접속을 도입하여 평행 이론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접속 계수

C i
j k,Γ

i
j k 는 핀슬러 계량 F 에 의해 정의된다.

베어왈트의 접속과 대비되는 카르탕과 천의 접속도 1차변분공식(first variational formula)

으로 얻을 수 있는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 (6)을 쉽게 해석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2.3 천의기여

천은 1948년 [14]에서 변분법 관점을 따라 핀슬러 공간 위의 새로운 접속을 도입하였다.

이 논문에는 외미분을 사용한 계산만이 나열되어 있을 뿐 기하학적인 얼개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카르탕의 움직이는 좌표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접속을 제안하였다.6) 1992년 [15]에서

벡터 번들 위의 접속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엄밀하게 재해석된 이후 1990년대 이후 핀슬러

기하학을 잠에서 깨우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천의 접속은 카르탕의 접속과는 달리 계량적이지

않은 (non-metrical)대신 꼬임이 없다 (torsion free).

핀슬러 계량 F 가 주어졌을 때 접벡터 번들 전체에서 잘 정의되는 힐버트 형식 (Hilbert

form)
ω =

∂F

∂yi
dxi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천은

L(c) =

∫
c

ω

임에 착안하여 계량적이지는 않지만 꼬임이 영인 새로운 접속을 제안하였는데 그의 접속은

힐버트 형식 ω와 관련이 있다.

핀슬러 공간 위의 카르탕의 접속과 일반적인 움직이는 좌표계를 이용한 계산 방법은 20

세기 중반 이후 미분기하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7) 이와 관련된 역사적 고찰도

필요하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핀슬러 기하학의 진보는 파이버 번들의 개념이 정립되고 이 위에서 정의되

는 접속 이론이 개발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이론의 체계가 완성되기

전 베어왈트, 카르탕, 천 등은 핀슬러 계량을 이용하여 접속 계수 (connection coefficient)를

도입하여 공변미분 (covariant derivative)과 평행성 (parallelism)을 정의하였다. 이 이론을

6) 천은 1934년 함부르크에 도착하여 블라쉬케의 지도 아래 카르탕 방법론을 기하학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여
1936년 박사학위 (Doctor of Science)를 받았다. 이후 1936년 파리의 카르탕을 방문하여 카르탕-케일러 이론
(Cartan-Kähler theory)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가 기초가 되어 [14]에서 핀슬러 계량의 국소적 동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속을 제안하였다.

7) [13]이 카르탕이 핀슬러 기하학에 관해 쓴 마지막 논저이다. 그의 방법론이 에레스만 (C. Ehresmann) 이후
파이버 번들 위에서 정의된 접속 이론으로 일반화되어 오늘날 기하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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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파이버 번들 위의 접속 이론을 이용하여 재해석한 학자가 핀슬러 기하학의 일본 학파를

창시한 마쭈모토 (M. Matsumoto)이다.8)

3 본론

이 절에서는 헝가리 데브르첸에서 핀슬러 기하학을 연구한 베어왈트, 바르가, 랍크삭, 타마

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수학적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다.

3.1 베어왈트

오늘날 핀슬러 기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빼놓고 지날 수 없는 사람이 베어왈트 (Ludwig

Berwald)이다. 베어왈트는 1883년 12월 8일 체코(당시 보헤미아)의 프라하(Prague)에서 태

어났다. 1902년 독일 뮌헨의 루드비히-막시밀리안 대학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에 진학하여 1908년 포스 (A. Voss)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9).

건강상의 이유로 취임논문이나 취임강연을 위한 후속 연구를 하지 못하고 코발레프스키 (G.

Kowalewski)와 픽 (G. Pick)의 주선으로 고향 프라하의 독일 대학 (German University of

Plague, 현재는 찰스 대학 (Charles University))으로 돌아와 강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1924

년에 정교수가 되었다.10)

베어왈트 (L. Berwald)의 주요 업적은 리만 계량을 일반화한 계량이 주어진 핀슬러 공간

위에 소위 베어왈트 접속이라고 불리는 접속과 평행성을 도입한 것이다. 그는 박사학위 논문을

더 다듬어 1924년 독일 수학회에서 발표하고 1926년 그 완결본 [1]을 발표하였다. 베어왈

트보다 당시에 더 유명했던 씽이나 테일러의11) 연구가 후속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당대에

끝나버렸다. 수학 계보 프로젝트에 의하면 테일러는 [40]에 언급된 블리스의 학생으로 3명의

박사학생을 배출하였고 씽도 박사학생 10명을 포함하여 모두 98명의 후속 세대가 있지만 더

이상 핀슬러 기하학을 연구하지는 않았다. 이는 20세기 중반 미분기하학 분야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더 이상 핀슬러 기하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베어왈트는 그의 제자였던 바르가 (O. Varga) 등을 통해 그가 정착했던 헝가리 데브

레첸을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꾸준히 핀슬러 기하학자를 배출하여 헝가리 데브레첸 핀슬러

기하학파가 만들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은 공산권

8) 이에 관해서는 [22]이나 [23] 참조.
9) 학위 논문의 제목은 Krümmungseigenschaften der Brennflächen eines geradlinigen Strahlensystems

und der in ihm enthaltenen Regelflächen이다. 미국수학회의 수학 계보 프로젝트에 의하면 베어왈트는 12
명의 후학을 두었다.

10) 1929년 픽이 은퇴한 이후 이 대학의 학과장이 되었다.
11) 씽은 토론토 대학 (University of Toronto), 아일랜드 국립 대학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등의 교수

였고 테일러는 위스콘신 대학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과 프린스턴 대학 (Princeton University)
의 교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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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되어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 했었는데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1975년부터 일본의 마쭈모토에 의해 창시된 일본 핀슬러 학파와의 교류를 통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핀슬러 기하학에 관한 국제적인 회의가 지속되고 있다.

베어왈트의 업적은 오늘날 미분기하학자들이 이론 전개의 기초가 되는 파이버 번들이나

벡터 번들의 개념과 이 위에서의 접속 이론이 개발되기 전에 국소적인 텐서 계산을 이용하여

접속 계수와 평행이동을 소개하고 이를 기하학적인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비록 그의 접속이 오늘날 널리 사용되지 않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핀슬러

기하학의 창시자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핀슬러의 박사학위 논문 (1918년)은 베어왈트의

박사학위 논문 (1908년)보다 후의 것이지만 베어왈트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것은 1926년의 [1]

이후이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리만 기하학을 일반화한 기하학에 핀슬러 이름을 붙여 핀슬러

기하학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베어왈트가 핀슬러 기하학의 실질적인 창시자 (virtual founder)

라고 할 수 있다.

[1]에서 베어왈트는 힐버트의 영향으로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변분법에 기초하여 측지선에

관한 미분방정식12) (6)을 도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7)로 정의되는 베어왈트 접속 D를 제안

하였다. 이 접속을 이용하면 평행이동도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주어진 계량이 리만 계량일

필요충분조건이 C i
j k = 0인 것이다. 이 경우 (6)이 리만 기하학의 측지선의 미분방정식, (7)

의 D가 레비-치비타 접속이다. 즉, 리만 기하학이 핀슬러 기하학의 특별한 경우이다.

베어왈트는 1939년 카르탕의 70세 생일에 헌정한 논문 [3]을 쓴 것을 계기로 카르탕이 개발

한 이론과 그의 착상을 결합하여 [4], [5], [6], [7]에서 리만 기하학의 중요한 문제들을 핀슬러

공간으로 일반화하여 해결하였다. 불행히도 베어왈트 자신의 연구는 그가 1941년 폴란드의

우즈 게토 (Lódź Ghetto)로 추방되어 1942년 사망하여 때 이른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7]은

그의 사후인 1947년에 출간된 논문이다.

베어왈트의 이론은 현 세대의 기하학자들이 익숙한 도구 (번들이나 그 위의 접속 이론)를

이용하지 않은 국소적인 텐서 계산이었지만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오늘날 그의 논문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그의 접속은 보통 마쭈모토의 공리화를 통하여 현대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22, 23] 참조). 베어왈트는 리만 곡률을 핀슬러 공간으로 일반화한 베어왈트

접속, 베어왈트-모오 계량, 베어왈트 스프레이 등에 그의 이름을 남겼다.

3.2 바르가

바르가 (Ottó Varga)는 1909년 헝가리 제페트넥 (Szepetnek)에서 태어났다. 1927년 빈

공대 (Technical University of Vienna)의 건축과에 입학하였으나 1년 후 프라하의 독일 대학

(German University of Prague)으로 편입하였다. 여기서 베어왈트의 눈에 띄어 그의 조언에

12) 미분기하학이나 리만 기하학에 나오는 측지선의 방정식이 이 방정식의 특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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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기하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1933년 핀슬러 공간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3)

박사학위 후 베어왈트의 추천으로 1년간 함부르크 대학 (Hamburg Universität)에서 당시

세계적인 기하학자였던 블라쉬케 (W. Blaschke)와14) 적분기하학에 대해 연구하였으나15) 블

라쉬케와 관계가 좋지 않아 다시 프라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함부르크에서 바르가는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여기서 박사학위후과정을 하고 있던 천16)과 만났다.

바르가의 접속은 카르탕의 접속과 유사한 반면 천의 핀슬러 기하학에 관한 논문 [14, 15]

에 나타난 접속은 베어왈트의 접속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미국 수학회의 수학 논평 (Math.

Review)을 보면 천은 카르탕 접속과 유사한 접속을 이용한 바르가의 핀슬러 기하학에 관한

업적을 알고 있었으나17) 바르가가 핀슬러 기하학에 관한 천의 업적, 특히 천 접속을 도입하여

핀슬러 계량의 국소적 동치 문제를 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

1939년 독일의 히틀러가 프라하를 점령하고 유태인들을 강제로 추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바르가는 베어왈트의 조수였는데 1941년 유태인인 베어왈트가 추방되는 등 프라하에서 안정

적인 연구를 할 여건이 되지 않아 헝가리로 돌아와 콜로즈바르 (Kolozsvár)(지금 루마니아의

클루즈 (Cluj))에서 교수직을 얻었는데 1년 후 데브레첸 대학 (Debrecen University)으로

이직하였다. 당시 그가 대학의 유일한 수학자였다. 1947년에는 부교수, 1948년에는 정교수가

되었다.

바르가는 카르탕과 거의 같은 시기에 계량적 선형 접속 (linear metrical connection)18)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나 이 접속은 베어왈트의 접속과는 달리 계량적이지만 꼬임이 영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르가의 접속은 카르탕의 접속과 성질이 같다. 바르가의 연구 결과가 카르탕의

연구 결과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바르가의 논문 [34]이 카르탕의 논문보다 3년 후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지역 논문집 (Lotos, Prague)에 요약본으로 실릴 수밖에 없었다.

[38]에서 바르가는 베어왈트의 영향으로 당시에 유행하던 변분법을 적용하여 핀슬러 공간

위의 카르탕 접속을 유도해냈다. 여기서 카라테오도리의 지시면을 이용하여 카르탕 접속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후 핀슬러 공간 위에서 평행이동과 선형접속에

대한 많은 논문을 출판하였지만 텐서 계산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국소적인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13) 그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On Finsler spaces이다.
14) 당대 최고의 기하학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카르탕이다.
15) 이 당시 연구 결과가 [35, 36, 8, 37, 2]로 나타났다. 적분 기하학에 관한 논문은 특이하게도 번호가 달려 있는데

첫 두 논문이 블라쉬케의 것이다. 따라서 적분 기하학 발전 초기에 바르가가 큰 공헌한 것을 알 수 있다.
16) 박사학위후과정 지도 교수가 블라쉬케와 카르탕이다.
17) 천은 수학 논평에 바르가의 논문들에 관해 보고하였다.
18) 카르탕은 이에 관한 연구의 요약본 [12]을 1933년 Comptes Rendus에 기고하고 이 주제에 관한 단행본 《핀

슬러 공간 (Les espaces de Finsler)》 [13]을 1934년에 출판하였다. 이것이 핀슬러 기하학에 관한 카르탕의
마지막 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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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가는 헝가리 동쪽 끝의 소도시 데브레첸을 떠나 대도시에서의 삶을 갈망했는데 그

일환으로 1950년부터 헝가리 학술원 소속으로 소오스 (G. Soós), 파카스 (M. Farkas), 모오

(A. Moór), 젠테 (J. Szenthe) 등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였다. 마침내 1959년 그는 부다페

스트로 이직하여 1962년 여기서 사망하였으나 핀슬러 기하학의 학파를 만든 것은 데브레첸에

서였다.

3.3 랍크삭

랍크삭 (András Rapcsák)은 1914년 헝가리 호드메죄바샤르헤이 (Hódmezövásárhely)

에서 태어나 1993년 헝가리 데브레첸 (Debrecen)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헝가리의 전국수학경시대회에 참가하면서 헝가리 출신 수학자인 파카스 보야이 (Farkas

Bolyai)와 그의 아들 야노 보야이 (Janos Bolyai)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관한 업적에 대해서

공부하였다. 1933년 세게드 대학 (Ferenc József University of Szeged)에 진학하여 리츠

(F. Riesz), 하르 (A. Haar) 등 당대의 저명한 수학자에게서 배웠다. 19세에 발병한 골육종을

치료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 끝에 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9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였다.19)

악성 종양에도 불구하고 79세까지 살았으나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 병을 치료하는 데 보내야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교사로 취업했으나 1945년부터 데브레첸 대학의 사범대학에서 가

르치기 시작했다. 이때 이 대학의 유일한 수학을 전공한 교수이던 바르가의 눈에 띄어 그의

지도로 기하학 분야를 전공하여 1947년 박사학위를 받았다.20) 1949년 [25]에서 핀슬러 공간의

초곡면 위의 곡선에 대해서 다뤘는데 바르가의 절대미분을 이용하여 오늘날 학부 미분기하학

시간에 배우는 정칙곡선에 관한 프레네 (Frenet) 정리를 일반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는 사범대학에 대한 국가 정책의 변화로 데브레첸에서 에거 (Eger)의 대학으로 합병되어

이직하였다가 1951년 부교수가 되어 데브레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1949년에 [25]에서

바르가가 제안한 새로운 직교 좌표계를 이용하여 리만 기하학의 텐서 미분에 관한 계산을

핀슬러 공간으로 일반화하였다.21)

베어왈트는 1947년 논문 [7]에서 스칼라 곡률이 상수인 개념을 핀슬러 공간으로 일반화

하였는데 랍크삭이 1957년 논문 [26]에서 바르가가 정의한 준-측지선 (quasi-geodesic)등의

19)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1940년 헝가리는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맺었으나 1941년 독일이 헝가리를
점령하였다.

20) 세게드 대학 (University of Szeged)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논문 제목은 Felületelmélet a Minkowski-
térben(The theory of surfaces in Minkowski space)이다. 세게드 대학은 헝가리 최고 명문대학이며 그의
부속기관으로 보야이 수학 연구소 (Bolyai Mathematical Institute)가 있다.

21) 그 당시 부스만 [9]에 의해 리만 기하학의 직교 좌표의 존재에 관한 정리가 핀슬러 공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10, 11] 참조). 이 때문에 리만 기하학의 텐서 계산을 핀슬러 공간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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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이용하여 베어왈트의 스칼라 곡률이 상수인 핀슬러 공간을 특징짓는 초곡면이 만족해

야할 필요충분조건을 구하였다.

랍크삭은 1957년부터 1973년까지 바르가의 뒤를 이어 데브레첸 대학의 수학과 학과장

역할을 하다가 1973년 타마시에게 물려주었다. 바르가와 그의 학생인 소오스 등이 큰 도시에

서의 삶을 갈망하여 부다페스트로 떠난 반면 랍크삭은 1993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데브레첸을

지켰다. 수학 계보 프로젝트에 의하면 그의 박사학위 지도 학생은 한 명도 없다.

3.4 타마시

타마시 (Lajos Tamássy)는 1923년 데브레첸에서 태어났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징집 중

부상을 당하고 전쟁 포로가 되었다. 1946년 데브레첸 대학으로 진학하여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하였다. 이후 세게드 대학 등에서 연구 후 1953년 데브레첸 대학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돌아왔다. 그가 임용될 당시에는 바르가가 수학과 학과장이었다.

바르가의 첫 공동연구자였던 랍크삭이 1957년부터 1973년까지 데브레첸 대학 수학과

학과장이었고 타마시가 1973년에 학과장 자리를 물려받아 데브레첸 대학 수학과의 핀슬러

기하학의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다. 타마시는 1988년까지 15년간 학과장이었는데 1975년에

처음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핀슬러 기하학파의 창립자인 마쭈모토와 교류를 시작한 이래

격년으로 일본과 헝가리에서 핀슬러 기하학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미국수학회의 수학 계보 프로젝트나 헝가리 박사학위 협의회 (Hungarian Doctoral Coun-

cil)의 자료의하면 타마시가 박사학위를 받은 기록은 없다. 미국수학회의 수학 계보 프로젝트에

의하면 타마시의 박사학위 지도 학생은 두 명 (코박스 (Zoltán Kovács), 필렙 (László Filep))

이다. 헝가리 박사학위 협의회의 자료 [41]에 의하면 9명의 박사 학생을 배출하였다.22) 이들이

현재 데브레첸 대학 수학과 기하학 분야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국소적인 텐서 계산을 이용한 미분기하학의 발전은 1950년을 전후로 파이버 번들이나 벡터

번들의 개념의 정립과 그 위에서의 접속에 관한 이론이 등장한 이후 종말을 고한 듯이 보이지만

헝가리 데브레첸 핀슬러 기하학파가 이룬 지난 100여 년간의 업적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의 하나이다. 현재 헝가리 데브레첸 대학 수학과 교수 중 기하학 분야 전공자는

코박스 (Z. Kovács), 코즈마 (L. Kozma), 무즈나이 (Z. Muzsnay), 조셉 질라시 (J. Szilasi),

졸탄 질라시 (Z. Szilasi), 바크소 (S. Bácso)로 이들이 집단을 이뤄 핀슬러 기하학과 그 응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타마시 다음 세대인 이들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대역적인

핀슬러 기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조셉 질라시는 1960년대 마쭈모토의 업적 [22]

22) 최근 학생부터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숫자는 학위 취득 연도. Bela Kis(1993), Zoltán Muzs-
nay(1992), Lászlo Kozma(1990), Quoc Binh Tran(1989), Zóltan Kovács(1987), Hideo Shimada(1983),
József Szilasi(1982), Sándor Bácso(1981), József Csorba(1980), Van Tu Nguyen(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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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뛰어 넘어 스프레이 (spray) 이론을 이용하여 핀슬러 공간의 접속을 해석한 단행본 수준의

논문 [30]과 교과서 [31]를 출간하였다.

바르가는 1950년 데브레첸 대학 수학과의 논문집인《데브레첸 수학 출판물(Publicationes

Mathematicae Debrecen)》을 창간하여 30년간 편집장이었고 그 뒤로 랍크삭이 이 역할을

물려받았고 현재의 편집장은 타마시이다. 이 논문집에는 핀슬러 기하학에 관한 많은 논문이

실려 이 분야에 관한 전문 논문집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데브레첸 수학 출판물》은 핀슬러

기하학에 관한 전문 논문집 역할을 하는 일본의 《텐서 (Tensor, New Series)》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4 결론

베어왈트는 힐버트 (또는 그 당시 유행하고 있던 변분법)의 영향으로 곡선의 길이의 1차

변분공식으로부터 오일러-라그랑주 공식을 유도해내고 이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해 접속을

도입하였다. 베어왈트의 지도교수인 포스는 괴팅겐 대학교 출신이지만 포스가 학위를 받은

해가 1869년, 힐버트가 괴팅겐 대학에 부임한 해가 1895년임을 고려하면 포스와 힐버트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베어왈트의 학생이었던 바르가는 베어왈트의 영향뿐

아니라 카르탕과 카라테오도리의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연구 결과가 겹치는 것도 많다.

랍크삭은 베어왈트와 바르가의 영향을 받았다. 타마시는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기록조차 없지만

그는 가장 많은 논문을 썼으며 9명의 박사학생을 배출하였다. 타마시부터 국소적인 계산에서

벗어나 대역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국제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지도 학생을 포함한

연구자들 사이에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에서 언급된 접속의 성질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리만 기하학의 레비-치비타

접속이 계량적이고 꼬임이 영임에 비해 리만 다양체가 아닌 핀슬러 공간의 접속은 동시에

계량적이고 꼬임이 영일 수 없다. 핀슬러 기하학에서는 문제의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 접속

중에 골라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베어왈트 카르탕 천

계량적 (metric compatible) X O X
꼬임이 없다 (torsion free) O X O

Table 1. 접속의 성질 비교

리만이 취임강연에서 소개한 n차원 리만 다양체 위에서의 접속과 곡률의 개념을 리만 계량을

일반화한 핀슬러 계량이 주어진 핀슬러 다양체 위로 확장한 사람이 베어왈트다. 베어왈트의 이

업적은 핀슬러의 박사학위 논문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데 독일수학회에서 강의하고 1926년

논문으로 출간하기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핀슬러의 결과가 진정한 의미에서



Won Dae Yeon 49

리만의 발상을 일반화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베어왈트가 오늘날 핀슬러 기하학이라고

불리는 이 분야의 실질적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

프라하 대학의 베어왈트의 학생이었던 바르가는 데브레첸에 정착한 이후 바르가, 랍스칵,

모오, 타마시, 소오스 등으로 내려오는 계보를 만들게 된다. 이때부터 핀슬러 기하학에 관해

연구하는 학자들의 수가 늘어나 학파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르가를 헝가리

데브레첸 핀슬러 기하학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 일본 핀슬러 기하학파가 일본 전국에

퍼져있는 반면 헝가리 핀슬러 기하학파는 데브레첸에 집중되어 있다.

1950년 데브레첸에서 바르가 등에 의해 창간된 학술지《데브레첸 수학 출판물》은 지역

학술지로 시작하였으나 당시 그 수가 급격히 불어나던 핀슬러 기하학자의 연구 결과들을 실어

핀슬러 기하학 전문지의 역할을 하였고 데브레첸 학파의 결과들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전문지로 일본 핀슬러 기하학파의 사적 학술지에

해당하는《텐서》가 있다.

감사의글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정성어린 논문 심사 의견서를 보내 주신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조언이 논문의 일부 구성을 새롭게 하고 문장을

매끄럽게 하여 저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완전한 논문이 될 수 있도록 본 논문 내의 용어의 통일과 우리말 표현과 관련한 세세한 점까지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논문의 초고를 읽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2016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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