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학사학회지 The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제24권 제3호 (2011년 8월), 23–35

리만기하학에서구면정리의발전과역사

History and Development of Sphere Theorems in Riemannian

Geometry

조민식 Minshik Cho

본 논문에서는 어떤 기하학적 양이 핀치되어 있으면 위상적 또는 미분위상적인 구면이

된다는 구면정리의 발전과 역사를 다루었다. 단면곡률의 핀칭과 관련하여, 고전적 핀칭

구면 정리에서 최근에 증명된 기념비적인 미분 핀칭 구면정리로 발전하는 과정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또 직경, 반경, 부피 등과 관련하여 계량불변량 구면정리와 미분 계량불변량

구면정리의 발전의 과정을 소개하였고, 구면정리와 관련된 미해결문제에 대한 역사를

기술하였다.

The sphere theorem is one of the main streams in modern Riemannian geometry.
In this article,we survey developments of pinching theorems from the classical one
to the recent differentiable pinching theorem. Also we include sphere theorems of
metric invariants such as diameter and radius with historical view point.

Keywords: 구면정리 (Sphere Theorem), 핀칭정리 (Pinching Theorem), 계량불변량 (Met-
ric Invariant).

1 서론

원과 구는 모든 기하학적 도형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고

대 중국인들은 완벽한 미를 일컬어 천의무봉 (天衣無縫)이라 칭했는데 구는 기하학에서

의 유일무이한 천의무봉이라 할 수 있다. 구의 기하학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서 이미

기원전 2세기의 히파르쿠스 (Hipparchus)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천문학의 발달과 더불

어 구면삼각법이 발견되었고 항해, 지도제작 등에 활용되는 매우 실용적인 기하학이다.

현대에 이르러 기하학자들의 관심은 추상적인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기법에 주

로 몰려있고 유클리드기하학과 더불어 구의 기하학 (또는 구면기하학)은 일종의 ‘죽은
분야’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야 구면기하학의 오래된 미해결문제였던 케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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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측이 풀리는 등1) 구면기하학에는 아직도 많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이 미해결

인체로남아있다.

수학적으로 n + 1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인 Rn+1에 매립되어 있는 Sn을 통칭하는 구

는리만기하학의관점에서볼때, 곡률이양의상수인리만다양체로서이른바비교기하학

(comparison geometry)에서 핵심적인 존재이다. 즉 미지의 리만 다양체의 곡률이 특정

한 상수와 부등식으로 비교 관계에 있을 때, 상수 곡률을 가진 리만 다양체의 기하학적인

성질들이비교되는리만다양체로어느정도전이될수있다. 또한, 미지의리만다양체의

계량불변량 (metric invariant)과위상적성질과의상관관계를찾아리만다양체의정체를

찾아내는인식화문제 (recognition problem)에서도구와구의기하학적특징은매우중요

한역할을한다.이러한관점에서어떤조건하에서리만다양체가구와거리동형인지,또는

위상동형이거나미분위상동형인지를밝히는정리들을통칭구면정리 (sphere theorems)

라고한다.

구는단순연결되어있고양의상수곡률을가지고있는데역으로이러한성질을가진리만

다양체는구인가하는문제를자연스럽게생각할수있다.이러한측면에서이른바핀칭문제

(pinching problem)가파생되었다. 리만다양체M의단면곡률을KM이라할때,KM의

최대값과최소값의비인 δ = min KM

max KM
를핀칭이라하면 δ는상수곡률에얼마나근접한지를

알려주는양이라할수있다.

호프 (H. Hopf)에의하여제기된핀칭문제는라우치 (Rauch), 클링겐베르그 (Klingen-

berg),베르제 (Berger)등에의하여확립되고발전되었으며이후에도그내용이일반화되고

개선되어왔다.최근에는구와위상동형이되는고전적결과를확장하여동일한조건하에서

구와미분위상동형이된다는결론이브렌들 (Brendle)과쉐엔 (Schoen)에의해얻어졌다.

핀칭구면정리에서는단면곡률의상한과하한으로조건이주어지는데여기에서단면곡률

또는일반화하여리치곡률의하한만생각하고다른계량불변량에관한조건을사용하는일

반화된구면정리또한리만기하학에서지금까지활발하게연구되는분야이다.이분야에서

기념비적인결과중의하나인직경구면정리 (diameter sphere theorem)가그로브 (Grove)

와 시오하마 (Shiohama)에 의하여 증명된 이래로 주요 연구분야로 자리잡았고 그로모프

(Gromov)에의하여도입된그로모프-하우스도르프거리 (Gromov-Hausdorff distance)

와이에근거한수렴성을이용한방법및알렉산드로프공간 (Alexandrov space)등의활용

등을통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에많은연구결과들이쏟아져나왔다.

현재까지다양한형태의구면정리들이얻어졌는데본고에서는그개략적인흐름과주요

결과들을 정리하고 향후의 흐름에 관하여 조명하고 고찰하려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기본개념및기법들을간단히요약하고 3절에서는핀칭구면정리의발전사와최근까지의

1) 케플러의 추측은 1998년 헤일즈 (T. Hales)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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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들을소개한다. 이어서 4절에서는핀칭구면정리의일반화라할수있는직경구

면정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 및 거리불변량을 사용한 구면정리들과 기묘한

구와미분구면정리에관한내용들을소개한다.

2 비교기하학의기본개념

이절에서는리만기하학에서중요한분야인이른바비교기하학의기본적인개념과유용한

결과들을간략하게알아본다.구면정리는리만다양체의곡률과위상적성질사이의상관관

계를규명하는문제의특수한경우에해당한다.리만기하학에서등장하는많은비교정리들

중에서리치곡률의비교에서절대적으로중요한비숍-그로모프의부피비교정리 (Bishop-

Gromov volume comparison theorem)등은 주로 단면곡률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는 본

논문의내용상생략하였는데자세한사항은참고문헌 [23]을참조하면좋다.

단면곡률에 관한 가장 강력한 비교정리중의 하나는 토포노고프 정리 (Toponogov the-

orem)이다. 정리를 기술하기에 앞서 필요한 용어를 먼저 소개한다. 완비 리만다양체 M

위의점 p를공유하는두측지선분 (geodesic segment) α1, α2는힌지 (hinge)를결정한다.

측지선들이 호장에 의하여 매개화되어 있고 α1(|α1|) = p = α2(0)이라 할 때, 힌지의 각

θ는 θ = π − ∠(α′
1(|α1|), α′

2(0))이고 이 각은 내각이다. 여기에서 |α|는 측지선분 α의

길이를나타낸다.

정리 2.1 (토포노고프정리): 완비리만다양체Mn이상수 κ에대하여단면곡률조건K ≥ κ

를만족하고, Sn
κ은단면곡률이 κ인단순연결된리만다양체라고하자.

(A)꼭짓점이 p, q, r ∈M이고점 q에서의힌지각이 θ인M위의힌지와대응꼭짓점이 p̄, q̄, r̄ ∈

Sn
κ이고대응측지선분의길이가각각같고점 q̄에서의힌지각이 θ인 Sn

κ위의대응힌지에대하여

d(p, r) ≤ d(p̄, r̄)

가성립한다.

(B)꼭짓점이 p, q, r인M위의측지삼각형과대응꼭짓점이 p̄, q̄, r̄ ∈ Sn
κ이고대응측지선분의

길이가 각각 같은 대응측지삼각형에 대하여M위의 삼각형의 내각 θi에 대한 Sn
κ위의 대응삼

각형의내각을 θ̄i라할때,

θ̄i ≤ θi

가성립한다.

1980년경그로모프는두긴밀한거리공간사이에정의된고전적인하우스도르프거리의

개념을 모공간 (ambient space)이 없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먼저 X,Y 가 거리공간 Z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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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부분집합일때, X와 Y 사이의하우스도르프거리는

dZH(X,Y ) = inf { ϵ > 0 | X ⊂ B̄ϵ(Y ), Y ⊂ B̄ϵ(X)}

인데, 이때 B̄ϵ(X) = {z ∈ Z | d(z,X) ≤ ϵ}이다.

긴밀한거리공간 X,Y 에대하여그로모프-하우스도르프거리 (G-H 거리)는

dG−H(X,Y ) = inf { dZH(f(X), g(Y ))}

로정의된다.이때,하한은모든거리공간 Z와거리동형매립사상 (isometric embedding)

f : X → Z, g : Y → Z에대하여취한다. dG−H(X,Y ) = 0이면 X와 Y 는거리동형이

된다.

일반적으로두공간사이의 G-H 거리를직접계산하는것은용이하지않으며대체로거

리의상한을계산하여사용하는경우가많다.

예를 들어, 긴밀한 거리공간 X의 직경 (diameter)을 diam(X) = maxp,q d(p, q)라고

할 때, 두 긴밀한 거리공간 X,Y 가 diam(X) ≤ D
2 , diam(Y ) ≤ D

2 를 만족한다고 하자.

X ⊔ Y 에 대하여 x ∈ X, y ∈ Y 일 때 d(x, y) = D
2 라고 정의 하면 d는 거리가 되며

X ⊂ B̄D
2
(Y ), Y ⊂ B̄D

2
(X)가성립한다. 따라서 dG−H(X,Y ) ≤ D

2 임을알수있다.

두긴밀한리만다양체사이의 G-H거리가충분히가까우면두리만다양체는위상적으로

비슷할까하는의문은일반적으로는참이아니다.

예를들어,단위구 S2에점점작은핸들을붙여서얻은 2차원리만다양체열을Mi라하면

lim
i→∞

dG−H(Mi, S
2) = 0이지만베티수 b1(Mi)은무한대로발산한다. 이러한현상은단면

곡률의 하한조건을 부여함으로서 막을 수 있지만 리만다양체의 G-H 극한은 일반적으로

리만다양체가아닌알렉산드로프공간이된다.

정의 2.1 (긴밀한 거리공간의 곡률): 단면곡률이 κ인 단순연결된 n-리만다양체를 Sn
κ이라

하자. 거리공간X위의임의의점 p에대하여이웃 U가존재하여 U에속하는네점 a, b, c, d에

대하여 a에서의비교각들이 S2
κ에서 ∠b̄āc̄+∠b̄ād̄+∠c̄ād̄ ≤ 2π를만족할때,X는곡률조건

curvX ≥ κ를만족한다고한다.

내적거리공간 (inner metric space)은두점사이의거리가두점을연결하는모든곡선의

길이에대한하한으로정의되는거리공간이다.

정의 2.2 (알렉산드로프공간): 유한차원의완비된내적거리공간X가곡률조건 curvX ≥ k

를만족할때, X를알렉산드로프공간이라고한다.

G-H위상및알렉산드로프공간의도입은강력한도구의역할을하며 1980년대이후리만

기하학을비약적으로발전시켰다.공간의모임에서G-H극한을취하거나상공간 (quo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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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인구면현수 (spherical suspension)를만들거나하는작용들은리만기하학에서는

닫혀있지않지만알렉산드로프기하학에서는닫혀있으며알렉산드로프기하학에서의결과

들은곧잘부산물로서리만기하학의결과들을산출한다.

3 핀칭구면정리와미분핀칭구면정리

학부수준의미분기하학에서가장핵심적인가우스-보네정리 (Gauss-Bonnet theorem)를

이용하면향을줄수있는긴밀한곡면의가우스곡률이양수이면이곡면은구와미분동형

임을알수있다. 또, 양의가우스곡률을가진긴밀한곡면이향을줄수없는경우는사영

평면과미분동형임이잘알려져있다.

19세기리만의등장이후현대의기하학에서는 2차원리만다양체인곡면을높은차원으

로확장하여문제를일반화하는데 n+ 1차원의유클리드공간인 Rn+1에매립되어있는 n

차원구 Sn은곡률 (단면곡률)이양의상수이고단위구인경우는그값이 1 이다.

1926년 호프는 역으로 단순연결된 긴밀한 리만다양체 Mn의 단면곡률이 1이면 구와

거리동형임을 밝혔다.([14]) 일반적으로 단면곡률이 1인 긴밀한 리만다양체는 상다양체

(quotient manifold) Sn/Γ와거리동형인데, 이때 Γ는자유롭게작용하는유한거리동형

군이다. 이상다양체는흔히구면표준공간 (spherical space form)이라고표현한다. 구면

표준공간은 n이짝수이면구 Sn과실사영공간 RPn 뿐이지만 n이홀수이면무한히많이

존재한다.

호프는단순연결된긴밀한리만다양체Mn의단면곡률이 1에충분히가까우면구와위

상동형일것이라고추측했다.

Mn이단순연결된긴밀한리만다양체라하고, 단면 곡률이다음조건을만족한다고하

자.

0 < δKmax < K ≤ Kmax

필요하다면리만계량에상수를곱하여Kmax = 1이라놓을수있다. 따라서위의조건은

0 < δ < K ≤ 1

로간단하게쓸수있는데,이때M은 δ-핀치되어있다고한다. ‘M이 δ-핀치되어있다면M

은구와위상동형 (또는미분동형)이다.’ 라는것이전형적인핀칭구면정리의형태이다.

호프에 의해 제기된 이 문제는 1948–1949년 동안 스위스를 방문했던 라우치의 관심을

사로잡았고라우치는 1951년라우치비교정리 (Rauch Comparision theorem)을개발하

며이문제를최초로해결했다.([25])

라우치의증명에서 δ ≈ 0.75였는데,그는 δ의최적값은무엇인가하는문제를제기했다.

클링겐베르그는 1959년단사반경 (injectivity radius)의개념을도입하여다양체의차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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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짝수인경우 δ ≈ 0.55로낮추어정리를증명했고, 1960년베르제는토포노고프정리를

사용하여 역시 짝수차원인 경우에 δ = 1
4로 더욱 개선된 결과를 얻었다. 클링겐베르그는

1961년에곧바로베르제의결과를홀수차원까지로일반화했다. 이로부터구면핀칭정리

에서기념비적인다음결과가확립되었다.([3],[16])

정리 3.1 ( 14 -핀칭구면정리): Mn이단순연결된긴밀한리만다양체라하자. 단면곡률이다음

조건을만족하면
1

4
< K ≤ 1

M은구와위상동형이다.

증명의 기본 착상은 M이 두 개의 공에 의하여 덮일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위상수학에서의일반화된쉐엔플라이스정리 (Generalized Schoenflies theorem)에

의하여M은구와위상동형이된다.

간단히요약하자면먼저M이긴밀하므로 δ ≤ K ≤ 1를만족하는 δ > 1
4가존재한다.

M의직경을 diam(M) = maxp,q d(p, q)이라할때, d(p, q) = diam(M)이되도록두점

p, q를잡자. d(p, q) = π√
δ
인경우M은 Sn(δ)와거리동형이되며, d(p, q) < π√

δ
인경우

M은두공 B(p, π
2
√
δ
), B(q, π

2
√
δ
)에의하여덮인다. 이 두 공은M에매립되고등거리집

합인 E = {x ∈ M | d(p, x) = d(q, x)}는 Sn−1과미분동형이다. 두 매립원판을적도 E

를따라붙임으로서M과 Sn이위상동형임을보일수있는데이때위상동형사상은 Sn−1

에서미분동형사상이되는붙임사상 (attaching map) f에의하여얻을수있다.

1
4 -핀칭구면정리에서 1

4은최적의값이다. 만약조건을 1
4 ≤ K ≤ 1로바꾸게되면복소

사영공간 CPn이이조건을만족하게되므로구면정리를얻을수없다.

베르제는 곡률조건을 1
4 ≤ K ≤ 1 로 바꾸면 diam(M) > π 인 경우는 M은 Sn과 위

상동형이고 diam(M) = π인경우는 CROSS(compact rank one symmetric space)와거

리동형임을 밝혔다.([3]) CROSS에는 복소사영공간 (complex projective space) CPn =

S2n+1/S1, 4원수사영공간 (quaternionic projective space) HPn = S4n+3/S3, 케일리면

(Cayley plane) CaP 2이있다.

1960년대초에확립된 1
4 -핀칭구면정리를 1

4보다작은핀칭으로확대하기위한많은후속

연구가있었다. 1983년베르제는 G-H 극한을사용하여짝수차원에서 1
4보다작은핀칭구

면정리를얻었고 ([4]) 이것은 1987년듀루메릭 (Durumeric)에의하여일반화되었다.([8])

짝수차원에서는 1996년애브레쉬 (Abresch)와메이어 (Meyer)에의해 1
4 핀칭조건이완화

되었는데그내용은다음과같다.([1])

정리 3.2 ( δ < 1
4 -핀칭구면정리): (1) n이 짝수일 때 단순연결된 긴밀한 리만다양체Mn에

대하여양의상수 δ = δ(n)가존재하여 1
4 − δ ≤ K ≤ 1을만족하면,M은 Sn과위상동형이



조민식 29

거나 CROSS와미분동형이다.

(2) n이홀수일때단순연결된긴밀한리만다양체에대하여Mn의차원과무관한양의상수

ϵ이존재하여 1
4(1+ϵ)2 ≤ K ≤ 1을만족하면,M은 Sn과위상동형이다.

구면정리에서중요한문제중의하나는구와위상동형인성질을구와미분동형인성질로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한가하는 점이다. 구와 위상동형이지만 구와 미분동형이 아닌

기묘한구 (exotic sphere)의존재가밀노어 (Milnor)에의하여밝혀진후미분구면정리는

새로운주요연구대상이되었다. 특히 1
4 -핀칭구면정리에서미분구면정리가가능한가는

다음과같은추측을낳았다.

추측 3.3 ( 14 -핀칭 기묘한 구): 기묘한 구에서 단면곡률이 1
4 -핀치되는 리만계량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미분핀칭구면정리는일찍이 1960년대부터많이연구되었는데 1966년그로몰

(Gromoll)과칼라비 (Calabi)(미출간)는독립적으로다음사실을보였다.([9])

정리 3.4 (미분핀칭구면정리): 단순연결된긴밀한리만다양체Mn에대하여 1
4 ≤ δ < 1인

양의상수 δ = δ(n)가존재하여 δ < K ≤ 1이면Mn은 Sn과미분동형이다. 이 때, n → ∞

이면 δ(n) → 1이다.

1971년스지모또 (Sugimoto), 시오하마 (Shiohama), 칼처 (Karcher)는M의차원 n과

무관한 δ에대하여같은결과를얻었는데이들의연구결과에서 δ = 0.87이었다.([27]) 이

러한 연구는 계속되어 δ의 값은 계속 낮아졌으며 1975년 임 호프 (Im Hof)와 루 (Ruh)는

lim
n→∞

δ(n) = 0.68이되는감소수열 δ(n)이존재하여단순연결된긴밀한리만다양체Mn

이 δ(n)-핀치되어있다면 M은 구면 표준공간과 미분동형임을 증명하였으며 ([[15]) 지금

까지알려진가장작은 δ의 값은 1995년수야마 (Suyama)에의하여밝혀진 δ = 0.654이

다.([28])

핀칭은리만다양체전체에서단면곡률의최솟값과최댓값의비를재는대역적개념인데

이보다약한조건인점핀칭 (pointwise pinching)의개념이 1982년루에의하여도입되었

다.점핀칭의경우곡면위의점 p에서의접공간에속하는 2차원면에대한단면곡률들만을

비교해야된다는제약이따르며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정의 3.1 (점핀칭): 리만다양체M위의 임의의 점 p와 임의의 2차원면 π1, π2 ∈ TpM에 대

하여 0 < δK(π1) < K(π2)이성립하면M은점마다 δ-핀치되어있다고한다.

점 핀칭의 경우 토포노고프 정리 등을 쓸 수는 없지만 단순연결된 긴밀한 다양체 M이

점마다 1
4 -핀치되어있을때에도M은구와위상동형임이알려져있다.([17]) 또점핀칭인

경우에도미분핀칭구면정리가증명되었지만핀칭상수가 n → ∞이면 δ(n) → 1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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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다가 2009년에 추측 3.3을 해결하는 획기적인 결과가 브렌들과 쉐엔에 의하여

증명되었다.([5])

정리 3.5 (미분 1
4 -핀칭구면정리): 긴밀한 리만다양체M이 점마다 1

4 -핀치되어있다면M은

구면표준공간과미분동형이다.특히,단면곡률이 1
4 -핀치되는리만계량이허용되는기묘한구는

존재하지않는다.

이정리를증명하는데사용된핵심적인방법은 1
4 -핀치되어있는주어진리만계량을해밀

튼 (Hamilton)의리치흐름 (Ricci flow)을이용하여상수곡률 1로변형하는것이다. 리치

흐름은리만계량에대한비선형열방정식으로파악되는포물형기하학적진화방정식이다.

문제는초기리만계량이 1
4 -핀치되어있더라도진화과정에서이조건이지속되지못한다는

것인데증명에서는리치흐름에의해보존되고 1
4 -핀칭에의하여얻어지는적절한곡률조

건을사용하였다.

4 계량불변량구면정리와미분계량불변량구면정리

직경, 반경, 부피등의계량불변량은리만다양체의 ‘크기’ 를가늠하는양이다. 핀칭구면

정리에서는곡률의상한과하한을모두제한하여구와기하학적, 위상수학적, 미분위상수

학적으로같기위한조건을따지지만이를일반화하여곡률의하한만사용하고크기조건을

추가하는계량불변량구면정리들이 1970년대이후활발하게연구되었다.

완비된리만다양체Mn이단면곡률조건K ≥ 1을만족하면M은긴밀하며 diam(M) ≤

π임은곡면인경우에 1855년보네 (Bonnet)에의하여밝혀졌다. 임의의차원에서 1925년

에싱 (Synge)은공액점 (conjugate point)에관한부등식을얻었는데당시에호프-리노브

정리 (Hopf-Rinow theorem)가알려지기전이었기때문에직경의상한에관한결과에까

지는 이르지 못했고 1935년에 마이어스 (Myers)에 의하여 직경에 관한 현재의 결과가 확

립되었다.([18]) 마이어스는곧이어 1941년에위의결과를리치곡률조건으로일반화하였

다. 즉, 완비된리만다양체Mn이리치곡률조건 Ric ≥ n− 1을만족하면M은긴밀하며

diam(M) ≤ π임을보였다.([19])

직경에관한이결과에서상한인 π는바로곡률이 1인구의직경이다.리만다양체의직경

이최대인경우,즉 diam(M) = π인경우에는어떤가에대한문제는단면곡률조건과리치

곡률조건하에서각각 1959년토포노고프와 1975년쳉 (Cheng)에의하여밝혀졌다.([29],

[6])

정리 4.1 (최대직경정리): Mn 을완비된리만다양체라하자.

(1) (Toponogov) K ≥ 1이고 diam(M) = π이면M은 Sn과거리동형이다.

(2) (Cheng) Ric ≥ n− 1이고 diam(M) = π이면M은 Sn과거리동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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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함수는일반적으로미분가능하지않지만모스이론 (Morse theory)과비슷하게임

계점에관한기하학적이론이그로브와시오하마에의하여개발되었다.

이이론에따르면리만다양체M위의점 p가있을때,거리함수 f(x) = d(x, p)의임계점

q는기하학적으로정의된다.즉임의의벡터 v ∈ TqM에대하여 ⟨v, α′(0)⟩ ≥ 0을만족하는

p로부터 q까지최소측지선 α가존재할때, q ∈ M을임계점이라한다.이정의에따르면 p

는자동적으로 f(x) = d(x, p)의임계점이며 q ̸= p일때,위의내적조건은∠(v, α′(0)) ≥ π
2

와같다.

거리함수에 관한 임계점이론은 매우 유용한 이론이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1977년

그로브와시오하마는최대직경조건을약화시켜직경이충분히큰경우에다음의유명한

결과를얻었다.([11])

정리 4.2 (직경구면정리): M이긴밀한리만다양체라하자.K ≥ 1이고 diam(M) > π
2 이면

M은구와위상동형이다.

증명의기본착상은직경의양끝점 p, q즉, d(p, q) = diam(M) = d일때 f(x) = d(x, p)

의임계점은오직 {p, q}뿐임을확인하는것이다. 이로부터M은 p, q 를중심으로하는한

점으로줄일수있는두 diam(M)
2 -공에의하여덮일수있다.

간단히요약하자면 x ∈ M−{p, q}이고 x로부터 p와 q까지의두측지선의사잇각을 θ라

놓고 θ ≤ π
2 라가정하자. a = d(p, x), b = d(x, q)라고하면토포노고프정리와구면코사인

법칙에의하여다음이성립한다.

0 ≥ cos d ≥ cos a cos b+ sin a sin b cos θ ≥ cos a cos b

따라서 cos a와 cos b값의부호는서로반대이다.그러므로가령 0< cos a < 1이면 cos d >

cos b인데이는 b > d = diam(M)임을뜻하므로모순이다. 따라서 θ > π
2 이다.

직경 구면정리에서직경조건 diam(M) > π
2 은더낮출수없는최적의조건이다. 왜냐

하면실사영공간 RPn은K = 1이고 diam(M) = π
2 을만족하기때문이다.

한편직경구면정리는단면곡률조건을리치곡률조건으로약화하면참이아님이 1990년

앤더슨 (Anderson)과 1991년오츠 (Otsu)에의하여독립적으로밝혀졌다.([2], [20])따라

서리치곡률조건으로문제를일반화하려면추가조건이필요하며다양한조건하에서여러

종류의구면정리가얻어졌다. 그중에서 1995년과 1996년각각페렐만 (Perelman)과콜딩

(Colding)에의하여독립적으로증명된다음결과가대표적이라할수있다.([21], [7])

정리 4.3 (리치곡률 직경 구면정리): 자연수 n ≥ 2와 실수 k에 대하여 양수 ϵ = ϵ(n, k)가

존재하여 긴밀한 리만다양체 Mn이 Ric ≥ n − 1, K ≥ k 그리고 diam(M) ≥ π − ϵ을

만족하면M은구와위상동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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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불변량 구면정리에서도 미분 구면정리가 가능하다. 특히 직경 구면정리에서 미분

구면정리가가능한가는다음과같은추측을낳았다.

추측 4.4 (직경미분구면정리-1): 양수 ϵ = ϵ(n)이존재하여긴밀한리만다양체Mn이K ≥ 1

그리고 diam(M) ≥ π − ϵ을만족하면M은구와미분동형이다.

위의 추측에서 직경조건을 반경조건으로 바꾸면 참임이 1989년 시오하마와 야마구찌

(Yamaguchi)에 의하여 증명되었는데 ([26]) 그들은 논문에서 제한된 직경이라는 용어를

썼으나 나중에 반경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었다. 여기에서 긴밀한 M의 반경 (radius)은

rad(M) = minp maxq d(p, q)으로 정의되며 rad(M) ≤ diam(M) < 2rad(M)이고 단

위구의경우 rad(Sn) = π = diam(Sn)이다.

반경조건하에서는리만다양체의경우보다더일반적으로알렉산드로프공간으로구면정

리를 확장할 수 있는데 다음은 1993년 그로브와 피터슨 (Petersen)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

이다.([12])

정리 4.5 (알렉산드로프공간에서반경구면정리): 알렉산드로프공간Xn이 curvX ≥ 1과

rad(X) > π
2 를만족하면 X는구와위상동형이다.

추측 4.4와같은문제를생각할때, 주어진조건을만족하는리만다양체들의모임을생

각하는데 (단면)곡률의 하한이 정해진 n차원 리만다양체들의 G-H 극한은 알렉산드로프

공간이된다.이때이알렉산드로프공간의차원은 n이하이고차원이 n보다작아지는경우

붕괴 (collapse)되었다고하며붕괴를피하려면부피의하한조건이필요하다. 붕괴가일어

나지 않는 경우 위상 안정성 (topological stability)이 있음이 페렐만에 의하여 밝혀졌다.

즉곡률조건 curvX ≥ k, curvY ≥ k를만족하는두알렉산드로프공간Xn, Y n에대하여

양수 ϵ이존재하여 dGH(X,Y ) < ϵ이면 X와 Y 는위상동형이다. ([22])

추측 4.4에서 부피에 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추측 4.4의 조

건을 만족하는 리만다양체들의 G-H 극한은 알렉산드로프 공간인데 curvX ≥ 1이고

diam(X) = π(= diam(Sn))인 알렉산드로프공간 X는 거리동형 측면에서 구가 아닌

구면현수 (spherical suspension) ΣE 임이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E는 curvE ≥ 1이고

dimE = dimX − 1을만족하는알렉산드로프공간이다.

그로브와빌헬름 (Wilhelm)은 1997년직경문제에관하여붕괴가일어나지않는경우에

다음과같은결과를얻었다.([13])

정리 4.6 (기묘한구의계량제한): 임의의긴밀한리만다양체Mn이 diam(M) > π
2 을만족

하면 구뿐 아니라M이 양의 곡률을 갖게 하는 계량의 G-H 극한인 알렉산드로프 공간 Xn이

존재한다.

따라서페렐만의위상안정성과같은종류의미분안정성이보장된다면긴밀한리만다양체



조민식 33

Mn이 diam(M) > π
2 을만족할때,M은구와미분동형이될것이다.또한윌킹 (Wilking)

은긴밀한리만다양체Mn이 diam(M) > π
2 을만족하는기묘한구M이존재하면M은

최대직경즉, diam(M) ≈ π을갖는계량을가짐을보였다.([31]) 다시말해서추측 4.4는

다음과같이일반적인형태로바꿀수있다.

추측 4.7 (직경미분구면정리-2): 긴밀한리만다양체Mn이 K ≥ 1그리고 diam(M) > π
2

을 만족하면M은 구와 미분동형이다. 즉 K ≥ 1 그리고 diam(M) > π
2 을 만족하는 기묘한

구는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아직까지추측 4.7은밝혀지지않았다. 실제로는곡률이양인기묘한구가존재

하는지의여부도최근까지밝혀지지않았었다. 1974년그로몰과메이어는한점에서양의

단면곡률을 갖고 전체적으로 음이 아닌 단면곡률을 갖는 7차원의 기묘한 구가 존재함을

보였다.([10])이러한구를흔히그로몰-메이어구 (Gromoll-Meyer sphere)라고부르는데

2001년 빌헬름은 그로몰-메이어 구의 단면곡률은 거의 양임을 보였다.([30]) 즉, 곡률이

양이아닌부분은측도가 0임을보였다. 그리고최근에피터슨과빌헬름은그로몰-메이어

구에양의단면곡률이허용됨을밝혀냈다.([24])

5 결론

구면정리는 현대 리만기하학의 중요한 연구분야 중의 하나이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활동

적인 연구대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전적인 핀칭 구면정리의 발전과정의 최근에 증명된

기념비적인미분핀칭구면정리로의귀결까지를소개하고직경,반경등에관한계량불변량

구면정리의핵심적인결과및발전과정과아직까지해결되지않은내용들의역사를소개하

였다.

긴밀한리만다양체M에대하여단순연결된 1
4 -핀칭조건, 반경조건, 직경조건은집합으

로

{M | 4 ≥ K ≥ 1, π1(M) = 0} ⊂ {M | K ≥ 1, rad(M) ≥ π

2
}

⊂ {M | K ≥ 1,diam(M) ≥ π

2
}

을만족하므로구면정리의역사적과정은일반화되어가는과정이면서직경문제를해결하

기위한전초단계로반경이도입되는등때로는연구문제와대상을확장해가는과정이기도

하였다.

호프와 라우치에 의하여 시작된 리만다양체의 기하학적 성질과 위상적 성질의 상관관

계에대한규명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본격적으로시작되어 1980년대에 G-H 위상과

수렴성을 활용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1990년대에는 리치 곡률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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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었으며 2000년대에들어서는리치흐름을이용하여기념비적인연구성과가있었다.

본논문에서는그중에서도구면정리로내용을제한하고유한정리 (finiteness theorem),

양의곡률을가진리만다양체분류문제,리치곡률에관한문제등많은내용을생략하였다.

또한전문적인내용은피하고역사적인발전과정을위주로소개했는데엄밀한수학적내용

은참고문헌들을참조하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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