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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pherical Convexity
구면볼록성에 관한 고찰

Jo Kyeonghee 조경희

Spherical convexity may be defined in different ways. It depends on which state-
ment we take as a definition among several statements that can be all used as a
definition of convexity of subsets in an affine space. In this article, we consider
this quest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We compare several different definitions
of spherical convexity which are found in mathematical papers. In particular, we
focus our discussion on the definitions of J. P. Benzécri and N. H. Kuiper who
built a solid foundation for theory of convex bodies and convex affine(projective)
structures on manif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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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볼록성은 수학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 중의 하나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오랫

동안 연구되어 오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기하 공간에서의 볼록집합들의 정의

및 분류, 특히 거리공간에서의 볼록성에 대한 연구에는 많은 흥미있는 문제들이 존재한

다. 이 논문에서 논의할 구면볼록성 (spherical convexity)은 가장 오래된 수학 개념 중의

하나로 여러 가지 다른 정의들이 존재한다. 이는 아핀공간 (affine space) 또는 유클리드

공간 (Euclidean space)에서 정의된 볼록집합의 의미를 어떤 방향으로 확장하느냐에 따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관점에서 이러한 여러 정의들을 살펴볼 것이다.

아핀공간의 부분집합 D가 볼록이라 함은 D 안의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선분 (line seg-

ment)이 D 안에 있다는 것이다. 다음 다섯 명제는 아핀 공간에서 상호간에 동치인 명제

들로 모두 볼록집합의 정의로 사용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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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리 개념을 고려할 경우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지만, Rn에서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여

http://dx.doi.org/10.14477/jhm.2016.29.6.335


336 A Study on Spherical Convexity

(명제 A) D의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선분이 D 안에 유일하게 존재한다.

(명제 B) D의 임의의 두 점을 잇는 모든 최단 곡선 (minimal geodesic segment)이 D

안에 포함된다.

(명제 C) D의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최단 곡선 (minimal geodesic segment)이 D 안에

존재한다.

(명제 D)D의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선분이 D 안에 존재한다.

(명제 E)D와 만나는 모든 직선 (line)과 D의 교집합은 연결 (connected) 집합이다.

아핀공간 An은 아핀 변환 (affine transformation)을 사영변환 (projective transforma-

tion)으로 대응시키는 동등 함수 (equivariant map)에 의해 사영공간 RPn과 구면공간 Sn

의 열린 부분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사영공간과 구면공간은 Rn+1 − {0} 의 상공간

(quotient space) 으로 본 것으로, 사영공간은

RPn = P(Rn+1) =
(
Rn+1 − {0}

)
/R∗, R∗ = R− {0}

이고, 구면공간은

Sn =
(
Rn+1 − {0}

)
/R+, R+ = {r ∈ R | r > 0}

이다. 즉, n차원 아핀공간은 n차원 사영공간에서 n − 1차원 사영공간을 제거한 집합으로

대응되고, n차원 구면공간의 열린 반구 (open hemisphere)로 대응된다. 이 대응관계에 의해

아핀공간의 직선은 구면공간에서의 직선인 대원 (great circle)의 열린 반호가 된다. 구면에

서의 선분을 대원의 연결 부분집합으로 정의하면2) 아핀공간의 선분 또한 구면의 선분으로

대응된다.

그렇다면 무수히 많은 아핀공간을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사영공간과 구면공간에서

볼록성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좋을까? 각 아핀공간에서의 볼록집합은 사영공간과 구면공

간에서 여전히 볼록집합이 되도록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집합들만을 볼록집합으로

정의하는 경우, 즉, 어떠한 집합이 볼록이라 함을 그 집합을 포함하는 아핀공간이 있어 그

아핀공간에서 볼록인 집합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논문에서 이러한 볼록성을아핀-

볼록 (affine-convex)이라 부른다.3)

아핀공간에서 볼록집합의 정의로 사용할 수 있는 위의 명제 5개를 그대로 구면공간에서

의 볼록집합의 정의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구면공간에서는 5개의 명제가 서로 동치가

정의한 볼록성의 개념은 아핀공간 An 에서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An 에서 고려하는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라고 생각하기로 한다.

2) 이 정의는 대원 자신을 선분으로 포함한다.
3) 이러한 정의를 사영공간에서 사용한 예로 [14]이 있다. 그는 명제 D를 만족하는 집합을 준볼록 (semiconvex)

라 불렀고, 아핀-볼록에 해당하는 집합을 볼록이라고 정의하였다. 현대 수학에서 이러한 정의가 사용된 예를
[16]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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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다른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명제에 의해 정의된 볼록성을

CA-볼록, CB-볼록, CC-볼록, CD-볼록, CE-볼록이라 구분하기로 한다. 이 중 CC-볼록성은

1960년 벤제크리 (J. P. Benzécri)가 사용한 정의에 의한 볼록성과 일치하고4), CD-볼록성5)

은 1953년 카이퍼 (N. H. Kuiper)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각각벤제크리-볼록

(Benzécri-convex)과카이퍼-볼록 (Kuiper-convex)이라 명명한다 ([2]와 [10] 참조). 사영

기하가 활발하게 연구되었던 1900년대 초중반에는 CA-볼록성이 볼록집합의 정의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명제CD를 만족하는 부분집합은 준볼록 (semiconvex)이라는 정의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는데, 이는 [4], [6], [7], [9], [14]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CB-볼록성은 현대수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5]과 [12] 등 참조), CE-볼록성은 다른 볼록성들과

다른 볼록성을 정의한다. 6) 7) 8)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다루는 볼록성의 경우 열린 집합 (이하 영역 (domain))에서의 볼록

성이 중요하며, 또한 영역들의 볼록성은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9) 영역들의 볼록

성만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여러 정의들이 일치하게 되는데, 위 5개의 명제에 의한 볼록성의

정의는 이 경우 아핀-볼록성, 벤제크리-볼록성, 카이퍼-볼록성 중의 하나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구면공간에서의 볼록성에 관한 위의 여러 정의 중 아핀-볼록, 벤제크리-볼록,

카이퍼-볼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그 모양을 분류한다. 10)

2 아핀-볼록

이 장에서는 구면의 부분집합에 대한 볼록성의 정의 중 아핀-볼록에 대하여 알아본다. 구면

상의 임의의 열린 반구는 아핀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Rn+1 의 n 차원 아핀공간 중의

하나인 초평면 {(x1, . . . , xn+1) |xn+1 = 1}이 Sn 의 열린 북반구로 대응되는 것이 그 한

4) CC -볼록성과 벤제크리-볼록성은 정의 자체는 다르지만 볼록집합들이 일치한다. CC -볼록성이 사용된 예로는
[3]과 [11]등이 있다.

5) J. H. C. Whitehead가 1931년 좀 더 일반적인 기하에서 볼록집합을 CD-볼록성으로 정의한 예를 [17]에서
찾아볼 수 있다.

6) 명제 E를 이용하여 사영공간의 볼록집합을 정의한 예로 [8]이 있다.
7) 사영공간에서는 CA-볼록성, CD-볼록성, CE -볼록성이 일치하고, CB-볼록성과 CC -볼록성이 일치한다. 이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다는 사영 기하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8) 구면공간에서 위의 5개의 명제들로 볼록집합을 정의할 경우 아핀공간에서의 볼록성과는 다르게 두 볼록집합의

교집합이 볼록집합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S1 \ {p}와 S1 \ {q}(p ̸= q)는 명제 A, 명제 D, 명제 E를
만족하지만 그 교집합은 연결 집합이 아니므로 5 명제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고려한 볼록
성을 단순 볼록 (simple convex)이라 하고 단순 볼록집합들의 교집합으로 나타나는 부분집합을 볼록집합이라
정의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단순 볼록집합은 볼록집합들 중 연결인 집합이다. 단순 볼록의 정의를
사용한 예로 [15]가 있는데, 그의 정의는 CA-볼록과 일치한다.

9) 볼록체 (convex body)라 불리는 내부점이 있는 닫힌 볼록집합이 많이 연구되는데, 이는 영역의 닫힘 (closure)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역의 볼록성이 결국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0) 볼록 아핀 (사영) 기하구조를 갖는 닫힌 다양체는 아핀 (사영) 공간의 한 볼록 영역의 무한 이산 아핀군 (사영군)
에 의한 궤도 공간 (orbit space)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 벤제크리와 카이퍼는 볼록
영역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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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모든 열린 반구는 극점에 접하는 초평면에 대응된다. 여기에서 대응관계는 구면공간 Sn

을 Rn+1 − {0} 의 R+ 작용에 의한 상공간 (quotient space) (Rn+1 − {0})/R+으로 보았을

때의 상함수 (quotient map)
π : Rn+1 − {0} −→ Sn

에 의한다. 우리는 앞으로 임의의 점 (x1, . . . , xn+1) ∈ Rn+1−{0}의 π에 의한 Sn 위의 상을

[x1, . . . , xn+1]로 표시할 것이다.

정의 2.1: n 차원 구면공간 Sn의 부분집합 D가 하나의 n − 1 차원 부분 구면공간 Sn−1을

경계로하는한열린반구에대응되는아핀공간안에들어가는부분집합으로서볼록일때D를

아핀-볼록 (affine-convex)이라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여러 볼록성들과 아핀-볼록성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열린 반구 안에

들어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선분은 유일하며 그 선분은 두 점 사이의 최단 곡선이므로

다음이 성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

• 아핀-볼록이면 CA-볼록, CB-볼록, CC-볼록, CD-볼록, 그리고 CE-볼록이다.

구면공간 Sn 에서 어떤 집합이 아핀-볼록이라 함은 Sn 의 한 열린 반구 안에 그 집합이

볼록집합으로 들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열린 반구를 아핀공간으로 보았을 때 아핀공간에서

사용하는 볼록의 용어와 일치하므로 아핀공간에서의 볼록집합에 대한 성질을 먼저 알아보자.

도움정리 2.1: 아핀공간 An의부분집합 D가볼록이면다음둘중의하나를만족한다 :

(i) D는직선을포함하지않는다. 즉,어떤 1차원아핀공간도포함하지않는다.

(ii) D는 한 차원 낮은 볼록집합과 1차원 아핀공간의 곱으로 표현된다. 즉, An 안에 n − 1

차원아핀공간 An−1과그안의볼록집합 D′ ⊂ An−1이있어다음과같이표현된다.

D = D′ × A1

증명. (i)의 경우가 아니라면, 즉, D가 직선을 포함한다면, An의 한 점 p0와 벡터 v가 있어

직선

p0 + tv, t ∈ R

가 D 안에 완전히 들어간다. 그런데 D가 볼록이므로 임의의 점 p ∈ D에 대하여 점 p와 점

p0 + tv를 잇는 선분

(1− s)p+ s(p0 + tv), 0 ≤ s ≤ 1

이 D 안에 들어간다. 이는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성립하므로

p+ s(p0 − p) + tsv ∈ D for 0 ≤ s ≤ 1, t ∈ R

이다. 이 식은 p와 p0를 잇는 선분 위의 점을 지나고 v를 방향 벡터로 하는 직선이 모두D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임의의 점 p ∈ D를 지나는 v 방향의 직선이D 안에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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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감을 보였으며, 이는 D가 한 차원 낮은 볼록집합과 1차원 아핀공간의 곱으로 표현됨을

의미한다.

D가 (ii)의 경우이면서 아핀공간 An−1의 부분집합 D′이 아핀 직선을 포함하면 D′가 다시

(ii)의 경우가 되어

D′ = D′′ × A1

이 되는 n− 2차원 볼록집합 D′′이 존재한다. 이 과정을 계속하면 우리는 다음을 얻는다 :

• 아핀공간 An의 부분집합 D가 볼록이고 Ak이 D 안에 들어 있는 최대 차원의 아핀공간

중의 하나이면 An 안에 n− k차원 아핀공간 An−k과 그 안의 볼록집합 D′ ⊂ An−k이

있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 = D′ × Ak

이제 다시 구면공간으로 돌아와서 논의를 계속하자. 구면공간 안에 있는 임의의 아핀공간의

직선은 대원의 부분집합으로서 열린 반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선분을 우리는 이

논문에서아핀직선이라 부르기로 하자. D가 n차원 구면공간 Sn의 아핀-볼록 부분집합이라

하면, Sn 속에 n− 1차원 구면공간 Sn−1이 있어 D는 Sn − Sn−1의 한쪽 열린 반구에 해당하

는 아핀공간 An의 볼록집합이 되며 다음이 성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 Sn에서의 D의 닫힘

(closure)을 D̄라고 하면,

(a) D가 아핀 직선을 포함하지 않으면 D̄를 포함하는 열린 반구가 Sn 에 존재한다.

(b) D가 아핀 직선을 포함하면 D̄는 Sn−1의 서로 대척 (antipodal)인 두 점을 포함한다.

(a)를 만족하는 아핀-볼록집합 D는 도움정리 2.1의 (i)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아핀-

볼록집합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아핀공간에서 항상 유계11)는 아니지만, D̄를 포함하는 열린

반구를 주어진 An과 다르게 택함으로써 유계가 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를 만족하는

아핀-볼록집합 D는 An과 다른 D를 포함하는 어떠한 열린 반구를 택하더라도 D는 비유계인

볼록집합으로, 대척인 두 점은 주어진 An의 경계에 있는 n− 1차원 구면공간 Sn−1에 속한다.

카이퍼는 [10]에서 (a)를 만족하는 집합을 Ca-볼록집합이라 불렀고, An이 아닌 (b)를 만족

하는 집합을 Cb-볼록집합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아핀-볼록인 Sn의 부분집합은 다음과 같은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Figure 1 참조): An, Ca-볼록집합, Cb-볼록집합

3 벤제크리-볼록

이 장에서는 구면 위의 집합에 대한 볼록성의 정의 중 벤제크리-볼록에 대하여 알아본다.

11) Rn의 어떤 집합이 유계라 함은 그 집합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적당한 원의 내부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것과
동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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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ffine-convex sets; 아핀-볼록집합

정의 3.1: {0} ∪ π−1(D)이 Rn+1의 볼록인 부분집합일 때, D는 구면공간 Sn의 벤제크리-

볼록 (Benzécri-convex)집합이라한다. 12)

우리는 위에서 정의한 벤제크리-볼록성이 CC-볼록성과 일치함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다음

정리를 얻는다.

정리 3.1: Sn의부분집합D에대하여다음이성립한다 :

(i) D가아핀-볼록이면벤제크리-볼록이다.

(ii) Sn이아닌영역D가벤제크리-볼록이면아핀-볼록이다.

(iii) D가벤제크리-볼록이면 CC-볼록이고,그역도성립한다.

(iv) D가벤제크리-볼록이면 CD-볼록이다.

(v) D가벤제크리-볼록이면 CE-볼록이다.

(vi) D가벤제크리-볼록이면 Sn의임의의아핀공간 (열린반구)과 D의교집합이그아핀공

12) 원점을 포함하지 않고 π−1(D)이 Rn+1의 볼록인 부분집합일 때 D를 Sn의 볼록집합이라 정의하면 볼록성이
조금 달라진다. 이 정의는 Sn 을 볼록집합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CB-볼록성과 일치한다.
이러한 정의를 사용한 논문으로는 [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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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볼록이다.

증명. 정의에 의해 (i), (iii), (iv)는 명백하다. 먼저 (ii)를 보이기 위하여 잘 알려진 다음 정리를

상기하자 ([13]의 Lemma 3.1 참조):

Rn+1에서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볼록 콘 (cone)은 원점을 지나는 받힘 초평면 (sup-

porting hyperplane)을 경계로 하는 닫힌 반공간 (closed half space) 안에 들어간다.

위 정리에 의해D′ = {0}∪π−1(D)이 Rn+1의 한 닫힌 반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며, 원점을

제외한 π−1(D) = D′ \ {0}은 열린 콘이므로 열린 반공간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D는 Sn의

한 부분 아핀공간 안에 있게 되어 아핀-볼록 영역이므로 (ii)가 성립함을 증명하였다.

이제 (v)을 증명하자. D가 벤제크리-볼록집합이고 l이 D와 만나는 Sn 의 직선이라면,

P = {0} ∪ π−1(l)은 Rn+1의 한 평면으로 원점을 지난다. D가 벤제크리-볼록집합이므로

D′ = {0} ∪ π−1(D)이 Rn+1에서 볼록 콘이고 D′ ∩ P 는 2차원 볼록 콘이 된다. 그런데

D ∩ l = π(D′ ∩ P )

이므로, D ∩ l은 연결집합이다. 이는 D와 만나는 임의의 직선 l에 대하여 성립하므로 D는

CE-볼록이다.

마지막으로 (vi)을 증명하자. Sn 의 임의의 아핀공간 An 에 대하여, π−1(An)은 Rn+1 의

열린 반공간 (open half space)이고, D가 벤제크리-볼록이면 {0} ∪ π−1(D) 이 Rn+1 의

볼록집합이므로, 두 볼록집합의 교집합 ({0} ∪ π−1(D)) ∩ ({0} ∪ π−1(An))은 Rn+1 에서

볼록이다. 그런데

({0} ∪ π−1(D)) ∩ ({0} ∪ π−1(An)) = {0} ∪ π−1(An ∩D)

이므로, An ∩D의 임의의 두 점 {p, q}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점을 잇는 선분 s를 An ∩D

안에서 찾을 수 있다 : {p̃, q̃}가 {0} ∪ π−1(An ∩D)의 두 점으로

π(p̃) = p, π(q̃) = q

이라 하면 p̃와 q̃를 잇는 선분 s̃이 볼록집합 {0} ∪ π−1(An ∩D) 안에 있으므로 s = π(s̃)가

p와 q를 잇는 선분으로 An ∩ D 안에 있다. 이로써 An ∩ D이 아핀공간 An 에서 볼록임이

증명되었다.

위 정리의 (i)과 (ii)로부터 우리는 Sn 자신을 제외한 영역들만 생각했을 때는 아핀-볼록과

벤제크리-볼록이 동치 개념임을 알았다. 그렇지만 닫힌 반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Sn 이외의

모든 벤제크리-볼록집합이 아핀-볼록인 것은 아니다. 이 외에도 앞 절에서 나온Cb- 볼록집합의

닫힘은 모두 아핀-볼록이 아닌 벤제클리-볼록집합이다. 실제로 Figure 2와 같이 대척인 쌍을

포함하는 벤제클리-볼록집합이 많이 나타나며 이러한 성질을 갖는 벤제크리-볼록집합들은

모두 아핀-볼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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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Benzécri-convex set which is not affine-convex; 아핀-볼록이 아닌 벤제크리-볼록집합

그렇다면 영역들에 대해서는 (iv)과 (v)의 역도 성립할까? 다음 장에서CD-볼록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두 볼록성이 벤제크리-볼록성과 동일하지 않음을 다음 예에서 바로 알

수 있다. p가 Sn 상의 임의의 점이라 할 때 D = Sn − {p}는 CD-볼록과 CE-볼록이지만

벤제크리-볼록은 아니다. 왜냐하면, Sn 상의 임의의 직선 l에 대하여 D ∩ l은 l 자신이거나

l−{p}이므로 D는 CD-볼록이고 CE-볼록이다. 그러나 {0}∪π−1(D) = Rn+1−π−1(p)은

Rn+1에서 반직선이 하나 제거된 집합으로 볼록집합이 아니므로 D는 벤제크리-볼록집합이

아니다.

정리 3.1의 (vi)의 역도 한 번 생각해보자. 즉, Sn의 임의의 아핀공간과 D의 교집합이 그

아핀공간에서 볼록이면 D는 벤제크리-볼록집합일까? 우리는 쉬운 반례를 바로 생각할 수 있

다. Sn의 임의의 대척쌍 (antipodal pair) {p, p∗}으로 이루어진 집합은 벤제크리-볼록집합이

아니지만 위 성질을 만족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역이 성립함을 보일 수 있다.

정리 3.2: Sn의부분집합D가대척쌍으로이루어진두점집합이아니면다음을만족한다 : Sn

의임의의아핀공간 An에대하여D ∩ An이 An에서볼록이면D는벤제크리-볼록이다.

증명. 벤제크리-볼록성과 CC-볼록성이 일치하므로 D가 CC-볼록임을 보이자. D의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 p, q가 서로 대척이 아닌 경우에는 두 점을 포함하는 아핀공간을 생각함으로써

두 점을잇는최단곡선이D안에있음을증명할수 있다. 이제 q = p∗라하면, D는대척쌍으로

이루어진 두 점 집합이 아니므로 D 안에 또 다른 점 r을 찾을 수 있다. {p, r}과 {p∗, r}은 둘

다 대척쌍이 아니므로 각각의 두 점을 잇는 최단 곡선이D 안에 있다. 그런데 이 두 최단 곡선을

이은 선분이 바로 p와 q = p∗를 잇는 선분이다. 대척점을 잇는 임의의 선분은 최단 곡선이므로

CC-볼록성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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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이퍼-볼록

이 장에서는 구면 위의 집합에 대한 볼록성의 정의 중 카이퍼-볼록에 대하여 알아보고, 카

이퍼-볼록 영역에 대한 카이퍼의 분류 결과 ([10] 참조)에 대한 좀 더 엄밀한 증명을 제시한다.

카이퍼가 정의한 구면상의 볼록성은 서론에서 언급한 CD-볼록성과 일치하므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4.1: D의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선분이 D 안에 존재할 때 D는 카이퍼-볼록 (Kuiper-

convex)이라한다.

아핀공간에서는 볼록집합의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직선은 그 볼록집합과의 교집합이 선분이

다. 그러나 앞에서 본 Figure 2의 벤제크리-볼록집합 D를 살펴보면, 뾰족한 양 끝점을 잇는

직선 중 일부 직선은 D와의 교집합이 그 두 점을 끝점으로 하는 반원이고 일부 직선은 그

두 점이 바로 교집합이 된다. 즉, 아핀공간에서와는 다르게 그러한 직선의 존재성은 보장이

되지만, 모든 만나는 직선이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은 카이퍼-

볼록성이 CE-볼록성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근본적으로 (명제 D)와 (명제

E)가 구면공간에서는 동치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볼록집합의 내부를

통과하는 직선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뒤에서 필요하므로 여기서 간단히 정리해 보자.

도움정리 4.1: D가 Sn 의부분집합일때다음이성립한다.

(i) D가카이퍼-볼록이면 D의임의의두점을잇는직선 l이존재하며 l ∩D는연결집합,

즉선분이다.

(ii) D의내부와만나는모든직선 l에대하여 l ∩D는연결집합이다.

증명. (i) p, q가 D의 서로 다른 두 점이라 하면, D가 카이퍼-볼록이므로 p, q를 잇는 선분이

D 안에 존재한다. 이 선분을 포함하는 직선은 유일하므로 이 직선을 l이라 하면 l ∩D는 연결

집합임을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 l ∩D이 연결 집합이 아니라면, p, q를 포함하는 선분 s1

과 나머지 부분집합 s2 ̸= ∅이 있어 (s2는 선분이 아닐 수 있음)

l ∩D = s1 ∪ s2, s1 ∩ s2 = ∅

를 만족한다. 이제 s2에서 한 점 r을 택하면, r∗가 아닌 점 t를 s1에서 고를 수 있다. 그런데 r

과 t를 잇는 선분은 D 안에 있지 않으므로 D가 볼록집합이라는 데 모순이 되어 l ∩D이 연결

집합임이 증명되었다.

(ii) D의 내부와 만나는 직선을 l이라 하면, l∩D에는 대척이 아닌 두 점이 존재한다. 그런데

l 위의 대척이 아닌 임의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l 자신이 유일하므로 (i)에 의해 l ∩ D는

연결집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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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움정리가 카이퍼-볼록성과 CE-볼록성이 일치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음은 앞에서

보았다.(Figure 2의 벤제크리-볼록집합은 카이퍼-볼록집합이지만 CE-볼록집합은 아니다.)

그렇지만 (ii)로부터 영역들에 대해서는 카이퍼-볼록성 (CD-볼록성)과CE-볼록성이 일치함을

바로 알 수 있다. 즉, 다음이 성립한다 :

따름정리 4.2: 구면 상의 임의의 영역 D는, CD-볼록이면 CE-볼록이고, CE-볼록이면 CD-

볼록이다.

도움 정리 4.1로부터 다음을 또한 알 수 있다 :

따름정리 4.3: 카이퍼-볼록영역의여집합은닫힌카이퍼-볼록집합이다.

증명. 카이퍼-볼록 영역 D의 여집합 Dc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 {p, q}에 대하여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을 l이라 하면, 도움 정리 4.1의 (ii)에 의해 l ∩D이 공집합이거나 열린 선분이므로

l ∩ Dc 이 {p, q}를 잇는 선분을 포함한 닫힌 선분으로 Dc 에 통째로 들어간다. Dc 에 있는

임의의 두 점에 대하여 이러한 선분을 찾을 수 있으므로 Dc는 카이퍼-볼록집합이다.

일반적인 카이퍼-볼록집합에 대해서는 위 따름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장 간단한 예로

구면상의 직선 (대원)을 생각할 수 있다. 임의의 직선은 카이퍼-볼록집합이지만 그 여집합은

볼록이 아니다. 사실 이 경우는 경계를 공유하는 열린 반구 두 개의 합집합으로 그 여집합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연결집합조차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반원보다 길이가 더 길

거나 같은 선분 또는 Figure 2에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Cb-볼록집합들은 카이퍼-볼록이지만

그 여집합은 볼록이 아닌 연결 집합들이다.

이렇게 볼록집합이 영역인 경우에만 특수하게 그 여집합이 볼록임을 보장해준다. 그러나 이

성질이 카이퍼-볼록 영역의 외부영역13)이 항상 카이퍼-볼록 영역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뒤에서 보게 될 것이다. 다음 정리는 볼록집합이 영역일 때 나타나는 특이한 성질로

카이퍼 볼록 영역을 분류하는 데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정리 4.4: Sn 상의카이퍼-볼록영역D는다음둘중하나를만족한다.

(i) D를만나는모든직선은D 안에서로대척인두점을포함한다.

(ii) D를만나는어떤직선도D 안에서로대척인두점을포함하지않는다.

증명. 카이퍼-볼록집합 D가 열린 집합이므로 임의의 직선과의 교집합은 열린 선분이 되며

(도움 정리 4.1), 이는 임의의 직선은 D 안에 혹은 D의 여집합에 대척쌍을 항상 포함함을

의미한다. 이제 D 안에 서로 대척인 두 점을 포함하는 직선 l과 서로 대척인 두 점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직선 l′이 있다고 가정하면, D ∩ l 위의 대척쌍 {x, x∗}과 Dc ∩ l′ 위의 대척쌍

13) 즉, 여집합에서 경계가 빠진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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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두 점 x와 y를 잇는 직선을 l′′이라 하면, x와 x∗을 양 끝점으로

하는 l′′의 두 부분 선분 안에D의 외부점 y와 y∗이 각각 들어가므로 l′′과D의 교집합은 두 개

이상의 선분의 합이 된다. 이는 영역 D가 카이퍼-볼록이라는 것에 모순이므로 (i)을 만족하지

않는 모든 카이퍼-볼록 영역은 (ii)를 만족함이 증명되었다.

위 증명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D가 열린 집합이 아닐 경우 정리 4.4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카이퍼-볼록집합 D 안에는 서로 대척인 두 점을 포함하는 직선과 포함하

지 않는 직선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Figure 3과 같은 유형의 카이퍼-볼록집합

D = {[x, y, z] | y ≥ 0, z ≥ 0}를 살펴보자. y = z에 의해 정의된 직선 l1 은 D의 대척쌍

[−1, 0, 0]과 [−1, 0, 0]∗ = [1, 0, 0]을 포함하고, x = 0에 의해 정의된 직선 l2는D 안에 대척인

쌍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Figure 3 참조).

Figure 3. Example of a Kuiper-convex set which shows that theorem 4.4 does not hold; 정리
4.4가 성립하지 않는 카이퍼-볼록집합의 예

Sn의 임의의 부분집합은 그 안에 대척쌍을 포함하거나 전혀 포함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

다. 이로부터 카이퍼-볼록 영역 D가 대척쌍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리 4.4의 (ii)를

만족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i)을 만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카이퍼-볼록집합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

정의 4.2: 카이퍼-볼록집합 D 안에서로대척인두점을포함하는경우 D를m-type카이퍼-

볼록이라하고그렇지않은경우m′-type카이퍼-볼록이라한다.

이 정의와 정리 4.4로부터 우리는 임의의 m-type 카이퍼-볼록 영역을 만나는 모든 직선은

그 영역 안에 대척쌍을 포함하므로 다음을 바로 알 수 있다 :

• m-type볼록 영역 (m′-type볼록 영역) D의 내부를 통과하는 k(< n) 차원 부분 구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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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D ∩ S는 k 차원 m-type 볼록 영역 (m′-type볼록 영역)이다.

이러한 성질로부터 우리는 카이퍼-볼록 영역을 분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음 도움정

리를 증명할 수 있다.

도움정리 4.5: 모든카이퍼-볼록영역D ⊂ Sn는다음을만족한다.

(i) D가m-type이면 Sn의모든 k(< n)차원부분구면과만난다.

(ii) D가m′-type이면D와만나지않는 n− 1차원부분구면이존재한다.

증명. (i) 우선 k = n−1일 때 먼저 보이자. D와 만나지 않는 n−1차원 부분 구면 S = Sn−1

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D는 S를 경계로 하는 한 쪽의 열린 반구에 있게 되므로, D 상의

임의의 점의 대척점은 S를 경계로 하는 다른 쪽 반구에 있게 되어 D가 m-type이라는 데

모순이 된다.

이제 Sk 가 D와 만나지 않는 k(< n − 1) 차원 부분 구면이라 하면, Sk 를 포함하면서 D

와 교점을 갖는 k + 1 차원 부분 구면 Sk+1 을 선택하면, Dk+1 = D ∩ Sk+1 는 k + 1 차원

m-type 카이퍼-볼록 영역이다. 그런데 Dk+1은 Sk 를 만나지 않으므로 Sk+1의 열린 반구에

들어가게 되고, 이는 Dk+1 의 어떤 점 p의 대척점도 Dk+1 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Dk+1 가

m-type 카이퍼-볼록 영역이라는 데 모순이 된다.

(ii) D가 m′-type이면 대척쌍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D의 임의의 점 p의 대척점 p∗ 는 D

의 여집합 Dc 안에 있다. 그런데 D가 열린 집합이므로 D 안에 쏙 들어가는 닫힌 공 (ball)이

존재하고 이 공의 대척점들의 집합은 Dc에 들어가는 닫힌 공이다. 이러한 Dc 안에 있는 공의

반지름을 점점 키워나가면 D의 경계에 있는 한 점 q에서 접하는 공 B를 찾을 수 있다. 이제 S

를 q에서 공 B에 접하는 n− 1 차원 부분 구면이라 하면 D는 S를 경계로 하는 두 열린 반구

중 B가 속한 반구와 다른 쪽의 열린 반구에 들어감을 보이면 (ii)의 증명이 끝난다.

q를 지나는 모든 직선들의 합집합을 취하면 Sn 을 덮으며, 이러한 직선들 중 S에 있지 않

은 직선은 모두 B의 내부와 만난다. 그런데 D가 대척쌍을 포함하지 않는 볼록집합이므로

직선과의 교집합은 반원보다 짧은 선분이 된다. q를 지나는 직선 중 D를 만나는 직선은 S에

있지 않으므로 모두 B의 내부와 만나며, D와의 교집합은 q를 끝점으로 하고 q∗를 포함하지

않는 선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선들과 D의 교집합은 B와 반대쪽에 있는 열린 반구 안에

들어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D가 이 열린 반구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름정리 4.6: Sn의부분집합D는다음을만족한다.

(i) D가m-type카이퍼-볼록영역이면모든직선과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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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가m′-type카이퍼-볼록영역이라는것은D가아핀-볼록영역이라는것과동치이다.14)

증명. (i) 도움정리 4.5의 (i)의 k = 1에 해당한다.

(ii)도움정리 4.5의 (ii)에 의해D가m′-type 카이퍼-볼록 영역이면D와 만나지 않는 n−1

차원 부분 구면이 존재하므로D는 이 부분 구면을 경계로 하는 한 쪽의 열린 반구에 들어있으며

이는 D가 아핀-볼록 영역임을 말한다. 역으로 D가 아핀 영역이면, 정리 3.1에 의해 아핀-볼록

영역은 카이퍼-볼록 영역이고, D와 만나지 않는 n−1차원 부분 구면 S = Sn−1이 존재하므로

D는 m′-type 카이퍼-볼록 영역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해 우리는 다음을 알 수 있다 :

• m-type볼록 영역의 여집합은 m′-type 볼록집합이다.

• m′-type볼록 영역의 여집합은 m-type 볼록집합이다.

또한 D ⊂ Sn 가 카이퍼-볼록 영역일 때 다음 여러 명제들은 서로 동치이며 모두 D가

m-type 카이퍼-볼록 영역임을 나타낸다.

• D는 모든 직선과 만난다.

• D는 모든 k(< n) 차원 부분 구면과 만난다.

• D와 만나는 모든 직선은 D 안에 서로 대척인 두 점을 포함한다.

• D 안에 서로 대척인 두 점을 포함한다.

m′-type 카이퍼-볼록 영역은 아핀-볼록 영역이므로, 앞 장의 분류에 따르면 열린반구이거나

Ca- 볼록 영역 또는 Cb- 볼록 영역이다. 이 중 적당한 아핀공간에서 유계가 될 수 있는 것이

Ca- 볼록 영역이다. 이러한 Ca- 볼록 영역들은 그들의 닫힘도 유계인 아핀-볼록집합이므로

다음을 증명할 수 있다.

도움정리 4.7: D가 Ca- 볼록 영역일 때, 외부 영역 D′ = Sn − D̄은 m-type 카이퍼-볼록

영역이다.

증명. D′의 임의의 두 점 p, q를 지나는 직선 l을 생각하자. l이 D̄를 만나지 않는다면 p와 q

를 지나는 선분이 D′ 안에 있음은 분명하다. l ∩ D̄ ̸= ∅이라면 l ∩ D̄은 닫힌 선분이다 (D̄

가 아핀-볼록이므로). 그러므로 l ∩ D̄는 p와 q를 잇는 l의 두 부분 선분 중 하나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며, 나머지 부분 선분이 D′에 쏙 들어간다. D′ 위의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선분이

14) 모든 m′-type 카이퍼-볼록집합이 아핀-볼록집합인 것은 아님에 주의하라. 아핀-볼록이 아닌 m′-type 카이퍼-
볼록집합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닫힌 반구에서 경계에 있는 반원보다 큰 선분을 제거한 집합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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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안에 있음을 증명하였으므로 D의 외부 영역 D′은 카이퍼-볼록이다. D′가 m-type임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Cb- 볼록 영역의 외부 영역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도움정리 4.8: D가Cb-볼록영역일때,외부영역D′ = Sn−D̄은카이퍼-볼록영역이아니다.

증명. D′ 이 카이퍼-볼록 영역이라고 가정하자. D′ 이 m′-type이라면, D와 D′ 둘 다 아핀-

볼록 영역이므로 D와 D′ 은 열린 반구가 되어야 하며, 이는 D가 Cb-영역이라는 데 모순이

된다.

이제 D′이 m-type 카이퍼-볼록 영역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모순이 생김을 보이자. D

가 Cb-영역이므로 경계에 서로 대척인 두 점 {r, r∗}을 갖는다. D 위의 다른 한 점 x와 r, r∗를

지나는 직선을 l이라 하면, l∩D̄는 r과 r∗를 양 끝점으로 하는 선분이 되므로 l∩D′ = l∩(D̄)c

는 서로 대척인 두 점을 가질 수 없다. 이는 m-type 카이퍼-볼록 영역과 만나는 모든 직선은

서로 대척인 두 점을 포함한다는 사실에 모순이다.

실제로Cb-영역인D = {[x, y, z], | y > 0, z > 0}를 살펴보면, y = −z에 의해 정의된 직선

l과D′ = Sn−D̄ = {[x, y, z], | y < 0 이거나 z < 0}의 교집합은 l−{[−1, 0, 0], [1, 0, 0]}

이다. 즉, l ∩D′이 두 선분으로 나눠지므로 D의 외부 영역 D′은 카이퍼-볼록 영역이 아니다.

그렇지만 Dc 은 카이퍼-볼록집합이다. 그러므로 이 예는 닫힌 카이퍼-볼록집합의 내부가

카이퍼-볼록 영역이 아닐 수 있음을 또한 보여준다. 그러나 외부 영역이 대척쌍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즉, m-type 카이퍼-볼록 영역의 외부 영역은 볼록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선 m′-type 카이퍼-볼록집합에 대하여 알아보자 :

도움정리 4.9: Sn의m′-type카이퍼-볼록집합D에대하여다음이성립한다 :

(i) Sn의임의의아핀공간 (열린반구)과D의교집합이그아핀공간에서볼록이다.

(ii) D의내부는카이퍼-볼록영역이다.

(iii) D는벤제크리-볼록이다.15)

증명. (i)Sn의 임의의 아핀공간 An에 대하여, An ∩D이 아핀-볼록임을 증명하자. p와 q가

An ∩D의 두 점이라 하면, D가 카이퍼-볼록이므로 p와 q를 잇는 선분이 D 안에 존재한다.

그런데 D가 m′-type이므로 p와 q를 잇는 두 선분 중 대척점을 포함하지 않는 쪽 선분이 D

안에 있어야 하므로 이 선분은 An ∩D 안에 있다.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선분이 An ∩D 안에

있으므로 An ∩D은 볼록임이 증명되었다.

15)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닫힌 반구에서 경계에 있는 열린 반원을 뺀 집합은 벤제크리-볼록이지만
m-type 카이퍼-볼록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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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의 내부 영역 D0 에서 임의의 두 점 p, q과 이 두 점을 포함하는 한 아핀공간 An 를

선택하자. (i)에 의해 D′ = D ∩ An은 p, q를 내부점으로 하는 아핀-볼록집합이므로 p, q를

잇는 선분이 통째로D′의 내부에 들어간다. D0는D′의 내부를 포함하므로 p, q를 잇는 선분이

D0에 포함되고, 이는 D0가 카이퍼-볼록임을 의미한다.

(iii) D가 카이퍼-볼록이므로 D 안의 임의의 두 점 p와 q를 잇는 선분이 D 안에 존재한다.

그런데 D가 m′-type이므로, p와 q는 대척점이 될 수 없고, 이 두 점을 잇는 두 선분 중 대척

점을 포함하지 않는 쪽 선분이 D 안에 있어야 한다. 이는 D 안의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최단

곡선이 D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D는 벤제크리-볼록이다.

이제 볼록 영역 D의 외부 영역이 대척쌍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즉 D가 m-type인 경우

외부 영역이 볼록임을 보이자. D̄ = Sn 인 경우, 즉 외부 영역이 공집합인 경우를 포함하여

다음을 증명할 수 있다 :

정리 4.10: Sn 이아닌 n차원의m-type카이퍼-볼록영역은 k(≤ n)차원의 Ca-볼록영역의

닫힘의여집합이다.

증명. D ⊂ Sn 가 Sn 이 아닌 m-type 카이퍼-볼록 영역일 때, (i) D̄ ̸= Sn 인 경우와 (ii)

D̄ = Sn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K를 D의 여집합이라 하고 l을 K와 만나는 임의의

직선이라 하면, 따름정리 4.6의 (i)에 의해 l은 D도 만난다. D가 m-type 카이퍼-볼록 영역이

므로 l ∩D는 서로 대척인 두 점을 포함하는 열린 선분이다. 이는 l ∩K이 서로 대척인 어떤

두 점도 갖지 않는 닫힌 선분임을 말해주므로 K가 m′-type 카이퍼-볼록집합임을 의미한다.

(i) (D̄ ̸= Sn 인 경우) 이 경우는 도움정리 4.9에 의해 K의 내부점들의 집합 K0 가 m′-type

카이퍼-볼록 영역이므로 따름정리 4.6에 의해 K0는 아핀-볼록 영역이다. 그런데 K가 서로

대척인 두 점을 전혀 갖지 않으므로 K0는 Ca- 볼록 영역이고 D = Kc = (K0)c이다.

(ii) (D̄ = Sn인 경우) 이 경우 K는 더 낮은 차원의 구면에 포함된다. K를 포함하는 가장

낮은 차원의 부분 구면공간이 k 차원의 부분 구면 Sk 라고 하면, Sk 안에서의 K의 내부가 Sk

의 Ca- 볼록 영역이다.

카이퍼는 정리 4.10의 증명과정 (i)에 나타나는 카이퍼-볼록 영역을 [10]에서 Cc-볼록영

역이라 불렀다. (ii)의 경우를 Cd-볼록영역이라 부르기로 하면, Sn과 An(열린 반구) 이외의

모든 카이퍼-볼록 영역은 네 유형, 즉, Ca- 볼록 영역, Cb- 볼록 영역, Cc- 볼록 영역, Cd- 볼록

영역으로 분류된다 (Figure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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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c-convex domains and Cd-convex domains; Cc-볼록 영역과 Cd-볼록 영역

5 요약및결론

우리는 이 논문에서 아핀공간에서 볼록집합의 정의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명제를 적용해

봄으로써 구면상의 볼록성에 대한 여러 동일하지 않은 정의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카이퍼-

볼록성 (CD-볼록성)은 다른 볼록성들과 다르게 다음과 같은 특이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 16)

• 볼록 영역의 여집합은 볼록집합이다.

• 볼록집합의 내부 영역이 항상 볼록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영역들만을 보았을 때는 이 볼록성들이 많은 부분 서로 동일함을 보았는데, CE-

볼록성은 카이퍼-볼록성과 동일하며, 나머지 모든 볼록성이 아핀-볼록성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Sn의 포함 여부를 제외하면). 그리고 아핀-볼록 영역이 아닌 모든 n 차원 카이퍼-볼록

영역은 Sn 자신이거나 Sn 상의 유계인 k(≤ n) 차원 아핀-볼록 영역의 닫힘의 여집합임을

보았다. 즉, 구면 상의 부분 영역 (proper domain)이 카이퍼-볼록이라 함은 아핀-볼록이거나

유계인 아핀-볼록집합의 외부영역임을 증명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구면 상에서 집합의 볼록성을 정의하는 또 하나의 접근

방법 중의 하나는 다음 명제와 같이 아핀공간에서 볼록집합을 특성 짓는 명제를 통한 것이다 :

모든 닫힌 (열린) 볼록집합은 닫힌 (열린) 반공간 (half space)들의 교집합이다.

16) CE -볼록성도 위 두 성질을 만족함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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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면공간에서는 반공간을 반구로 대체하여 닫힌 (열린) 볼록집합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명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하나의 대척쌍으로 이루어진 두 점 집합이 볼록집합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연결 집합이라는 아핀공간에서는 저절로 성립하는

성질을 추가로 넣어 정의할 수도 있겠는데, 그럴 경우 이 볼록성은 벤제크리-볼록성과 닫힌

(열린) 집합에서 일치한다. 이렇게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한 구면볼록성의 정의도 이 논문에서

취한 방법에 의한 정의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결국은 상호간에 정의와

성질이 교차되는 정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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