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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agorean Theorem II : Relationship to the
Parallel Axiom

피타고라스의 정리 II : 평행공리와의 관계

Jo Kyeonghee 조경희 Yang Seong-Deog* 양성덕

The proposition that the parallel axiom and the Pythagorean theorem are equiva-
lent in the Hilbert geometry is true when the Archimedean axiom is assumed. In
this article, we examine some specific plane geometries to see the existence of the
non-archimidean Hilbert geometry in which the Pythagorean theorem holds but
the parallel axiom does not. Furthermore we observe that the Pythagorean theo-
rem is equivalent to the fact that the Hilbert geometry is actually a semi-Euclidean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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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힐베르트의 다섯 공리군 [10] 중 결합공리군, 순서공리군, 합동공리군을 모두 만족시키는

평면기하를 우리는 중립기하, 절대기하, 또는 힐베르트 기하라고 부른다. 이 논문에서는

힐베르트 기하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나머지 두 공리군은 평행공리와 연속공리인데 그 중

평행공리는 다음과 같다.

(평행공리) 직선 l과 그 직선에 있지 않은 한 점 A가 주어졌을 때, 점 A를 지나고

직선 l을 만나지 않는 직선은 단 하나 있다.

일반적으로 평행공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동치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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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a, b이고 빗변의

길이가 c일 때 a2 + b2 = c2이 성립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아르키메데스의 공리의 성립 여부가 위 두 명

제의 동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아르키메데스의 공리가 성립하는 힐베르트 기하에

서는 평행공리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동치이지만, 비-아르키메데스 힐베르트 기하에서는

그렇지 않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성립하지만 평행공리가 성립하지 않는 비-아르키메데스

힐베르트 기하가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평행공리의 관계에

있어서 극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아르키메데스 힐베르트 기하와 비-아르키메데스 힐베르트

기하를 구체적인 모델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본질을

살펴본다.

평행공리를 만족시키는 힐베르트 기하, 즉 유클리드 기하1)에서피타고라스의정리가성

립함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유클리드의 『원론』에 나타난 명제 I.47이며, 힐베르트의 『The

Foundations of Geometry』에서정립한공리체계에의해그증명이완벽하게완성되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피타고라스의정리를만족시키는힐베르트기하에서평행공리가성립하지

않을수도있다. (본논문의명제 5.2와 5.3참조.)

아르키메데스의 공리가 성립하는 힐베르트 기하에서는 그 역도 성립한다. 즉, 아르키메

데스의 공리가 성립하는 힐베르트 기하에서 평행공리와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서로 동치다.

아르키메데스의공리를가정하지않는힐베르트기하에서는피타고라스의정리와그기하가

준-유클리드기하(6절의정의참조)라는것이동치임을 §6에서보게될것이다.

이논문의저자들이피타고라스의정리와평행공리사이의이러한관계에대하여명확하게

서술되어있는문헌또는논문을찾으려고하였으나성공하지못하였다. 대부분아르키메데스

공리를은연중에가정하고있어서피타고라스의정리와평행공리가동치라고생각하지만구

체적으로명시하지않았으며,또한비-아르키메데스기하에서어떤변화가있는지에대해서는

전혀언급하고있지않다 ([1], [24], [20]등참조). 2) 그러한이유로,고전기하를연구한수학

자라면당연히알수있는내용임에도불구하고이두명제사이의관계를명확히하기위하여

하나의 논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다른 책들에 있는 이미 알려진

1) 유클리드 기하의 정의에 원의 연속원리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원의 연속원리는 다음과 같다.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점과 외부점을 각각 포함하면 두 원은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

이 논문에서는 [13]에서와 마찬가지로 힐베르트 공리계에 평행공리만 추가한 것을 유클리드 기하라고 하기로
한다. 참고로, [5]에서는 ‘circular continuity principle’, [6]에서는 ‘circle-circle intersection property’라
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우리말 문헌에서는 ‘원의 연속원리’ [23], [18], [4], ‘원의 연속의 원리’ [17]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2) [23]의 정리 1.6.19와 [4]의 정리 11.1.2에서는 중립기하가 준-유클리드라는 것과 그 기하에서 평행공리가
성립하는 것이 동치라고 하였는데, 이는 중립기하의 정의에 아르키메데스의 공리를 포함시킨 데에 기인한다.
이 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말 문헌에서 아르키메데스의 공리에 대한 가정하에 모든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영문으로 된 현대 문헌에서도 아르키메데스의 공리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는 핫숀의
[6]와 [7]을 제외한 그 어떤 자료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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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대해서도증명을새롭게구성하여제시하기도하였음을밝혀둔다.

2 좌표평면기하

우리에게 익숙한 유클리드 기하는 실좌표평면기하 ΠR이다. R 대신 임의의 수체 (field) F

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좌표평면기하 ΠF 를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하가 모두

힐베르트 기하가 되는 것은 아니며, 힐베르트 기하가 되기 위해서는 수체 F가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한다.

정의 2.1: 수체F가다음성질을만족시키는부분집합P를가지고있을때F를순서체(ordered

field)라고한다.

(i) a와 b가 P의원소이면, a+ b와 ab도 P의원소이다.

(ii) F의임의의원소 a에대하여 a는 P의원소이거나, a = 0이거나, −a가 P의원소이다.

이때 P의원소 a를양(positive)이라고하며 a > 0로표시한다.

정의 2.2: F가순서체일때,

(i) F의임의의원소 a에대하여 b2 = a2 + 1을만족시키는양의원소 b = b(a) ∈ P ⊂ F

가존재할때, F를피타고라스수체(Pythagorean ordered field)라고한다. 이때 b =
√
1 + a2이라고한다.

(ii) P ⊂ F의임의의원소 a에대하여 b2 = a를만족시키는양의원소 b = b(a) ∈ P ⊂ F

가 존재할 때, F를 유클리드 수체 (Euclidean ordered field)라고 한다. 이 때 b =
√
a

라고한다.

정의 2.3: 수체 F 위에서 정의된 좌표평면기하 (the Cartesian plane) ΠF의 점, 직선, 거리,

선분의길이,직각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

(i) ΠF의점은 F 2의임의의원소이다.

(ii) ΠF의직선은다음선형방정식을만족시키는점 (x, y)들의집합이다.

ax+ by + c = 0, a, b, c ∈ F, (a, b) ̸= (0, 0)

(iii) ΠF의임의의두점 A1 = (x1, y1)과 A2 = (x2, y2)사이의거리 d(A1, A2)는

d(A1, A2) =
√

(x1 − x2)2 + (y1 − y2)2

이다.

(iv) ΠF의선분 A1A2의길이는 d(A1, A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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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직각은그각을이루는두반직선의기울기의곱이 −1인각을말한다.

정리 2.1: 모든좌표평면기하는평행공리와피타고라스의정리를만족시킨다.

임의의좌표평면기하에서평행공리와피타고라스의정리가성립하지만, 모든좌표평면기

하가힐베르트평면기하인것은아니다.

예 2.2: ΠZ 또는 ΠQ에서점 O = (0, 0)와점 A = (1, 1)를끝점으로하는선분 OA는길이가
√
2이다. 그러나 x축 위에 놓인 임의의 선분은 길이가 정수 또는 유리수이므로 길이가

√
2와

같을수없다. 그러므로점 O를한쪽끝점으로하여 x축위에놓인,선분 AB와합동인선분은

존재하지않는다. 이는힐베르트의합동공리에위배되므로 ΠZ와 ΠQ는힐베르트 평면기하가

아니다. 여기에서좌표평면기하 ΠF의두선분 AB와 CD가합동이라함은두선분의길이가

같다는것으로정의된다.

임의의좌표평면기하 ΠF는힐베르트의평면공리중결합공리(incidece axioms)를항상

만족한다. 그리고 F가순서체이면 ΠF는순서공리 (betweenness axioms)도만족한다. 그

렇지만 ΠF가 합동 공리 (congruence axioms)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F가 피타고라스 수

체라는가정이필요하다. 그러므로좌표평면기하가힐베르트기하가되기위해서는그바탕이

되는 수체가 최소한 피타고라스 수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와 외부에 어떤 다른 한 원의

점을 각각 포함하는 원이 그 다른 원과 반드시 교점이 생기기 위해서는 수체 F가 유클리드

수체라는가정이추가로필요하다.

명제 2.3: 수체 F와그위에서정의된좌표평면기하 ΠF에대하여다음이성립한다.

(i) F가피타고라스수체이면 ΠF는힐베르트평면(그러므로 ΠF는유클리드평면)이다.

(ii) F가유클리드수체이면 ΠF는원의연속원리를만족한다.

Q의 원소에 사칙연산 +,−,×,÷ 또는 c 7→
√
1 + c2를 유한 번 시행하여 얻은 모든 실수

들의집합을 Ω라하면 Ω는피타고라스수체이다. 힐베르트수체(Hilbert field)라고불리는

이수체는그수체위에서정의된좌표평면기하가힐베르트평면이되는가장작은수체이다.

Q의 원소에 사칙연산 +,−,×,÷ 또는 c > 0 7→
√
c를 유한 번 시행하여 얻은 모든 실

수들의 집합을 K라 하면 K는 유클리드 수체이다. 작도가능 수체 (Constructible field)라

불리는이수체는그수체위에서정의된좌표평면기하에서는자와컴파스로작도할수있는

가장작은수체이다.

3 평행공리는피타고라스의정리의충분조건이다.

유클리드의 원론에 있는 명제 I.47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그 증명은 수백여 가지에 달한다.

그 중 힐베르트에 의해서 증명된 다음 정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평행공리 사이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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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잘설명해주는것이라생각된다.

정리 3.1: 평행공리가성립하는임의의힐베르트기하는피타고라스수체(Pythagorean ordered

field)3) 위에서정의된좌표평면기하(Cartesian plane)와동일하다(isomorphic).4)

힐베르트는이정리의증명에원의연속원리나아르키메데스의공리등다른어떠한가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 위 정리의 증명은 힐베르트의 명저 『The Foundations of Geometry』에

잘설명되어있는데,그는주어진힐베르트기하가평행공리를만족시키면선분들사이에합과

곱을정의할수있으며,이정의에의하여모든선분들을양수로갖는피타고라스수체(field)

가존재하며,그수체위에서정의된좌표평면기하와원래의힐베르트기하가동일함을증명하

였다. 이과정을좀더쉬운현대적인언어로설명한책으로핫숀의 『Geometry: Euclid and

beyond』가 있다. ([6]의정리 21.1참조)

이제정리 2.1과정리 3.1로부터다음을얻는다.

따름정리 3.2: 평행공리가성립하는힐베르트평면에서는피타고라스의정리가성립한다.

4 아르키메데스기하

다음 공리가 성립하는 평면기하는 아르키메데스 기하 (Archimedean geometry)라고 불린

다.

(아르키메데스의공리)임의의두선분 AB와 CD에대하여 nAB > CD인자연수 n

이존재한다.

이절에서는아르키메데스의공리가성립하는힐베르트기하에서는평행공리와피타고라스의

정리가동치임을볼것이다. 평행공리가성립하는힐베르트기하에서는피타고라스의정리가

당연히성립하므로다음정리를보이면된다.

정리 4.1: 피타고라스의정리가성립하는아르키메데스힐베르트평면에서는평행공리가성립

한다.

피타고라스의정리로부터평행공리를도출해내는많은증명들이있지만,그증명과정에서

3) 수체 F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하여
√
1 + a2이 존재할 때, F는 피타고라스 수체라 불린다. 예를 들어 실수

집합 R은 피타고라스 수체이지만, 유리수 집합 Q는 피타고라스 수체가 아니다.
4) 이 정리가 평행공리를 만족시키는 모든 힐베르트 기하가 ΠR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음 데데킨트 공리

(Dedekind’s axiom)가 추가로 있어야만 ΠR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직선 위의 점들이 공집합이 아닌 두 개의 부분 집합 S와 T로 나뉘고, S의 어떤 점도 T의 두 점 사이에 있지
않고, T의 어떤 점도 S의 두 점 사이에 있지 않을 때, 유일한 점 P가 그 기하에 존재하여 A ∈ S,B ∈ T

이면 A = P이거나 B = P이거나 P가 A와 B 사이에 있다.
데데킨트 공리는 아르키메데스의 공리보다 훨씬 강한 공리로 아르키메데스의 공리만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평행공리를 만족시키더라도 그 힐베르트 기하가 ΠR이 아닌 부분 수체 위에서 정의된 좌표평면기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ΠΩ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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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gles in an Archimedean geometry

는다음명제,또는이에동등한명제가필요하다.

주어진직선 l밖의임의의한점을지나주어진각보다더작은각으로 l을만나는직선이

존재한다.

이를보이기위해선임의의각 α를유한번이등분하여임의의다른각 β 보다더작게만들수

있다는사실이필요하다. 그렇지만이는아르키메데스기하라는가정하에서만참이다.

도움정리 4.2 ([6]의 Lemma 35.1): 아르키메데스힐베르트평면에서는주어진임의의두각

α, β에대하여 nα > β인자연수 n이존재한다.

증명. 임의의 힐베르트 기하에서 각을 이등분할 수 있으므로 (유클리드 명제 I.95)) 우리는 β

가예각이라고가정할수있다. 그러므로각 β를이루는한쪽반직선위의한점에서다른쪽

반직선에 수선을 내려6)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이 수선의 발이 반직선의 반대쪽 편에

있지 않음은 ‘삼각형의 두 각의 합은 두 직각 보다 작다’7) 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이제

꼭지점 O에서의각이 β고꼭지점 A에서의각이직각인직각삼각형 OAB를생각하자.

임의의힐베르트기하의삼각형에서 ‘외각이내대각보다크다’는사실과 ‘큰각에대응하는

5) 유클리드의 ’원론‘에 있는 명제 I.1부터 I.28중에서 I.1과 I.22를제외한 26개의명제는모든힐베르트평면에서
성립한다. 즉 평행공리의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

6) 유클리드 명제 I.12
7) 유클리드 명제 I.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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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길이가더길다’는사실을이용하여 (유클리드명제 I.16과 I.19)그림 1에서다음이성립

함을보일수있다.
AA1 < A1A2 < A2A3 < · · ·

그런데아르키메데스의공리로부터 nAA1 > AB인자연수 n이존재하므로

AAn = AA1 +A1A2 +An−1An > nAA1 > AB

이고,이로부터 nα > β가성립한다.

정리 4.1의증명은 §6에서보게될것이다.

5 비-아르키메데스기하

우리는 앞 절에서 아르키메데스의 공리를 만족시키는 힐베르트 평면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평행공리가 서로 동치임을 보았다. 그러나 비-아르키메데스 힐베르트 평면 중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성립하지만 평행공리가 성립하지 않는 기하가 존재한다. 이 절에서는

그러한힐베르트평면기하의예들을살펴본다. 이예들은 [6]의 18장에소개된기하들이다.

유리함수들의 집합 F = R(t)에 다음과 같이 순서를 주면 비-아르키메데스 수체 (Non-

archimedean ordered field)가 된다. 우선 다음 집합의 원소 ϕ를 양이라 정의하고 ϕ > 0

으로표시한다.

P = {ϕ ∈ F |충분히큰모든양의실수 b에대하여 ϕ(b) > 0}

F의두원소 ϕ1과 ϕ2가 ϕ1 − ϕ2 > 0을만족시키면 ϕ1 > ϕ2로정의한다.

위정의에의해임의의정수 n에대하여 t > n이며또한다음이성립한다.

· · · < −2t3 < −t+ 2 < 0 < 1 < 2 < · · · < t < t+ 1 < t2 < · · ·

1을유한번더해서 t보다더커질수없으므로 F는비-아르키메데스수체이다.

정의 5.1: F의원소 a에대하여 −n < a < n을만족시키는정수 n이존재하면우리는 a가유

계이다(finitely bounded)라고하고,그러한정수가존재하지않을때무한히크다(infinite)라

고한다. 그리고임의의자연수 n에대하여 −1/n < a < 1/n을만족시키는 a는무한히작다

(infinitesimal)라고하며,유계이지만무한히작지는않은수는유한하다(finite)라고한다.

예를들어, 1
t는유계인 F의원소로서무한히작고, 3은유계인 F의원소로서무한히작지

는 않으므로 유한한 수이다. 그리고 t는 무한히 큰 F의 원소이다. F의 두 수 a와 b가 다른

유형일 때에는 아르키메데스의 공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a와 b가 모두 무한히 작은

원소이거나, 둘 다 유한 원소일 경우에는 아르키메데스의 공리가 성립하며, 둘 다 무한히 큰

원소일경우에는아르키메데스의공리가성립하지않을수있다. 예를들어, t와 2t에대해서는

아르키메데스의공리가성립하며, t와 t2에대해서는아르키메데스의공리가성립하지않는다.



248 Pythagorean Theorem II : Relationship to the Parallel Axiom

이제 비-아르키메데스 기하를 살펴 보자. 앞에서 정의한 수체 F는 피타고라스 수체 가 아

니므로 F 위에서 정의된 좌표평면기하 ΠF는 힐베르트 기하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F의

원소에사칙연산 +,−,×,÷과 c 7→
√
1 + c2을유한번시행하여얻은임의의연속함수들의

집합을 Ω라 하면 Ω는 피타고라스 수체이다. 마찬가지로 F의 원소에 사칙연산 +,−,×,÷

과 c > 0 7→
√
c을 유한 번 시행하여 얻은 임의의 연속함수들의 집합을 Ω′이라 하면 Ω′은

유클리드수체다. 그러므로수체 Ω와 Ω′ 위에서정의된좌표평면기하를각각 ΠΩ와 ΠΩ′이라

하면다음이성립한다.

명제 5.1: ΠΩ와 ΠΩ′은힐베르트평면기하이며다음이성립한다.

(i) ΠΩ와 ΠΩ′은비-아르키메데스기하다.

(ii) ΠΩ와 ΠΩ′은평행공리를만족시킨다.

(iii) ΠΩ와 ΠΩ′은피타고라스의정리를만족시킨다.

(iv) ΠΩ′은원의연속원리를만족시킨다.

증명. 임의의좌표평면기하는평행공리와피타고라스의정리를만족시킨다. 또한 (비-)아르

키메데스수체위에서정의된좌표평면기하는 (비-)아르키메데스기하이고,피타고라스수체

위에서정의된좌표평면기하는힐베르트기하,유클리드수체위에서정의된좌표평면기하는

원의연속원리를만족시키는유클리드기하이다. (명제 2.3참조.)

여기에서우리는비-아르키메데스기하 ΠΩ와 ΠΩ′에서는도움정리 4.2가성립하지않음을

다음과같이확인할수있다. 원점을 O, (1, 0)을점 A, (1, t)를점 B라하고임의의자연수 k

에대하여 (1, k)를점 Ak라하면,

AA1 < A1A2 < A2A3 < · · ·

은여전히성립하지만,어떤자연수 n에대해서도 n < t이므로 nAA1 > AB인자연수 n이

존재하지않는다. 그러므로 nα > β인자연수 n은존재하지않는다. (그림 2참조.)

이제 Π와 Π′을각각원점으로부터의거리가유계인 ΠΩ와 ΠΩ′의원소들로이루어진집합

이라고하면, Π와 Π′은다음성질을갖는비-아르키메데스힐베르트기하가된다.

명제 5.2: Π와 Π′은힐베르트평면기하이며다음이성립한다.

(i) Π와 Π′은비-아르키메데스기하다.

(ii) 임의의삼각형의내각의합은두직각이다.

(iii) 선분 AB가존재하여임의의선분 CD에대하여 nAB > CD인자연수 n이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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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gles in a Non-Archimedean geometry

(iv) Π와 Π′은피타고라스의정리를만족시킨다.

(v) Π와 Π′은평행공리를만족시키지않는다.

증명. (i) 임의의 n에 대하여 n 1
t = n

t < 1이므로 Π와 Π′이 비-아르키메데스 기하임은

명백하다. 즉,길이가 1인선분은길이가 1
t인선분유한개로덮을수없다.

(ii) Π와Π′의임의의삼각형은각각유클리드기하ΠΩ와ΠΩ′의삼각형이므로내각의합은

두직각이다.8)

(iii) 길이가 1인선분을 AB로택하면된다. 즉, Π와 Π′의임의의선분 CD에대하여,점 C

와점D가원점으로부터유계인거리에있으므로선분 CD 길이 d(C,D)는유계이다.

그러므로 0 < d(C,D) < n인정수 n이존재한다. 그러므로

0 < d(C,D) < n = nd(A,B)

이고,이는 CD < nAB가성립함을의미한다.

(iv) Π와 Π′의 임의의 직각삼각형은 각각 유클리드 기하 ΠΩ와 ΠΩ′의 직각삼각형이므로

피타고라스의정리가성립한다. (정리 2.1참조.)

8) 유클리드의 원론에 있는 명제 I.32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두 직각이다’는 평행공리를 만족시키는 임의의 힐베
르트 기하, 즉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항상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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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임의의 실수 k ̸= 0에대하여 직선 y = (3 + k
t )x + 5는모두 점 (0, 5)를지나며 직선

y = 3x와평행하므로9) Π와 Π′에서는평행공리가성립하지않는다.

위 정리에서 세 번째 성질 (iii)을 갖는 평면기하를 핫숀은 유계 기하 (finitely bounded

geometry)라고명명하였다. 유계기하에서는임의의선분의유한개의합으로임의의다른선

분보다크게할수는없지만,어떤특정선분이있어서그선분의유한개의합으로임의의다른

선분보다크게할수있다. 그러므로이러한유계기하는아르키메데스기하를포함하는조금

더 일반적인 기하로, 아르키메데스 기하이거나 아르키메데스 기하에 가까운 기하인 것이다.

이정의에의하면, ΠΩ와 ΠΩ′은유계기하가아니지만, Π와 Π′은유계기하임을알수있다.

Π1과Π′
1을원점으로부터의거리가무한히작은ΠΩ와ΠΩ′의원소들로이루어진집합이라

고하면, Π와 Π′과같이정리 5.3의 (iii)을제외한네가지성질을모두갖는비-아르키메데스

힐베르트평면임을알수있다. 그렇지만Π1과Π′
1은 (iii)을만족시키지않으므로유계기하가

아니다. 그러므로 Π, Π′과는동일(isomorphic)하지않은힐베르트기하임을알수있다.

명제 5.3: Π1과 Π′
1은힐베르트평면기하이며다음이성립한다.

(i) Π1과 Π′
1은비-아르키메데스기하다.

(ii) 임의의삼각형의내각의합은두직각이다.

(iii) Π1과 Π′
1은유계기하가아니다. 즉,임의의선분 CD에대하여 nAB > CD인자연수

n이존재하는선분 AB가존재하지않는다.

(iv) Π1과 Π′
1은피타고라스의정리를만족시킨다.

(v) Π1과 Π′
1은평행공리를만족시키지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성립하지만 평행공리는 성립하지 않는 네 개의 비-

아르키메데스기하 Π,Π′,Π1,Π
′
1을보았다. 그런데이기하들은모두비록평행공리는만족

시키지않지만유클리드기하와매우비슷한성질을여전히가지고있다. 즉,임의의삼각형의

내각의합은두직각이다. 다음절에서우리는이성질이사실은피타고라스의정리와동등한

성질임을보게될것이다.

6 준-유클리드기하

이절에서는유클리드기하에서성립하는성질중의하나인 ‘삼각형의내각의합은두직각이다’

를만족시키는평면기하에대하여알아보고,피타고라스의정리가성립하는힐베르트기하는

9) 두 직선의 교점 (− 5
k
t,− 15

k
t)은 ΠΩ와 ΠΩ′에는 있지만 Π와 Π′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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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이러한기하임을살펴본다. 또한,이러한성질을만족시키는모든힐베르트기하에서는

항상피타고라스의정리가성립함을살펴본다.

정의 6.1: 임의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두 직각인 힐베르트 기하를 우리는 준-유클리드 기하

(semi-Euclidean geometry)라고한다.

다음은 Saccheri에의해서증명된잘알려진정리이다.

도움정리 6.1 ([6]의 Theorem 34.7): 힐베르트기하에서다음은동치이다.

(i) 내각의합이두직각인삼각형이존재한다.

(ii) 임의의삼각형의내각의합이두직각이다.

정리 6.2: 피타고라스의정리가성립하는힐베르트기하는준-유클리드기하이다.

증명. Π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 힐베르트 기하이고, ABC는 Π의 한 직각삼각형

이라하자. (그림 3참조.) 직각인꼭지점 C에서빗변 AB에수선 CF를내린후,10) 세직각

삼각형에각각피타고라스의정리를사용하여,삼각형 AFC, CFB, ACB의대응하는변의

비가일정함을보일수있다. 즉,

a2 + b2 = c2 = (x+ y)2, x2 + h2 = b2, h2 + y2 = a2

으로부터
h

x
=

y

h
=

a

b
,

a

c
=

h

b
=

y

a

이도출된다.

평행공리가성립하는유클리드기하에서는이러한두삼각형은서로닮은꼴삼각형이므로

대응하는각의크기가각각같게된다. 그러나우리는평행공리의성립여부를모르는힐베르트

기하에서생각하여야하므로그와같은결론을내릴수없다. 그렇지만주어진삼각형이이등변

삼각형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각이 같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다. a = b라면,

x = h = y가 성립하여 삼각형 AFC와 삼각형 CFB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또한 삼각형

AFC와삼각형 CFB는합동이다. 그런데이등변삼각형의밑각은합동이므로11) 각 FAC,

각 FCA,각 FBC,각 BCF가모두합동이다. 그러므로이등변직각삼각형 ABC의내각의

합은두직각이된다. 도움정리 6.1에의하여우리는임의의삼각형의내각의합이두직각임을

알수있으므로주어진힐베르트기하 Π는준-유클리드기하임이증명되었다.

도움정리 4.2를이용하면다음을증명할수있으며,이정리와정리 6.2로부터앞에서소개한

정리 4.1을얻는다.

10) 유클리드 명제 I.11에 의하여 F를 항상 찾을 수 있다.
11) 유클리드 명제 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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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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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right triangle in a Hilbert plane

정리 6.3 ([6]의 Proposition 35.4): 아르키메데스의 공리가 성립하는 준-유클리드 힐베르트

기하에서는평행공리가성립한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아르키메데스의 공리가 성립하지 않는 준-유클리드 힐베르트 기하

에서는 평행공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보았다. 이 예들은 모두

피타고라스의정리는성립하지만평행공리가성립하지않는기하들로서따름정리 3.2의역에

대한 반례들이다. 그러나 정리 6.2의 역은 여전히 성립한다. 이를 보기 위하여 다음 정의를

먼저알아보자.

정의 6.2 ([6]): 힐베르트기하 Π1이또다른힐베르트기하 Π2의부분집합이고 Π1의임의의

직선은 Π2의어떤직선과 Π1의교집합이고, Π1의모든합동관계와순서관계등이 Π2로부터

온것일때, Π1은 Π2의완전부분평면(full subplane)12)이라불린다.

예 6.4: (i) Π와 Π1은 ΠΩ의완전부분평면이고, Π′과 Π′
1은 ΠΩ′의완전부분평면이다.

(ii) 아르키메데스힐베르트평면은자신보다작은완전부분평면을갖지않는다([6, Corollary

43.6]). 그러므로 §2에서소개한힐베르트수체와작도가능수체위에서정의된좌표평면

기하는 ΠR의부분집합이지만완전부분평면은아니다.

힐베르트 평면을 분류한 Pejas의 논문 [21]에 의하면, 모든 준-유클리드 힐베르트 평면은

어떤 피타고라스 수체 F 위에서 정의된 좌표평면기하 ΠF 의 완전부분평면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우리는다음정리를얻는다.

12) [8]에서 사용한 용어를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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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6.5: 준-유클리드힐베르트평면은피타고라스의정리를만족시킨다.

증명. 모든 준-유클리드 힐베르트 평면 Π는 어떤 좌표평면기하 ΠF의 완전부분평면으로 나

타난다. 그러므로 Π의 임의의 삼각형은 ΠF 의 삼각형이고 ΠF 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므로 Π에서도피타고라스의정리가성립한다.

위 정리는 2003년 원의 연속원리의 가정하에 핫숀에 의하여 증명되었다.([7]의 Theorem

4.) 그렇지만사실상핫숀은이정리의증명에 Pejas의결과를사용하였다. 13)

7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힐베르트 기하의 구체적인 모델을 통하여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평행공리

사이의관계를살펴보았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평행공리)

⇐= ⇐= (아르키메데스의 공리)

(피타고라스의정리) ⇐⇒ (준-유클리드)

즉,아르키메데스의공리가성립하는힐베르트평면에서는평행공리,피타고라스의정리,그리

고그기하가준-유클리드라는성질이모두동치이지만,비-아르키메데스힐베르트평면에서는

(평행공리) ⇍==⇒ (준-유클리드) ⇐⇒ (피타고라스의정리)

이며,평행공리가성립하지않는준-유클리드비-아르키메데스힐베르트기하가존재한다.

힐베르트의공리계는이미그자체로도큰의미를갖지만단순히수학사의한단계로서만이

아니라피타고라스의정리를비롯하여기하의여러명제들의의미를다양한각도에서분석하게

해 주고 그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고,

또한현대수학교육의중요한소재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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