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젱문제와 층(sheaf) 코호몰로지, 그리고 ∂̄
대역적 복소해석학의 초기역사

꾸젱문제란 꾸젱(Pierre Cousin, 1867-1933)이 뽀앙까레와 아펠을 공

동지도교수로 1895년 파리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룬 다음

두가지 문제를 말한다. Ω를 Cn의 영역, 혹은 복소다양체라 할때

첫째 꾸젱문제: Ω의 각점에서 국소적으로 주어진 특이성(singularity)을

갖는 대역적(global) 유리형함수(meromorphic function)가 존재하는가?

둘째 꾸젱문제: Ω의 각점에서 국소적으로 주어진 정칙함수(holomorphic

function)의영집함과같은영집합을갖는대역적정칙함수가존재하는가?

이들은각각일변수복소함수론의미타크-레플러정리와무한곱에관한

바이에르스트라스 정리를 다변수로 확장하는 문제이다. 쿠젱문제가 완전

히 해결되는데는 몇 세대의 수학자들의 노력과 반세기 이상의 시간이 소

요되었다. 이 기간중에 어떤 영역에서 꾸젱문제의 해가 존재하는가 하는

풀림(solvability)의 문제와 특정 함수족에 관한 볼록성(convexity), 정칙

대역(domain of holomorphy) 개념등과의 연관성이 밝혀지고 층(sheaf)

코호몰로지 이론, 코시-리만 복합체(∂̄-complex) 이론 등 대역적 복소해석

학의 주요 방법론과 개념들이 형성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복소 일변수의

경우는 전 복소평면이 아닌 모든 단순연결 영역은 함수론적으로 동등하다

는 리만 사상정리에 의하여 대역적, 국소적 문제의 구별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소 다변수의 경우에는 대역적 문제가 있고 국소적 문제

가 있다. 쿠젱문제는 전형적인 그리고 최초의 대역적 문제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쿠젱문제를 중심으로 19세기말에서 20세기 중엽까지의 대역적(다

변수)복소함수론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층이론과 연접성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자는 고등과학원 정규락박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1. 시대적 배경; 18세기와 19세기의 복소함수론

미적분이 발견된 직후부터 이미 복소변수를 사용함으로 미적분과 미

분방정식에서 일견 달라보이는 현상들이 통일적으로 설명된다는 사실이

점차 인식되고 있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뉴턴의 제자이었던 코츠(Roger

Cotes)는 다음 사실을 관찰하였다. y = cosx+ i sinx 라 두면 y′ = iy, 즉

y′

y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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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양변을 적분하면

log y = ix+ C

이고 y(0) = 1 이므로 적분상수 C 는 영이 되어

(1) log (cosx+ i sinx) = ix

을얻었다.오일러의스승이었던요한베르누이는허수를사용한유리식의

부분분수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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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변을 적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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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관계식을 발견하여 역삼각함수와 허수의 로그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1740년대에 오일러는 이미 한세대 전에 있었던 (1)의 재발견

에 지나지 않는

(2) eix = cosx+ i sinx

을 발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모든 초등함수를 복소변수로 확장하면서 수

많은기이한공식들을발표하였다.이렇게하여복소변수함수의미적분학,

즉 “함수론” 은 시작되었다. 18세기에 “함수” 라 함은 대수적함수, 지수

함수, 삼각함수와 이들의 역함수, 그리고 이들의 합성함수, 즉 초등함수를

의미하였다.

19세기초 아벨(Niels Henrik Abel, 1802-1829, 노르웨이)은 부정적분

u =

∫ v

0

dz√
1− z2

의 역함수 v = sinu가 주기 2π의 주기함수인 것처럼 타원적분

u =

∫ v

0

dz√
1− z4

의 역함수 (타원함수라 부른다) v = v(u)는 이중주기를 갖는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다. 아벨함수란 타원함수의 일반화로 두변수에 관한 유리함수

R(z, w) 와 다항식 P (z) 에 대하여 부정적분

(3) u =

∫ v

0

R(z,
√
P (z))dz

의 역함수를 말하는데 야코비, 리만, 바이에르스트라스, 에르미트, 뽀앙까

레 등 19세기의 수학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1850년대에는 적분 (3) 을

리만곡면 w2 = P (z)위에서의 선적분으로 이해하여 아벨함수의 다중주기

성은 리만곡면의 종수(genus)에 따른 곡선의 호몰로지류에 의하여 발생

한다는 기하적인 이해에 이르게 되었다. 아벨함수의 다중주기성은 이산군



작용에대하여불변인에르미트의타원모듈러함수(elliptic modular func-

tion)로, 그리고 더 일반적인 뽀앙카레의 보형함수(automorphic function)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아벨함수의 출현으로 초등함수라는 울타리 바깥에

광대한 비초등 함수의 세계가 펼쳐져 있음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아벨

함수는 다변수에 관한 유리형 함수이고 최초의 다변수 복소함수이기도

하였다.

고등학교(김나지움)교사를 하다가 40세가 넘은 나이에 아벨함수의 연

구로 일약 유명해진 바이에르스트라스는 전 유럽에서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수학자이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그들이 수학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관대하고 교육자적인 성품

의사람이었다고한다. 20대의청년미타크-레플러(Goesta Mittag-Leffler,

1846-1927, 스웨덴)가 파리 공과대학(에꼴 폴리테크니크)으로 당시 프랑

스의 지도적인 해석학자 에르미트(Charles Hermite, 1822-1901)를 찾아갔

더니 “ 해석학을 배우려면 바이에르스트라스에게 가야 하네” 라 말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이렇게 하여 미타크-레플러는 베를린 대학의 바이

레르스트라스에게로가게되었다.그때바이에르스트라스는복소평면에서

유리형 함수는 두 전해석 함수(entire function)들의 비 f/g 로 표현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그가 먼저 얻은 정리는 오늘날

무한곱 정리라 부르는 다음 정리이다.

정리1 (바이에르스트라스 무한곱 정리, 1876) 복소평면의점열 ak, k =

1, 2, · · · , 이

0 < |a1| ≤ |a2| ≤ · · · · · · lim
k→∞

ak =∞

을 만족할 때 {ak}를 영집합으로 갖는 전해석함수가 존재하며 이를 정규
수렴하는 무한곱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유리형함수 F (z)가 주어졌다 하자. F의 극점(pole)을 영점으로 갖

는 정칙함수를 g라 하면 F (z)g(z) := f(z)는 전해석함수가 되어 F = f/g

가 되므로

따름정리2 C 의 유리형함수는 두 전해석함수의 비로 표현된다

를 얻는다. 미타크-레플러는 바이에르스트라스의 격려에 힘입어 정리1의

덧셈버전인 다음 정리를 얻었다.



정리3 (미타크-레플러, 1876) {ak}가 정리1에서와 같은 복소평면의 점

열이라 할때 ak에서 특이성이 Pk

(
1

z−ak

)
, 단 Pk 는 상수항이 없는 다항식,

인 유리형함수가 존재하며 이를 정규수렴하는 급수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미타크-레플러는이문제에대한여러편의논문을발표하였으며마지막

총정리 버전은 1884년에 출판되었다. 1883년 뽀앙카레는 위의 따름정리2

를 두변수(n = 2)경우로 확장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뽀앙까레의 동료

교수이었던 아펠(Paul Appell, 1855-1930)은 정리3을 다변수로 확장하는

문제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약 10년후에 꾸젱은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한

통일된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2. 뽀앙까레의 선구적 연구

미타크-레플러정리가유럽의수학계에알려진 1876년은뽀앙카레가 22

세 되던 해 이었다. 그는 그 전해(1875)에 파리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광

산학교에 입학하였다. 광산업은 당시 최첨단 분야이어서 파리 공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은 거의 예외없이 광산학교로 진학하던 때

였다. 광산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뽀앙카레는 전자기학, 지질학 등 다방면

에관심을가지는한편수학공부도계속하여 1879년에파리대학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의 제목은 “편미분방정식에 의하여 정의된

함수의 성질”인데 그의 보형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학위심사위원 명

단에 기하학자 본네(Pierre O. Bonnet, 1819-1892)와 다르부(Jean-Gaston

Darboux, 1842-1917)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파리 공과대

학 학부시절의 은사 에르미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뽀앙까레는 특히

복소함수론에 정통하고 있었다. 박사학위를 받은 25세부터 58세로 죽음

을 맞을 때까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충만하였던 그의 연구생활의 초기에

뽀앙까레는 다음과 같은 따름정리2의 확장을 발표하였다.

정리4 (뽀앙까레 1883) C2에서 국소적으로 두 정칙함수의 비로 표

현되는 함수는 (대역적으로) 두개의 전해석 함수의 비로 표현된다.

기호 열린집합 U에서유리형함수의집합을K(U),항등적으로영이아닌

유리형함수를 K∗(U), 정칙함수의 집합을 O(U), 영점을 갖지 않는 정칙함

수의 집합을 O∗(U)라 표기하자.



정리4를 다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C2의 열린덮개(open cover) U =

{Uj}와 각 Uj 에 두 정칙함수의 비 Nj/Dj (단 Nj와 Dj의 공통영집합은

고립점)가 주어졌다하자. 만일

(Ni/Di)(z) = (Nj/Dj)(z), ∀z ∈ Ui∩Uj (양립조건, Compatibilty condition)

이면 전해석함수 N과 D가 존재하여

(N/D)(z) = (Nj/Dj)(z), ∀z ∈ Uj

이라는 것이다. 정리4의 결론에서 말하는 대역적 N과 D가 존재하는 경우

에 φj ∈ O∗(Uj), φij ∈ O∗(Ui ∩ Uj)를 각각

N = Njφj, Ni/Nj = φij

로 정의하면

D = Djφj, Di/Dj = φij

이고

(4) φij = φj/φi

이다. 이제 정리4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복소다양체로 일반화하여 다음

과 같이 기술한다.

뽀앙까레의 문제 복소다양체 X에 주어진 열린덮개 U = {Uj}와 φij ∈
O∗(Ui ∩ Uj)가

(5)
φji(z)φij(z) = 1, ∀z ∈ Ui ∩ Uj

φij(z)φjk(z)φki(z) = 1, ∀z ∈ Ui ∩ Uj ∩ Uk
을 만족할때 (4)를 만족 하는 φj ∈ O∗(Uj) 가 존재하는가?

만일 뽀앙까레 문제의 해 {φj}가 존재한다고 하자. 그러면 각 Uj에서

N = φjNj, D = φjDj 라 정의하면 N과 D가 구하고자 하는 전해석함

수이다. 체크 코호몰로지로 표현하면 뽀앙까레의 문제는 X의 첫번 체크

코호몰로지가 영인가 하는 질문이며 위에서 다시 서술한 정리4는 C2의

열린덮개 U의 O∗계수 첫번째 체크 코호몰로지가 영, 즉

(6) Ȟ1(U ,O∗) = 0

이라는 것이다.

뽀앙까레는 고전적인 포텐셜 이론으로 정리4를 증명하였는데 열린덮

개에서 이웃한 집합과의 공통부분들 사이의 관계를 조합론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이른바 ”위치분석기술(site technique)”을 아울러 사용하였다. 뽀

앙까레의 위치분석기술은 그의 동역학계 연구에도 사용되었고 후일 그의



유명한 1895년의 논문 ”위치해석(Analysis situs)”과 그 후속논문들로 발

전되었다.

3. 체크 코호몰로지와 꾸젱문제

체크 코호몰로지 이론은 보헤미아(지금의 체크 공화국)의 수학자 체크

(Eduard Čech, 1893-1960)가 1932년경에 발표하였다. 체크 코호몰로지로

꾸젱의 문제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꾸젱문제(덧셈에 관한 꾸젱문제) 복소다양체 X의 열린덮개 U =

{Uj} 에 대하여 주어진 fj ∈ K(Uj) 가

(7) fi − fj := φij ∈ O(Ui ∩ Uj) (양립조건)

을 만족할 때 f ∈ K(X) 가 존재하여

f − fj ∈ O(Uj)

되게 할 수 있는가?

예를들어 X = C2\{O}, U1 = {z1 6= 0}, U2 = {z2 6= 0}라두고국소적
정보를 f1 = (z1z2)−1, f2 = 0 라 주면 첫째 꾸젱문제는 해를 갖지 않는다.

(7)의 φij 는 덧셈에 관한 1-코싸이클, 즉

(8)
φji(z) + φij(z) = 0, ∀z ∈ Ui ∩ Uj

φij(z) + φjk(z) + φki(z) = 0, ∀z ∈ Ui ∩ Uj ∩ Uk
을만족한다.문제는임의의 1-코싸이클이어느 0-코체인 {φj}의쌍대경계
(coboundary)가 되는가, 즉

(9) φij(z) = φj(z)− φi(z), ∀z ∈ Ui ∩ Uj

을 만족하는 φj ∈ O(Uj)가 존재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 꾸젱문제의

해 φj ∈ O(Uj) 가 존재한다면

f(z) := fj(z) + φj(z), z ∈ Uj

가 구하고자 하는 대역적 유리형함수이다.

국소적정보 {U , fj ∈ K(Uj)}에대하여첫째꾸젱문제의해 φj ∈ O(Uj)

가 존재할 필요충분조건은

(10) Ȟ1(U ,O) = 0

이다. 꾸젱은 이 문제를 특수한 영역, 즉 복소일변수 공간에서 단순폐곡

선으로 둘러싸인 영역 Dk, k = 1, . . . , n의 곱 D1 × · · ·Dn에 대하여 해가



존재함을 보였다. 꾸젱은 간단한 위치분석과 일변수의 코시 적분공식을

사용하여 φj ∈ O(Uj)를 구체적인 적분식으로 구하였다.

둘째 꾸젱문제 (곱셈에 관한 꾸젱문제) 복소다양체 X의 열린덮개 U =

{Uj}와 (주어진 영점집합을 갖는) fj ∈ O(Uj)가 주어져서

(11) fi/fj := φij ∈ O∗(Ui ∩ Uj) (양립조건)

을 만족할 때 f ∈ O(X)가 존재하여

f/fj ∈ O∗(Uj)

되게 할 수 있는가?

위의 {φij}는곱셈에관한 1-코싸이클,즉 (5)를만족한다.문제는곱셈에

관한임의의 1-코싸이클 {φij}가어느 0-코체인 {φj}의쌍대경계(cobound-

ary)가 되겠는가, 즉 (4)을 만족하는 φj ∈ O∗(Uj)가 존재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꾸젱문제의 해 φj ∈ O∗(Uj)가 존재한다면

(12) f(z) := fj(z)φj(z), z ∈ Uj

가 구하고자 하는 대역적 유리형함수이다. 국소적 정보 {U , fj ∈ O(Uj)}
에 대하여 둘째 꾸젱문제의 해 φj ∈ O∗(Uj)가 존재할 필요충분조건은 (6)

과 같다.

꾸젱은학위논문에서둘째문제는로그를취함으로첫째문제와동일한

범주로처리하였는데그결과에대한반례와함께일가함수가아닌로그함

수를다루는데서 2πi의정수배를적절히처리하지못한오류를범하였음을

22년후인 1917년에 그론월(Thomas H. Grönwall, 1877-1932, 스웨덴 태생

미국인)이 발견하였다.

4. 정칙대역, 스타인 다양체, 레비 문제

20세기초(1906)에하르톡스(Hartogs)의확장현상이라는복소일변수경

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변수 정칙함수의 독특한 성질이 발견되었다. 즉

Ω ⊂ Cn, n ≥ 2, K ⊂ Ω는 컴팩트, Ω \ K는 연결집합일 때 임의의 f ∈
O(Ω \K) 는 Ω의 정칙함수로 유일한 방법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이다. 그

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 즉 어느 정칙함수의 고유한 영역

은 무엇인가? 혹은 국소적으로 주어진 함수를 어디까지 해석적으로 확장

(analytic continuation)할 수 있으며 최대한으로 확장한 영역은 어떤 특성

을갖는가하는문제가제기되었다.정칙포(envelope of holomorphy),정칙

대역(domain of holomorphy), 유리형대역(domain of meromorphy)등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등장한 새로운 개념들이다. Cn의 작은 영역에서 정의

된 어느 특정한 정칙함수를 해석적으로 최대한 확장하면 그 최대 영역이

Cn의 부분집합이 될 때는 이를 정칙대역이라 부른다. 최대 영역이 Cn을

벗어날 수도 있는데 이경우를 일반적으로 (정칙대역을 포함하여) 스타인

다양체(Stein manifold)라 부른다. 복소 일변수의 함수

f(z) =
√
z

의 영역을 최대한으로 확장하면 C∗ := C \ {O}를 두번 덮는 리만면이
되는 것과 같다. 일변수의 경우에는 복소평면의 모든 영역이 정칙대역이

다. n ≥ 2인경우에는영역 Ω ⊂ Cn이기하적으로볼록하면정칙대역이다.

볼록성을약화시킨여러가지의사볼록성(psudo-convexity)의개념들이정

의되었다. 의사볼록성과 정칙대역과는 동등한 개념인가를 묻는 소위 “레

비문제”는쿠젱문제와함께 20세기전반다변수복소함수론이론의발전을

이끈핵심적문제이었다.레비(E. E. Levi, 1883-1917,이탈리아)는피사대

학을 졸업하고 제노바 대학교수가 되었으나 일차대전에 참전하여 34세에

전사하였다.

5. 앙리 까르땅과 오카, 층 이론

위에서 말한 세가지 문제, 즉 뽀앙까레의 문제, 첫째와 둘째 꾸젱문제가

각각양립조건을만족하는임의의국소적정보 (U , {fj})에대하여해가존
재하면풀린다(solvable)고말한다.꾸젱은일변수영역의곱 D1×· · ·×Dn

에서 첫번째 꾸젱문제가 풀림을 보였다. 어떤 영역에서 이들 문제가 풀리

는가 하는 문제는 꾸젱의 학위논문으로부터 근 40년이 지나 다시 진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34년 앙리 까르땅(Henri Cartan, 1904-2008, 프랑

스)이 프랑스 학술원회보에 증명없이 실린 세쪽짜리 논문 ”다변수 복소

함수에 관한 뽀앙까레의 문제와 꾸젱의 문제들” 에서 이 세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하르톡스 확장현상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으며 이 두계열의 문제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i) 영역 Ω ⊂ Cn에서 첫번 꾸젱문제가 풀리면 Ω는 정칙대역

ii) 영역 Ω ⊂ Cn에서 첫째 꾸젱문제가 풀리고 Ω가 하르톡스 영역, 즉

하나의 복소직선 안에서의 회전운동에 관해 닫혀 있으면 , Ω에서 둘째

꾸젱문제가 풀림



등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까르땅은 히틀러 집권시기인 2차대전 중에도 적

국인 독일수학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뮌스터 대학의 연

구그룹인 벵케(Heinrich Behnke, 1898-1979), 툴렌(Peter Thullen, 1907-

1996), 스타인(Karl Stein, 1913-2000)등과 공동으로 꾸젱문제의 풀림과

영역의 여러 함수족에 관한 볼록성(convexity)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1934년에는 벵케-툴렌 공저 다변수 복소함수론(Theorie der Funktionen

mehrerer komplexer Veränderlichen)이 스프링거에서 출판되었다. 보다

일반적인영역에대하여꾸젱문제의해의존재를직접증명한사람은일본

인 수학자 오카(Kiyoshi Oka, 岡潔, 1901-1978)이었다 오카는 교토대학을

졸업하고같은대학의조교의신분으로 3년간프랑스로유학하였는데유학

기간중에 줄리아와 교류하면서 다변수복소함수론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오카는 1932년에 일본으로 돌아가 히로시마 문리과대학에 조교수가 되었

다. 1934년에 벵케-툴렌 책이 출판되자 이를 단기간에 독파하고 이 책에서

미해결문제로소개하고있는꾸젱문제와레비문제등다변수복소함수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도전하였다.

오카는일생에열편의연구논문과세편의해설문을썼을뿐이다.연구논

문은 모두 프랑스어로 썼고 제목은 “다변수복소변수에 관한 해석적 함수

I”부터 X까지일련번호로하였으며부제를붙여내용을표시하였다.예컨

데 논문I에는 “유리함수족에 관하여 볼록한 영역” 이라고 부제를 붙였다.

그의 첫 두편의 논문은 첫째 꾸젱문제에 관한 것이고 세번째 논문이 둘째

꾸젱문제에 관한 것이다. 논문I (1936년)에서는 유리함수족에 관한 다면

체 (rational polyhedra)에서 첫번 꾸젱문제가 풀림을 증명하였다. Cn에서

ν 개의 유리함수로 정의된 영역에서의 첫번 꾸젱문제는 꾸젱이 학위논문

에서 다룬 n + ν 개의 일차원영역의 곱의 문제로 환원할 수 있음을 보여

꾸젱의결과를이용하고있다.고차원의곱의영역의문제로환원시키는이

방법을 그는 “들어올림의 원리(lifting principle)”라 불렀다. 논문II(1937)

에서는 임의의 유계 정칙대역에서 영역을 유리함수족에 관한 볼록영역으

로 소진(exhaust)함으로 첫째 꾸젱문제가 풀림을 증명하였다.

“둘째 꾸젱문제” 라고 부제가 붙은 오카의 논문III(1939)에는 “오카 원

리(Oka principle)” 라 부르는 그의 중요한 관찰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두번째 꾸젱문제가 연속함수의 범주에서 풀리면, 즉 연속인 데이타 {fj}
에 대하여 (12)를 만족하는 연속인 0-코체인 {φj}이 존재하면, 정칙함수의

범주에서도 풀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속함수의 범주에서 풀리기 위하여

는 어떤 위상적인 조건이 필요함을 관찰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일변수



영역의 곱 D1 × · · · × Dn 의 Dj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순연결이

면 두번째 꾸젱문제가 풀림을 증명하였다. 논문III에는 또한 정칙함수의

아이디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오카가 꾸젱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한 아이디얼 개념, 1950년 논문VII

의 아이디얼 이론과, 르레이(Jean Leray, 1906-1998, 프랑스)의 스펙트럼

열(spectral sequence)의아이디어는 1950년을전후한약 10년간앙리까르

땅의 세미나에서 층 이론으로 융합, 발전되었다. 층 코호몰로지는 주어진

열린덮개에 관한 체크 코호몰로지를 열린덮개를 세밀화(refine)했을 때의

극한으로 정의한다. 실제로 열린덮개 U의 각 원소 Uj가 스타인이면

Hp(X,O) = Ȟp(U ,O)

이다. 층 코호몰로지 개념을 사용하면 쿠젱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

다. 일반적으로 기호 Γ로 층의 대역적 단면(global section)을 표기하기로

하자.

층이론과 첫째 꾸젱문제 복소다양체 X위에서 유리형함수의 층 K의 대
역적 단면을 몫층 K/O의 대역적 단면으로 대응시키는 사상

φ : Γ(K)→ Γ(K/O)

를생각하자.각점에서주어진특이성(singularity)이란국소적정보는 Γ(K/O)

의한원소를의미한다.문제는이것이 Γ(K)로부터왔겠는가하는것이다.

즉 φ가 전사(surjective)인가 하는 문제이다. 완전열(exact sequence)

0→ O → K → K/O → 0

로부터 호몰로지 대수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긴 완전열

(13) → H0(X,K)
φ→ H0(X,K/O)→ H1(X,O)→

에서 보면 첫번째 쿠젱문제가 풀린다는 것은 (13)에서 φ가 전사라는 것과

동치이다. 특히

H1(X,O) = 0

이면 첫번째 쿠젱문제가 풀린다. 까르탕 B정리(Cartan theorem B, 1953),

혹은회르만더의 ∂̄-존재정리(1965)에의하여X가스타인이면Hp(X,O) =

0, ∀p > 0, 이다. 따라서 임의의 정칙대역에서 첫번째 쿠젱문제는 풀린다.

층이론과 둘째 꾸젱문제 복소다양체 X위에서 항등적으로 영이 아닌

유리형 함수들의 층 K∗와 영점을 갖지 않는 정칙함수의 층 O∗는 곱셈에
관한 가환군이므로 K∗/O∗ 를 생각하자. 이제 유리형 함수 f를 O∗곱에
관한 동치류 φ(f) 로 보내는 사상

φ : Γ(K∗)→ Γ(K∗/O∗)



를생각하자.X의각점에서주어진영집합에관한국소적정보는 Γ(K∗/O∗)
의 한 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두번째 쿠젱 문제가 풀린다는 것은 φ가 전

사라는 말과 같다. 완전열

0→ O∗ → K∗ → K∗/O∗ → 0

의 긴 완전열

(14) → H0(X,K∗)
φ→ H0(X,K∗/O∗)→ H1(X,O∗)→

로부터 H1(X,O∗) = 0 이면 둘째 꾸젱문제가 풀린다. 곱셈에 관한 가환

군 O∗와 덧셈에 관한 가환군 O의 층 코호몰로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층의
완전열

0→ 2πiZ → O exp→ O∗ → 0

에 대한 코호몰로지 군의 긴완전열

(15) → H1(X,O)→ H1(X,O∗)→ 2πiH2(X,Z)→ H2(X,O)→

을생각하자. X가스타인다양체이면모든 q > 0에대하여 Hq(X,O) = 0

이므로 (15)에서 가운데 사상은 일대일 전사사상이다. 따라서 스타인 다

양체 X에 대하여

(16) H2(X,Z) = 0,

미면두번째꾸젱문제는풀린다(J.P. Serre, 1953). (16)의기하적인의미는

X위의 임의의 선다발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층의 연접성 n개 변수, n ≥ 1, 에 관한 수렴하는 멱급수의 집합은 뇌터

환이다(1931, 뤼케르트). 복소다양체 X위의 정칙함수층 O의 임의의 점
x ∈ X에서의 줄기(stalk) Ox는 뇌터 환이다(1940 앙리 까르땅), 즉 Ox
의 임의의 아이디얼은 유한생성이다. 아이디얼 뿐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

로 O-모듈의 층 M을 해석적 층(analytic sheaf)이라 부른다. 열린집합

U ⊂ X에 국한된 해석적 층 M(U)가 유한개의 절단으로 생성되고 이

들 생성원들이 자유로우면, 즉 상호관계가 관계가 없으면, M(U)는 벡터

다발이다. 이들 생성원들의 관계가 유한개이면 O-모듈의 층 M은 연접
(coherent)이라고 말한다. M(U)의 생성원을 σ := (σ1, . . . , σµ)라 할 때

a = (a1, . . . , aµ) ∈ Oµ가 생성원 σ사이의 관계라 함은
µ∑

α=1

aασα = 0

임을의미한다.연접성이란 σ의관계들이이루는모듈층 R(σ)가유한개의

절단으로 생성됨을 의미한다. 연접성(coherence)은 벡터다발을 일반화한

개념이다.또하나의대표적인예로는주어진해석적부분다양체 (analytic

subvariety) Y ⊂ X 에서 영이 되는 정칙함수들의 층은 연접이다.



오카의 연접성정리 (Oka’s coherence theorem) 열린집합 U ⊂ Cn

에서 정의된 유한개의 ν-짝 (ν-tuple) F1, . . . , Fµ ∈ Oν에 대하여 이들의
관계들의 집합 {R(F1, . . . , Fµ)}은 Oµ의 부분모듈의 층으로서 각점 x ∈ U
의 작은 근방에서 유한개의 절단으로 생성된다.

오카의 연접성 정리를 달리 표현하면 (F1, . . . , Fµ) := F로 생성된 Oν의
부분층을M이라 할 때

0→ R(F1, . . . , Fµ︸ ︷︷ ︸
F

)
i→ Oµ F→M→ 0

가 완전열을 이룬다는 것이다.

스타인 다양체위의 연접 해석적 층 X가 스타인이고 O가 정칙함수의
층이라 할때 연접한 해석적 층 F에 대하여 다음 정리들이 성립한다.

카르탄 정리A H0(X,F) = 0, 즉 줄기 Fx, ∀x ∈ X, 는 F 의 대역적
절단으로부터 생성된다.

카르탄 정리B Hq(X,F) = 0, ∀q > 0.

6. 코시-리만 방정식

두 실변수 (x, y)의 함수 A와 B가 Ay = Bx를 만족할 때 적분소 Adx +

Bdy를 오늘날에는 닫힌 1-형식(closed 1-form)이라 부르지만 18세기에는

완전미분(complete differential)이라 불렀다. (x, y)-평면의 주어진 직사각

형 안에서 A와 B가 특이점(singularity)를 갖지 않으면 완전미분을 직사

각형의 둘레로 적분하면 영임을 (그린 정리를 쓰지 않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달랑베르(Jean-Baptiste le Rond d’Alembert, 1717-1783, 프랑스)는

안정상태에 들어간 유체의 속도벡터를 (u,−v)라 하면

(17)
ux = vy, (부피보존, divergence-free)

uy = −vx, (회전없음, curl-free)

이 됨을 보였다. 그는 또한 파동방정식과 라플라스 방정식을 비교하여

uxx − uyy = 0 =⇒ u = F (x+ y) +G(x− y)꼴

uxx + uyy = 0 =⇒ u = F (x+ iy) +G(x− iy)꼴,

여기서 F,G는 임의의 함수, 임을 관찰하였다. 코시는 그의 적분정리를 증

명하는데 (17)을 사용하였다. 리만은 1851년 학위논문에서 (17)이 의미하

는 닮음변환(conformal transformation)이란 정칙함수의 특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함수론을 전개하였다. (17)이 복소일변수에 대한 코시-리만 방정

식이다.



복소 다변수에 관한 코시-리만 방정식은 타원형 복합체에 관한 호지-

코다이라-스펜서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196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호지(W. V. D. Hodge)는 컴팩트 리만 다양체에 대

한 조화형식 이론을 1932년 발표하여 그보다 한해 앞서 1931년에 발표된

드람코호몰로지이론을한층심화발전시켰다.호지이론은 1940년경에는

복소컴팩트켈러다양체로, 1950년대중엽에는복소영역혹은경계면을갖

는복소다양체에대한스펜서(D. C. Spencer, 1912-2001,미국)의 ∂̄-노이만

문제로 확장되었다. 이 일련의 연구는 연립 선형미분방정식의 해의 존재

를 밝히는 이론으로 먼저 L2 공간에서 해의 존재를 말하고 이 약해(weak

solution)의 미분가능성을 보이는데는 소볼레프 공간론을 이용한다.

C∞p,q(X)를 n차원의 영역, 혹은 복소다양체 X 위에서 정의된 C∞계수

(p, q)-형식의 집합이라 하자. 모든 p = 0, 1, . . . , n 에 대하여 모듈의 열

(18) →C∞p,q−1
∂̄→ C∞p,q

∂̄→ C∞p,q+1→

을 코시-리만 복합체(Cauchy-Riemann complex) 혹은 ∂̄-복합체라 부르고

∂̄-코호몰로지 벡터공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Hp,q(X,C) =
ker (∂̄ : C∞p,q → C∞p,q+1)

Im (∂̄ : C∞p,q−1 → C∞p,q)
, q = 0, 1, . . . , n.

X위에서 (p, q)-형식에 관한 ∂̄-문제가 풀린다는 것은 임의의 ∂̄-닫힌 f ∈
C∞p,q 에 대하여 코시-리만 방정식

(19) ∂̄u = f

의 해 u ∈ C∞p,q−1 가 존재함을, 즉

(20) Hp,q(X,C) = 0

을 의미한다. 모든 (p, q)에 대하여 (20)이 성립하면 X는 스타인이다. 그

역도 참이다.

돌보 정리(Dolbeault’s theorem, 1953) 위수 (p, q)에 관한 ∂̄-코호몰

로지 벡터공간은 정칙 미분 p-형식 층의 q-번째 코호몰로지 벡터공간과

동형이다. 즉 복소공간의 영역 혹은 복소다양체 X위의 정칙 p-형식의 층

을 Ωp라 하면

Hp,q(X) ∼= Hq(X,Ωp)

이 성립한다.

선험적 추정(a priori estimate)과 힐베르트 공간론에 의한 존재증명

영역 Ω ⊂ Cn, n ≥ 2, 에서 (0, 1)-형식 우변에 대한 (19)가 풀리면,즉



H0,1(Ω,C) = 0 이면 경계면의 임의의 점에서 확장 불가한 정칙함수가 존

재함을 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Ω는 정칙대역이다. 정칙대역은 의사

볼록이다. 역으로 레비문제는 의사볼록이면 정칙대역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의사볼록 영역에서 (19)가 풀림을 증명하면 레비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다. 호지-코다이라-스펜서 방법에 따라 먼저 초함수(distribution)

미분의 의미로 (19)의 해가 L2(Ω)에서 존재함을 보인다. 해는 유일하지

않다. 만일 u0가 해라면 여기에 임의의 v ∈ Ker(∂̄)를 더해도 역시 해가

되기 때문이다. L2노름으로 최소의 해 u ∈ (Ker∂̄)⊥를 표준해(canonical

solution)라 부른다. 다음은 L2-소볼레프 이론을 사용하여 표준해가 C∞

임을 보인다. 선험적 추정이란 해의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해가 있다면 그

함수값이나 미분의 값이 만족해야 하는 부등식을 말한다. 선험적 추정을

구하여함수해석적인방법으로 (19)의해의존재와그정규성을증명한다.

L2(Ω)-계수의 (p, q)-형식의 집합을 L2
p,q(Ω)라 표기하자. 선험적 추정으로

해 u ∈ L2
p,q(Ω)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보인다.

C∞p,q(Ω̄)는 L2
p,q(Ω)의 조밀한(dense) 부분공간이므로 문제를 L2로 확장

하여

(21)
∂̄−→
∂̄∗←−

L2
p,q−1(Ω)

∂̄−→
∂̄∗←−

L2
p,q(Ω)

∂̄−→
∂̄∗←−

을 생각하자. F ⊂ L2
p,q(Ω)를 ∂̄-닫힌 원소의 집합, 즉 F = Ker ∂̄라 하

자. F는 조밀한 닫힌 부분공간이다. 존재정리, 즉 임의의 g ∈ F에 대하여
∂̄u = g 를 만족하는 u ∈ L2

p,q−1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험적 추정이 필요하다.

(22) ∃ C > 0 : ‖f‖ ≤ C‖∂̄∗f‖, ∀f ∈ F ∩Dom(∂̄∗).

(22)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임의의 g ∈ F에 대하여 선형사상

(23) Φ : ∂̄∗f 7→ (f, g), 단 ( , )는 L2
p,q(Ω)의 내적,

을생각하자.선험적추정(22)는 Φ가연속임을의미한다.힐버트공간론에

의하면 Φ의 값은 어느 원소 u ∈ L2
p,q−1(Ω)와의 내적이어야 한다, 즉

(24) (f, g) = (∂̄∗f, u) = (f, ∂̄u), ∀f ∈ F.

F는 L2
p,q(Ω)에서 조밀하므로 (24)가 성립하려면

∂̄u = g

이어야 한다.



∂̄문제의 최초의 결과는 강의사볼록(strongly pseudo-convex)영역에서

해의 존재와 경계면까지의 C∞-정규성에 대한 콘(J. J. Kohn)의 증명이었

다. 콘은 호지-코다이라-스펜서 이론의 방법을 따라 이계미분방정식

(25) (∂̄∂̄∗ + ∂̄∗∂̄)︸ ︷︷ ︸
�

v = f, 단 ∂̄∗는 ∂̄의 수반연산자,

를생각하였다. �는복소라플라스연산자라불리우는자기수반(self-adjoint)

연산자이다. v ∈ C∞p,q(Ω̄)에 대하여 ∂̄∗v 는 부분적분으로 정의되므로 (25)

가 의미가 있으려면 부분적분에서 경계면의 적분이 영이 되어야 한다. 즉

(26) v ∈ Dom(∂̄∗), ∂̄v ∈ Dom(∂̄∗) (∂̄ −노이만 경계치조건)

을 만족해야 한다. v가 (25)-(26)의 해이면 u := ∂̄v가 구하고자 하는 (19)

의 표준해이다. Ω가 강의사볼록이면 선험적 추정

(27)

‖f‖2 ≤ C(‖∂̄f‖2 + ‖∂̄∗f‖2), ∀f ∈ Dom(∂̄) ∩Dom(∂̄∗), (기본 추정)

이 성립한다. f ∈ Ker(∂̄) 일때는 (27)=⇒ (22) 이므로 (19)의 L2해가 존

재한다. 콘은 1962년 버금타원형 추정(subelliptic estimate)이라 부르는

다음과 같은 선험적 추정; 경계면의 모든 점에서 적당한 근방 V가 존재하

여

(28) ‖v‖2
1/2 ≤ C(‖∂̄v‖2 + ‖∂̄∗v‖2), ∀v ∈ C∞p,q(V ∩ Ω̄),

단 ‖ · ‖1/2는 L2-소볼레프 1/2-노름, 을 얻음으로 (25)-(26)의 해의 정규성

을 증명하였다. 1962년부터 오늘날(2016년)까지 실로 반세기가 넘도록 수

많은 사람들이 (28)을 유한접촉형 의사볼록(psuedo-convex of finite type)

으로일반화하는연구에종사하여왔다.최근에는레비형식의행렬식과그

미분들이 (28)의 일반화에 사용되는 알고리듬 자체를 대수적으로 연구하

는버금타원형승수아이디얼(subelliptic multiplier ideal)이론이대두되고

있다.

한편의사볼록성의여러동등한개념들이활발히연구되던 1940년대초

로 거슬러 올라가서 영역 Ω의 점 z에서 경계면bΩ에 이르는 거리를 δ(z)라

할때 오카의 의사볼록성이라 불리우는 다음 사실

−log δ(z) 는 임의의 복소직선에서 버금조화(subharmonic)

임이 알려진바 있다. 1965년에 회르만더(Lars Hoermander, 1932-2012, 스

웨덴)는의사볼록영역 Ω의경계면의미분가능성을가정하지않고가장일

반적인 경우에 대하여 (19)의 해의 존재와 정규성을 오카의 의사볼록성을

이용하여 증명하였다. 회르만더의 증명에는 −log δ(z)를 적절히 변형시

킨 C∞소진함수 φ를 사용하여 르베그 측도λ에 가중치를 곱한 측도 e−φdλ

에 대한 L2에서 해를 구함으로 ∂̄∗계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계면에서의



항은 영이 되어 ∂̄문제, 즉 가장 일반적인 의사볼록 영역에 대한 (19)의 해

의 존재와 정규성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회르만더의 방법에는 정칙함수의

경계면행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잃는다는 단점이 있다.

과결정성, ∂̄가 풀릴 조건과 경계면까지의 정규성 복소 n, n ≥ 2,변수에

관한코시-리만방정식은과결정(overdetermined)연립편미분방정식이다.

과결정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해를 갖지 못한다. 과결정미분방정식의 선결

문제는 국소적인 해가 존재하기 위한 양립조건(compatibility condition)

을 모두 찾아 대합성(involutivity)을 확인하는 일이다. (19)의 우변 f가

∂̄f = 0이란조건이대합성이다.이조건하에서국소적으로해가존재한다

(돌보보조정리).국소적해가존재하는영역들이이루는열린덮개에대한

체크 코호몰로지가 영이란 조건이 대역적 해가 존재할 조건이다. 표준해

의 존재와 경계면까지의 정규성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노이만 경계치문제

(25)-(26)에 대한 선험적 추정 (27)-(28)을 보여야 한다.

∂̄-방법에 의한 첫째 꾸젱문제의 해 ∂̄는 꾸젱문제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X를 복소다양체 혹은 Cn의 영역이라 하자. ∂̄에 관해 닫힌 C∞ (0, 1)-

형식 f에 대하여 ∂̄u = f 를 만족하는 C∞ 함수 u가 존재한다고 가정

하자. 첫번째 쿠젱문제, 즉 X의 열린덮개 U = {Uj}와 (8)을 만족하는

φjk ∈ O(Uj ∩ Uk)가 주어졌을 때 (9)를 만족하는 φk ∈ O(Uk)가 존재하겠

는가 하는 첫번째 꾸젱문제데 대하여

명제 X 위에서 (0, 1)-형식에대하여 ∂̄를풀수있으면첫번째꾸젱문제를

풀 수 있다.

증명 {ρj}가 열린덮개 {Uj}에 종속하는 단위분할(partition of unity),

supp ρν ⊂ Uiν

이라 가정하자.

hk =
∑
ν

ρνφiνk

라 두면 (8)에 의하여

hk − hj =
∑
ν

ρν (φiνk − φiνj)

=
∑
ν

ρνφjk

= φjk ∈ O(Uj ∩ Uk)



가 된다. 그러므로 ψ := ∂̄hk는 X에서 대역적으로 정의된 ∂̄-닫힌 (0, 1)-형

식이다. 이제 함수 u ∈ C∞(X) 가

∂̄u = −ψ

의 해라 하면

φk := hk + u

는 Uk에서 정칙이고 (9)를 만족한다. �

까르땅 정리B는 스타인 다양체위에서의 ∂̄의 해의 존재로부터 이끌어

낼수 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존재와 정규성 정리에 이어 많은 연구

가 진척되어 복소해석학을 ∂̄ 관점으로 집대성하고 재구성한 회르만더의

저서 [Hoer1, 초판 1966년]이 출판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층 이론보

다는 ∂̄의 L2 접근이 다변수 함수론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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