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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플라스 작용소의 동일 고유값을 가지는 다양체
글 _ 강현석·고등과학원 수학부 연구원

앞의 글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라플라스 작용소 D의 고유값에 대한 카크(Mark Kac)의 질문
중 “Can one hear the shape of a drum?”이 있다. 원래는 평면에서의 볼록영역(convex domain)
또는 매끈한 영역(smooth domain)에 대한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라플라스 고유값으
로 다양체의 기하적 성질을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
다는 것이 정답이다. 이 질문이 나오자마자 밀너(John Milnor, 참조 문헌 4)의 16차원 원환면
(16-dimensional flat torus)을 이용하여 만든 반례가 나온 이후 동일 라플라스 고유값을 갖지
만 기하적으로 다른 다영체(isospectral
non-isometric manifolds)를 찾는 연
구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1985년
에 수나다(T. Sunada, 참고 문헌 5)가
커버링을 이용하여 완화된 공액 부분
군(almost conjugate subgroups)에 의
해 상구조로 만들어진 다양체(quotient
manifolds)들이 동일 고유값을 가지는
것을 보였다. 이후 알려진 대부분의 반례
들은 이 방법에 의해 보여졌고 수나다 테
크닉 이외의 방법으로도 반례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되어오고 있다. 또
한 고든(C. Gordon)과 슈트(D. Schueth)
등은 토러스 액션(torus action)과 리만니
안 서브머전(Riemannian submersion)을
이용하여 동일 고유값을 갖는 다양체를
만드는 방법을 발전시켜왔다. 지금까지의
연구와 동향에 대해 잘 쓰여있는 서베이
페이퍼로는 고든과 그 외 저자의 참고문
헌 1과 참고문헌 2 등이 있다.
같은 고유값을 가진 서로 다른 곡면의 예 (출처: 참조 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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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반적인 방향중 하나는 열 불변량(heat invariants)을 보는 것이다. 라플라스 작용소의 열
핵(heat kernel)

는 두 개의 공간 변수 x와 y 그리고 하나의 시간변수 t에 대해 적절한

미분가능성을 가지고 x에 대해 약한수렴을 하며 y에 관한 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이다. 컴팩
트한 n차원의 다양체 M에 대한 라플라스 작용소 D의 고유값을
함수

이라 하였을 때 상응하는 고유

로 M에서 정의된 L 2 -함수 공간의 정규직교기저(orthonormal basis)를 만들 수 있다. 이

때 열핵의 공간 변수에 대해 대각합(trace)을 취해 주어 얻은 열 대각합(heat trace)을 다음과 같
이 쓸 수 있으며 오른쪽에 나타난

를 열 불변량이라 부른다.

이 값은 다양체 불변량으로써 곡률 공변미분값(covariant derivative)의 적분들의 합으로 표현
될 수 있기에 20세기 중반까지는 이 값으로 다양체의 기하적 성질을 결정하기를 기대하였으나 저
차원의 구면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
은 것을 보았다. 하지만 아직도 카크의 처음 질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고 스펙트랄 기하의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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