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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면(Helicoid)의 특성에 관한 연구
글 _이은주·고등과학원 수학부 연구원

자연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있다. –갈릴레오 (Galileo Galilei, 1564-1642)
주어진 곡선을 경계로 하며 넓이가 최소가 되는 곡면을 찾는 문제는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생
물학, 건축학, 공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우리가 자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곡면
들이 왜 그런 ‘특정한’ 모양을 띠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숨어있는 자연법칙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실마리가 되며, 더 나아가 건물을 짓거나 기계를 설계할 때 어떤 모양을 따르는 것이 보
기 좋고도 안정적이며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이론적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평균 곡률(mean curvature)이 0인 곡면으로 정의되는 극소 곡면(minimal surface)은 이러한 최
소 넓이 곡면의 강력한 후보이다. 왜냐하면, 극소 곡면의 정의는 넓이 함수의 극값(critical value)이
라는 것과 동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 넓이 곡면은 극소 곡면 중에서 찾으면 된다고 할 수 있
다.) 이런 성질 외에도 극소 곡면의 다른 성질들을 밝혀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작업일 뿐
만 아니라 물리학 등 다른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가지 예로서 안정적인
(stable) 극소 곡면이 존재한다는 성질로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양의 에너지 정리(positive energy
theorem)나 블랙홀의 존재 정리 등이 증명되었다.
나선면(helicoid)과 현수면(catenoid)은 삼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극소 곡면 중 가장 대표적
인 두 극소 곡면들이다. 나선면은 직선을 이와 수직인 다른 직선 위로 나사 돌리듯 돌려 올려서 얻
어지는 곡면이고, 현수면은 현수선(catenary)을 준선(directrix)을 축으로 한 바퀴 돌려 얻어지는
곡면이다. 나선면과 현수면이 극소 곡면이 되는 것도 신기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전혀 다르게 생
긴 이 두 곡면이 국소적으로 합동(locally isometric)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복소함수를 이용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소적으로는 나선면을 자르거나 늘
이지 않고 현수면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수면의 재미있는 성질 중 가장 최근에 알려진 것으로는 서로 평행한 두 평면에 경계를 두며
그 사이(slab)에 존재하는 극소 원환면(minimal annulus) 중 넓이가 최소가 되는 곡면은 현수면
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정리가 있다 [BB]. 앞서 언급한 현수면과 나선면의 관계를 떠올리면 비
슷한 성질이 나선면에 대해서도 성립하지 않을까를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데, 필자는 지난해
이와 관련된 결과들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였다 [L].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반지름과 높이가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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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나선면에서 현수면으로의 변형(deformation)

한 원기둥의 위아래 지름과 옆 면에 경계를 두며 원기둥 내부에 있는 곡면 중에서 넓이가 최소가
되는 것은 나선면의 일부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원기둥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자명한 반례(trivial
counterexample)가 존재하게 된다. 다행히 원기둥의 높이가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는 어떤 값을 넘
지 않게 되면 나선면이 최소 넓이 곡면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고, 높이에 대한 상한이 없는
경우는 원기둥의 중심축을 지나는 곡면 중에서 최소 넓이 곡면을 찾는다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도 증명하였다.
극소 곡면의 성질을 규명하고 분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유일성(uniqueness)이라
고 할 수 있는데, 나선면의 유일성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결과들이 많이 알려졌다. 몇 가지만 소개하
자면 나선면은 평면을 제외한 유일한 극소 선직면 (ruled surface)이고 [C], 평면의 두 평행선을 경
계로 하는 영역 내부에서 그래프로 주어지는 유일한 극소 곡면이다 [CK]. 또한, 단순 연결되어 있
고 (simply-connected) 자가 교차점이 없는(without self-intersection) 평평하지 않은(non-planar)
완비 극소 곡면(complete minimal surface)은 나선면 밖에 없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MR].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원기둥의 위아래 지름과 옆 면에 경계를 두며 원기둥 내부에 있는 곡면 중
에서 옆 면의 경계 곡선이 이중 나선(double helix)인 곡면은 반드시 나선면의 일부가 되어야 할 기
하학적인 조건들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옆 면에 생기는 경계 곡선이 나선이 아닌 일반적인 곡선
인 경우에도 두 곡선이 중심축에 수직이며 곡면도 옆 면에 수직인 곡면은 나선면과 합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증명하였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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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말처럼, 공간에 놓여 있는 곡면의 성질을 알아냄으로써 그 공간 자체
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필자는 차원이 높은 유클리드 공간과 비-유클리드 공간 안
에 있는 극소 곡면의 성질들을 특히 나선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새롭고도 의미
있는 결과들을 얻어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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