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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평형문제들에서의 기본적인 정리들이 일반화 볼록공간에서 어떻게 확장되

는가를 보인다. KKM 이론의 중요한 정리들 대부분이 위상벡터공간에서의 선

형성을가정하지않아도위상적인성질만으로성립한다. 이같은정리들의예로

는 KKM 정리, von Neumann의 최소최대정리와 교차정리, Nash의 평형정리,

여러 가지 부동점정리, 극대원정리, Ky Fan의 최소최대부등식, 변분부등식들,

최량근사정리, 일반화의사평형문제들의해의존재정리들이있다.

1. 서론

1994년에 Blum과 Oettli [4]는 다음과 같은 x̂을 구하는 문제를 한 평형문제

(equilibrium problem)라불렀다:

(EP) x̂ ∈ X such that f(x̂, y) ≤ 0 for all y ∈ X,

여기에서 X는한주어진집합이며 f : X ×X → R는한확장된실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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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으로 다음과 같은 x̂을 구하는 의사평형문제 (quasi-equilibrium problem)를

생각할수있다:

(QEP) x̂ ∈ X such that x̂ ∈ S(x̂) and f(x̂, z) ≤ 0 for all z ∈ S(x̂),

여기에서X와 f는위에서와같으며 S : X ( X는한주어진다가함수 (multimap)이

다.

더 일반으로 한 일반화 의사평형문제 (generalized quasi-equilibrium problem)는

다음을구하는것이다:

(GQEP) x̂ ∈ X and ŷ ∈ T (x̂) such that x̂ ∈ S(x̂)

and f(x̂, ŷ, z) ≤ 0 for all z ∈ S(x̂),

여기에서 X와 S는 위에서와 같으며, Y 는 다른 주어진 집합이고, T : X ( Y 는

다른주어진다가함수이며, f : X × Y ×X → R는한주어진함수이다.

이같은 문제들은 특별한 경우들을 많이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최적화문제,

Nash형 평형문제, 보족성문제, 부동점문제, 변분부등식문제 등과 같은 것이 있다.

또, 이제까지의위와같은여러평형문제의연구에서는관련된집합들 X와 Y 가위

상벡터공간의 볼록집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세한 것은 Blum and Oettli [4]와

Noor and Oettli [26]를보라.

한편, 필자가몇백편의논문들을조사해본결과로는, 위의평형문제들의해법은

대부분이 KKM 정리들, 최소최대부등식 (minimax inequality), 여러 가지 부동점정

리들, Fan–Browder형 일치점정리들, 그밖의 존재정리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같이 근거가 되는 정리들 대부분은 소위 KKM 이론 안에서 서로 동치인 명제로 확

립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29년의 Knaster–Kuratowski–Mazurkiewicz [22]의 한

정리 (간단히 KKM 원리)에서비롯되는이이론은, 1991년에필자 [39]가 KKM 사

상과 그 응용의 연구로서 처음 명명한 바 있다. 그 뒤로 KKM 원리와 동치인 명제

들이 몇 백 개로 늘어남에 따라, 2000년 현재로 이 이론은 KKM 원리의 여러 동치

변형들의응용을연구하는분야라생각하는것이더적절할것이다. 그역사에대하

여는 Park [54, 89]을보라.

이이론은 1961년이후의 Ky Fan의일련의논문 [6-11]에서위상벡터공간의볼

록집합에관하여전개되었고, 그밖의공간들에관하여여러학자들의단편적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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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도 성공적인 것은 1980년대 이후의 Lassonde [23]의 볼

록공간에서의일반화와 Horvath [15-18]의 C-공간에서의연구였다. 이같은여러방

향의 전개의 대통일화를 이룬 것은 1990년대의 필자의 일반화 볼록공간 (G-볼록공

간)의연구이다.

이해설논문에서는, 본인이얻은결과들중, 여러가지평형문제의기본적이고잘

알려져 있는 정리들이 G-볼록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를 보이려는 것이다.

KKM 이론의 역사상 중요한 정리들 대부분이 위상벡터공간에서의 선형성을 가정하

지않아도위상적인성질만으로성립한다는것은놀라운일이아닐수없다.

이러한예들로는 KKM 정리외에도 von Neumann, Nash, Fan, Browder 등의여

러 업적과 Brouwer, Schauder, Tychonoff, Hukuhara, Kakutani, Fan, Glicksberg,

Himmelberg 등의 부동점정리에 관한 업적들이다. 이들 업적이 비선형해석학, 수

리경제학, 게임이론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다는 데에서 (가령 Zeidler

[114]를보라)이글이반드시무의미하지는않으리라생각한다.

이 논문에 들어 있는 정리들 중 가장 기본적인 KKM 정리 1과 Fan–Browder형

정리 5의 증명을 들기로 한다. 이 글 안에서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은 필자의 정리

들의증명은 [91]을보기바란다.

2. G-볼록공간들

한 일반화 볼록공간 (generalized convex space) 또는 간단히 한 G-볼록공간 (G-

convex space) (X,D; Γ)는 한 위상공간 X와 한 공아닌 집합 D로서, A ∈ ⟨D⟩가
n + 1개의 원소를 가질 때, X의 한 부분집합 Γ(A)와 한 연속함수 ϕA : ∆n →
Γ(A)가 존재하되, 임의의 J ⊂ A에 대하여 ϕA(∆J) ⊂ Γ(J)가 성립하는 것이다.

ϕA|∆J
를 ϕJ라간주할수있다.

여기에서, ⟨D⟩는 D의 공아닌 유한부분집합 전체의 집합이고, ∆n은 꼭지

점 v0, v1, · · · , vn을 가지는 한 표준 n-단체 (n-simplex)이며, ∆J는 J ∈ ⟨A⟩에
대응되는 ∆n의 한 부분단체를 나타낸다; 즉 A = {a0, a1, · · · , an}이고 J =

{ai0 , ai1 , · · · , aik} ⊂ A이면, ∆J = co{vi0 , vi1 , · · · , vik}이다. 여기에서 co는 볼록

포를나타내며, 앞으로 Γ(A)를 ΓA라간단히나타내기도한다.

특히 X ⊃ D임을강조해야하는경우에는 (X,D; Γ)를 (X ⊃ D; Γ)라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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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X = D인경우에는 (X ⊃ X; Γ)를그냥 (X; Γ)로나타낸다.

G-볼록공간의예는다음과같이너무나많다. [43, 96]을보라.

예 1. D를꼭지점들의집합이라할때 (∆n, D; co)이가장간단한예이다. X가

한 벡터공간의 볼록부분집합이고 D ⊂ X일 때, 임의의 A ∈ ⟨D⟩의 볼록포 coA가

유클리드 위상을 가지도록 X에 한 위상이 주어져 있다면, (X,D; Γ)는 Lassonde

[23]가 정의한 볼록공간 (convex space)을 확장한 것이 된다. 한 위상벡터공간의 임

의의볼록집합은한볼록공간이되지만, 그역은성립하지않는다.

예 2. X = D이고 ΓA가 가축 (contractible), 또는 더 일반으로, 무한연결 (in-

finitely connected) (즉, 임의의 n ≥ 0에 대하여 n-연결)인 부분집합이고, 임의의

A,B ∈ ⟨X⟩에 대하여 A ⊂ B이면 ΓA ⊂ ΓB일 때, (X; Γ)는 Horvath [15-18]가 도

입한 C-공간 (또는 H-공간)이된다.

예 3. G-볼록공간의 그밖의 주된 예들로는 Michael의 볼록구조를 가진 거

리공간, Pasicki의 S-가축공간, Horvath의 의사볼록공간, Komiya의 볼록공간,

Bielawski의 단체적 (simplicial) 볼록공간, Joó의 의사볼록공간, Ben-El-Mechaiekh

등이 도입한 L-공간과 B′-단체적 볼록공간, Verma와 Stachó의 일반화 H-공간,

Kulpa의단체적구조, Forgo와 Joó의 P1,1-공간, Llinares의 mc-공간, Aronszajn과

Panitchpakdi의 초볼록 거리공간, Takahashi의 볼록성을 가지는 거리공간 등이 있

다.

예 4. Kirk와 Reich–Shafrir이 다루었던 쌍곡적 거리공간 (hyperbolic metric

space)들도 G-볼록공간이 된다. 이런 공간들의 예로는 노름공간, Hadamard 다양

체, 쌍곡적 거리를 가지는 Hilbert ball 등 많이 있으며, 더구나 쌍곡적 공간들의 임

의의곱도쌍곡적공간이된다. 문헌은 Park [101]을보라.

예 5. 더구나 G-볼록공간의연속사상에의한치역도한 G-볼록공간이된다.

G-볼록공간의기본이론은 [57, 63, 74, 86, 88, 91, 104, 105]에서확립되었다.

아래에앞으로사용할용어를간단히든다.

한 G-볼록공간 (X ⊃ D; Γ)에 대하여, 한 Γ-볼록부분집합 Y ⊂ X는 임의의

N ∈ ⟨D⟩에 대하여, N ⊂ Y 이면 ΓN ⊂ Y 가 되는 것이다. 또, X의 임의의 부분집

합 Y 에대하여 Y 의볼록포 (convex hull) Γ-coY 를다음과같이정한다:

Γ-coY :=
∩
{Z ⊂ X : Z는 X의 Γ-볼록부분집합이며 Z ⊃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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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Γ-coY =
∪
{Γ-coN : N ∈ ⟨Y ⟩}임을쉽게알수있다.

한 G-볼록공간 (X ⊃ D; Γ)에서의 한 확장된 실함수 f : X → R가 의사오목
[의사볼록] (quasiconcave [resp. quasiconvex])이라 함은, 임의의 r ∈ R에 대하여
{x ∈ X : f(x) > r} [resp. {x ∈ X : f(x) < r}]가 Γ-볼록이된다는것이다.

그리고, 한 위상공간 X에 대하여 f : X → R가 하반연속 [상반연속](lower

[resp. upper] semicontinuous (l.s.c.) [resp. u.s.c.])이라 함은, 임의의 r에 대하여

{x ∈ X : f(x) > r} [resp. {x ∈ X : f(x) < r}]가열린집합이된다는것이다.

3. KKM 정리

임의의 G-볼록공간 (X,D; Γ)에 대하여, 한 KKM 사상 F : D ( X는 모든

A ∈ ⟨D⟩에대하여 ΓA ⊂ F (A)가되는다가사상이다.

다음정리는잘알려져있다.

The KKM Principle. Let D be the set of vertices of ∆n and F : D ( ∆n be

a KKM map (that is, coA ⊂ F (A) for each A ⊂ D) with closed [resp. open] values.

Then
∩

z∈D F (z) ̸= ∅.

위의원리의 “닫힌”경우는 1929년의Knaster–Kuratowski–Mazurkiewicz [22]의

정리로서, Sperner’s Lemma를 써서 증명되었으며, Brouwer의 부동점정리를 증명

하는데쓰였다. “열린” 경우는 1987년에 Shih–Tan [106]과 W.K. Kim [20]이동시

에 발견했다. “닫힌” 경우와 “열린” 경우가 동치임은 Lassonde [24]가 처음 보였으

며, 아주쉬운증명을최근에 Park [103, 105]이보였다.

KKM 정리의초기의응용은 Alexandroff–Hopf [2], Alexandroff [1] 등에나와있

으며, 현대적인해설은 [103]에나와있다.

최근의 몇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G-볼록공간에 관한 KKM 정리를 얻었다 [91,

101]:

Theorem 1. Let (X,D; Γ) be a G-convex space and F : D ( X a multimap

such that

(1.1) F has closed [resp. open] values; and

(1.2) F is a KKM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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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F (z)}z∈D has the finite intersection property.

Further, if

(1.3)
∩

z∈M F (z) is compact for some M ∈ ⟨D⟩,
then we have

∩
z∈D F (z) ̸= ∅.

증명. 임의의 A = {a0, a1, · · · , an} ∈ ⟨D⟩에 대하여 한 연속함수 ϕA : ∆n →
ΓA로서다음을만족하는것이존재한다: 임의의 0 ≤ i0 < i1 < · · · < ik ≤ n에대하

여,

ϕA(co{vi0 , vi1 , · · · , vik}) ⊂ Γ({ai0 , ai1 , · · · , aik}) ∩ ϕA(∆n).

F 는 KKM 사상이므로, 다음을얻는다.

co{vi0 , vi1 , · · · , vik} ⊂ ϕ−
A(Γ({ai0 , ai1 , · · · , aik}) ∩ ϕA(∆n))

⊂
k∪

j=0

ϕ−
A(F (aij) ∩ ϕA(∆n)).

F (aij) ∩ ϕA(∆n)은 ΓA의 완폐부분집합 ϕA(∆n)안의 닫힌 [각각, 열린] 집합

이므로, ϕ−
A(F (aij) ∩ ϕA(∆n))은 ∆n의 닫힌 [각각, 열린] 부분집합이 된다. 이 때

vi 7→ ϕ−
A(F (ai) ∩ ϕA(∆n))은 {v0, v1, · · · , vn}에서 정의된 한 KKM 사상이다. 따라

서 KKM 원리에의하여

n∩
i=0

ϕ−
A(F (ai) ∩ ϕA(∆n)) ̸= ∅

이 되며, 이는 곧
∩n

i=0 F (ai) ̸= ∅를 함의한다. 이로써 첫 부분이 증명되었다. 둘째

부분은첫부분에서곧얻어진다. �

G-볼록공간의 수많은 예들을 다룬 학자들은 그들 자신의 공간에 대하여 위와 같

은 KKM 정리가성립함을보인경우가많다.

이 정리의 한 간단한 경우가 1961년의 다음과 같은 Ky Fan의 결과로서, KKM

이론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것이며, 수백 편의 논문의 기본적인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

Corollary 1.1 (Fan [6]). Let X be an arbitrary set in a topological vector space

Y . To each x ∈ X, let a closed set F (x) ⊂ Y be given such that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are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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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onvex hull of any finite subset {x1, x2, · · · , xn} of X is contained in∪n
i=1 F (xi).

(2) F (x) is compact for at least one x ∈ X.

Then
∩

x∈X F (x) ̸= ∅.

이것을흔히 KKMF 정리라부른다.

Granas [12]는다음과같은 KKM 사상의예들을들었다:

(i) 변분문제. 한 벡터공간 E의 한 볼록집합 C에 대하여 ϕ : C → R이 한 볼록
함수이면

G(x) = {y ∈ C : ϕ(y) ≤ ϕ(x)}, x ∈ C,

로정의되는 G : C ( C는한 KKM 사상이된다.

(ii)최량근사. 위와같은 C와 E에대하여, p가 E에서의한반노름 (seminorm)이

고, f : C → E를한함수라하자. 그러면

G(x) = {y ∈ C : p(f(y)− y) ≤ p(f(y)− x)}, x ∈ C,

로정의되는 G : C ( C는한 KKM 사상이된다.

(iii) 변분부등식. 한 내적공간 (H, ⟨·, ·⟩)의 한 볼록부분집합 C와 한 함수 f :

C → H에대하여,

G(x) = {y ∈ C : ⟨f(y), y − x⟩ ≤ 0}, x ∈ C,

로정의되는 G : C ( C는한 KKM 사상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푸는 데 위에서의 KKM 정리가 유용함은 쉽게 이해될 것이

다. 여러 가지 형태의 KKM 정리들과 그것의 동치변형들에 대하여는 [29, 30, 32,

34, 38-41, 45, 48, 63, 74, 104, 105]를보라.

4. von Neumann형 최소최대정리

G-볼록공간족 {(Xi, Di; Γi)}i∈I에대하여, 그곱 X :=
∏

i∈I Xi는곱위상을가진

다 하고, D =
∏

i∈I Di라 하자. 각각의 i ∈ I에 대하여 πi : D → Di는 사영함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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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각각의 A ∈ ⟨D⟩에대하여 Γ(A) :=
∏

i∈I Γi(πi(A))라두면, (X,D; Γ) 또한한

G-볼록공간이된다. [109]를보라.

특히 모든 i에 대하여 Xi = Di인 경우에, Xi의 Γ-볼록부분집합들의 곱도 곱공

간 X안에서의한 Γ-볼록부분집합이된다.

KKM 정리 1을써서 von Neumann–Sion 최소최대 (minimax) 정리의 G-볼록공

간에서의일반화를다음과같이얻는다:

Theorem 2. Let (X; Γ) and (Y ; Γ′) be compact G-convex spaces and f, g :

X × Y → R ∪ {+∞} be functions such that

(2.1) f(x, y) ≤ g(x, y) for each (x, y) ∈ X × Y ;

(2.2) for each x ∈ X, f(x, ·) is l.s.c. and g(x, ·) is quasiconvex on Y ; and

(2.3) for each y ∈ Y, f(·, y) is quasiconcave and g(·, y) is u.s.c. on X.

Then we have

min
y∈Y

sup
x∈X

f(x, y) ≤ max
x∈X

inf
y∈Y

g(x, y).

f = g이고 X와 Y 가볼록공간일때, 위의정리 2는 von Neumann의최소최대

정리의확장인다음과같은 Sion의정리가된다:

Corollary 2.1 (Sion [107]). Let X, Y be compact convex sets in topological

vector spaces. Let f be a real function defined on X × Y . If

(1) for each fixed x ∈ X, f(x, y) is a l.s.c. quasiconvex function on Y , and

(2) for each fixed y ∈ Y, f(x, y) is an u.s.c. quasiconcave function on X,

then we have

min
y∈Y

max
x∈X

f(x, y) = max
x∈X

min
y∈Y

f(x, y).

실제로 1928년의 von Neumann의 정리는 Kakutani [19]가 다음과 같이 표현하

였다.

Corollary 2.2 (von Neumann [111]). Let f(x, y) be a continuous real function

defined for x ∈ K and y ∈ L, where K and L are arbitrary bounded closed convex

sets in two Euclidean spaces Rm and Rn. If for every x0 ∈ K and for every real

number α, the set of all y ∈ L such that f(x0, y) ≤ α is convex, and if for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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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0 ∈ L and for every real number β, the set of all x ∈ K such that f(x, y0) ≥ β is

convex, then we have

max
x∈K

min
y∈L

f(x, y) = min
y∈L

max
x∈K

f(x, y).

이것은 von Neumann이 발전시킨 Game 이론의 기본정리 중 하나이며, 그 뒤의

여러연구의시발점이된다.

von Neumann형 최소최대정리의 필자에 의한 그밖의 일반화는 [79, 83, 84, 91-

94, 98, 100]에도나와있다.

5. von Neumann형 교차정리

주어진 곱집합 X =
∏

i∈I Xi와 임의의 i에 대하여, X i =
∏

j ̸=iXj라 두고, πi :

X → Xi와 πi : X → X i가 해당되는 사영함수들이라 할 때, πi(x) = xi, π
i(x) =

xi라나타내기로하자. 주어진 x, y ∈ X에대하여

(yi, x
i) := (x1, · · · , xi−1, yi, xi+1, · · · , xn)

라한다.

우리의 KKM 이론안에서, Ky Fan형교차정리의다음과같은일반화를얻는다:

Theorem 3. Let X =
∏n

i=1Xi, (X; Γ) be a compact G-convex space, and A1,

A2, · · · , An n subsets of X such that

(3.1) for each x ∈ X and i = 1, · · · , n, the set Ai(x) = {y ∈ X : (yi, x
i) ∈ Ai}

is Γ-convex and nonempty; and

(3.2) for each y ∈ X and i = 1, · · · , n, the set Ai(y) = {x ∈ X : (yi, x
i) ∈ Ai}

is open.

Then
∩n

i=1Ai ̸= ∅.

각각의 Xi가완폐 G-볼록공간일때, X도완폐 G-볼록공간이된다.

von Neumann은 그의 최소최대정리를 1937년에 다음과 같이 확장하였는데, 이

는위의정리 3의단순한결과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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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llary 3.1 (von Neumann [112]). Let K and L be two compact convex sets

in the Euclidean spaces Rm and Rn, and let us consider their Cartesian product

K × L in Rm+n. Let U and V be two closed subsets of K × L such that for any

x0 ∈ K the set Ux0 , of y ∈ L such that (x0, y) ∈ U , is nonempty, closed and convex

and such that for any y0 ∈ L the set Vy0 , of all x ∈ K such that (x, y0) ∈ V , is

nonempty, closed and convex. Under these assumptions, U and V have a common

point.

6. Nash 평형정리

정리 3으로부터곧다음과같은 G-볼록공간에관한 Nash 평형정리를얻는다.

Theorem 4. Let X =
∏n

i=1Xi, (X; Γ) a compact G-convex space, and f1, · · · ,
fn : X → R continuous functions such that

(4.1) for each x ∈ X, each i = 1, · · · , n, and each r ∈ R, the set

{(yi, xi) ∈ X : fi(yi, x
i) > r} is Γ-convex.

Then there exists a point x ∈ X such that

fi(x) = max
yi∈Xi

fi(yi, x
i) for i = 1, · · · , n.

von Neumann의 최소최대정리의 최초의 괄목할만한 일반화는 비협력게임의 평

형점의존재에관한 1951년의 Nash의정리이다. 다음의것은 Ky Fan [7]의표현을

따랐다:

Corollary 4.1 (Nash). LetX1, X2, · · · , Xn be n(≥ 2) nonempty compact convex

sets each in a real Hausdorff topological vector space. Let f1, f2, · · · , fn be n real-

valued continuous functions defined on X =
∏n

i=1Xi. If for each i = 1, 2, · · · , n and

for any given point (x1, · · · , xi−1, xi+1, · · · , xn) ∈
∏n

j ̸=iXj, fi(x1, · · · , xi−1, xi, xi+1,

· · · , xn) is a quasiconcave function on Xi, then there exists a point (x̂1, x̂2, · · · , x̂n) ∈∏n
i=1Xi such that

fi(x̂1, x̂2, · · · , x̂n) = max
yi∈Xi

fi(x̂1, · · · , x̂i−1, yi, x̂i+1, · · · , x̂n) (1 ≤ i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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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h는이업적으로뒤에 Nobel 경제학상을받았다. 평형정리의그밖의일반화

는 [79, 84, 93]에도나와있다.

7. Fan–Browder형 부동점정리

X ⊂ Y 일때, 한다가사상 F : X ( Y 의한부동점 (fixed point) x0 ∈ X은 x0 ∈
F (x0)이되는점이다. 흔히 y ∈ F (x)를 x ∈ F−(y)라나타내는데, F− : Y ( X도

한다가사상이된다.

한 집합 X안에서의 한 이항관계 (binary relation) R은 한 다가사상 T : X (
X로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역도 성립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자명한 방식에서

이다:

y ∈ T (x) if and only if (x, y) ∈ R.

따라서, 한점 x0 ∈ X를한사상 T : X ( X의극대원 (maximal element)이라부

르는것은 T (x0) = ∅인경우이다.

KKM 정리 1로부터다음정리를직접얻을수있다:

Theorem 5. Let (X,D; Γ) be a compact G-convex space and S : D ( X, T :

X ( X two maps such that

(5.1) S(z) is open for each z ∈ D; and

(5.2) for each y ∈ X, N ∈ ⟨S−(y)⟩ implies ΓN ⊂ T−(y).

Then either
(i) T has a fixed point x0 ∈ X; that is x0 ∈ T (x0); or

(ii) there exists a y ∈ X such that S−(y) = ∅.

증명. 결론 (ii)의 부정으로, 임의의 y ∈ X에 대하여 한 z ∈ D로서 z ∈ S−(y)

즉 y ∈ S(z)인것이존재한다고하자. 따라서 X =
∪

z∈D S(z)이고 S(z)는열린집

합이다. X는 완폐이므로 어떤 {a1, a2, · · · , an} ∈ ⟨D⟩에 대하여 X =
∪n

i=1 S(ai)가

된다. 이제한사상 F : D ( X를 F (z) := X\S(z), z ∈ D, 라정의하면, (5.1)로부

터각 F (z)는닫힌집합이다. 또,

n∩
i=1

F (ai) = X\
n∪

i=1

S(ai) = X\X = ∅

이다. 따라서 {F (z)}z∈D는유한교차성을가지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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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KKM 정리 1의 첫부분에 따라, F 가 KKM 사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어떤 {z1, z2, · · · , zm} ∈ ⟨D⟩에대하여

Γ({z1, z2, · · · , zm}) ̸⊂
m∪
i=1

F (zi).

이다. 따라서 어떤 x∗ ∈ Γ({z1, z2, · · · , zm})로서 모든 i = 1, · · · ,m에 대하여 x∗ /∈
F (zi)인것이존재한다.

x∗ /∈ F (zi) ⇐⇒ x∗ ∈ S(zi) ⇐⇒ zi ∈ S−(x∗)

이므로, (5.2)로부터

x∗ ∈ Γ({z1, z2, · · · , zm}) ⊂ T−(x∗)

임을안다. 즉, x∗ ∈ T (x∗)이되어, 결론 (i)이성립한다. �

(i)이 성립하는 경우에 정리 5를 Fan–Browder형 부동점정리라 부르며, (ii)가

성립하는 경우에 극대원정리라 부른다. 원래의 Fan–Browder 부동점정리는 아래

의 따름정리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의역이 완폐인 경우이었는데, 이것을 사

상 T 의 완폐성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1990년의 Ben-El-Mechaiekh의

conjecture이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성립하는 예는 [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이

알려져있는데, 일반적인꼴로는아직해결되어있지않다.

정리 5로부터다음과같은 Fan–Browder형정리들을얻는다.

Corollary 5.1. Let (X,D; Γ) be a compact G-convex space and S : X ( D, T :

X ( X two maps such that

(1) for each x ∈ X, N ∈ ⟨S(x)⟩ implies ΓN ⊂ T (x); and

(2) X =
∪
{IntS−(z) : z ∈ D}.

Then T has a fixed point x0 ∈ X.

Corollary 5.2. Let (X ⊃ D; Γ) be a compact G-convex space and S : X ( D

a map such that

(1) for each x ∈ X, S(x) is nonempty; and

(2) for each z ∈ D, S−(z) is open.

Then there exists an x̂ ∈ X such that x̂ ∈ Γ-co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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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따름정리 5.1 또는 5.2의간단화된형태이다:

Corollary 5.3. Let (X; Γ) be a compact G-convex space and T : X ( X a

map such that

(1) for each x ∈ X,T (x) is Γ-convex; and

(2) X =
∪
{IntT−(y) : y ∈ X}.

Then T has a fixed point.

따름정리 5.3으로부터 Browder의 1968년의다음정리를쉽게얻는다:

Corollary 5.4 (Browder [5]). Let K be a nonempty compact convex subset of a

topological vector space. Let T be a map of K into 2K , where for each x ∈ K, T (x)

is a nonempty convex subset of K. Suppose further that for each y in K, T−(y) is

open in K. Then there exists x0 in K such that x0 ∈ T (x0).

Browder의 위의 정리는 그보다 앞선 1961년의 Fan [6]의 도형적 [또는 절단성

질에 관한] 예비정리 (lemma)와 KKMF 정리와 동치임이 곧 밝혀졌는데, 그는 증

명에서 Brouwer부동점정리와단위분할논법을썼다. Browder와 Fan이모두 Haus-

dorff 위상벡터공간에대하여그들의결과를얻은것은흥미롭다.

Browder [5]는 그의 정리를 다가사상의 부동점정리들, 최소최대정리들, 변분부

등식들, 단조사상의 확대정리들 사이의 상호관련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데 사용하였

다.

한편 Fan–Browder형 정리들을 써서 Borglin and Keiding [3]과 Yannelis and

Prabhakar [113]는수리경제에서의극대원의존재의응용을보였다.

그들이얻은정리를 G-볼록공간으로확장하여따름정리 5.2와동치인다음을얻

는다:

Corollary 5.5. Let (X,D; Γ) be a compact G-convex space and S : X ( D, T :

X ( X two maps such that

(1) S−(z) is open for each z ∈ D;

(2) for each x ∈ X, N ∈ ⟨S(x)⟩ implies ΓN ⊂ T (x); and

(3) for each x ∈ X, x /∈ T (x).

Then there exists an x̂ ∈ X such that S(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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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Browder형 부동점정리와 극대원정리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본인의 논문들

[29, 39, 48, 53, 61, 73, 83, 85]에도나와있다.

8. Ky Fan형 최소최대부등식

Fan–Browder형부동점정리로부터다음과같은해석적교대형식 (analytic alter-

native)을얻는데, 이는여러가지평형문제들을해결하는데근거가된다.

Theorem 6. Let (X,D; Γ) be a G-convex space, f : D × X → R and g :

X ×X → R two extended real valued functions, and α, β ∈ R. Suppose that

(6.1) {y ∈ X : f(z, y) > α} is open for each z ∈ D;

(6.2) for each y ∈ X, N ∈ ⟨{z ∈ D : f(z, y) > α}⟩ implies

ΓN ⊂ {x ∈ X : g(x, y) > β}; and
(6.3) {y ∈ X : f(z0, y) ≤ α} is compact for some z0 ∈ D.

Then either
(a) there exists a ŷ ∈ X such that f(z, ŷ) ≤ α for all z ∈ D; or

(b) there exists a x̂ ∈ X such that g(x̂, x̂) > β.

정리 6으로부터 Ky Fan최소최대부등식 (minimax inequality)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꼴을곧얻을수있다:

Theorem 7. Under the hypothesis of Theorem 6, if α = β = sup{g(x, x) :

x ∈ X}, then
(c) there exists a ŷ ∈ X such that

f(z, ŷ) ≤ sup
x∈X

g(x, x) for all z ∈ D; and

(d) we have the minimax inequality

inf
y∈X

sup
z∈D

f(z, y) ≤ sup
x∈X

g(x, x).

정리 7의원조는다음과같은 1972년의 Ky Fan최소최대부등식이다:

Corollary 7.1 (Fan [9]). Let X be a compact convex set in a topological vector

space. Let f be a real function defined on X ×X such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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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 each fixed x ∈ X, f(x, y) is a l.s.c. function of y on X.

(b) For each fixed y ∈ X, f(x, y) is a quasiconcave function of x on X.

Then the minimax inequality

min
y∈X

sup
x∈X

f(x, y) ≤ sup
x∈X

f(x, x)

holds.

이것은어떤뜻에서는 Sion의최소최대정리의본질을잘파악한것이라볼수있

다.

Ky Fan형 최소최대부등식에 관한 필자의 그밖의 연구에 대하여는 [39, 42, 46,

48, 50, 63, 64]를보라.

9. 국소 G-볼록공간에서의 부동점정리들

한 G-볼록공간 (X ⊃ D; Γ)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한 국소 G-볼록공간 (lo-

cally G-convex space) 또는 LG-공간이라 부른다: (X,U)는 한 분리균질공간으로서
D는 X에서 조밀하며, 균질성의 한 기저 {Vλ}λ∈I가 존재하되, 임의의 λ ∈ I에 대

하여, C ⊂ X가 Γ-볼록이면 {x ∈ X : C ∩ Vλ[x] ̸= ∅}도 Γ-볼록이 된다. 여기에서

Vλ[x] = {x′ ∈ X : (x, x′) ∈ Vλ}이다.

두 위상공간 X와 Y 에 대하여, 한 다가사상 F : X ( Y 가 상반연속 (upper

semicontinuous, u.s.c.)이라 함은 Y 의 임의의 닫힌 집합 C에 대하여 F−(C) :=

{x ∈ X : F (x) ∩ C ̸= ∅}가 X의 닫힌 집합이 되는 것이다. 또 F 가 완폐

(compact)라함은그치역 F (X)가 Y 의한완폐집합에포함됨을가리킨다.

최근에 필자는 “열린” 경우의 KKM 정리로부터 해석적부동점이론에 나타나는

많은 정리들이 직접 얻어짐을 보일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그 중 비교적 간단한 것

들만을들기로한다.

다음은필자의 [101]의주정리이다:

Theorem 8. Let (X,D; Γ) be an LG-space and T : X ( X a compact u.s.c.

multimap with nonempty closed Γ-convex values. Then T has a fixed point x0 ∈ X;

that is, x0 ∈ T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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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정리에서, 만약에임의의 N ∈ ⟨D⟩에대하여 ΓN ⊂ D이면, T 는 D위에서

만 Γ-볼록인 함수값을 가지면 충분하며, 굳이 X전체에서 Γ-볼록인 값을 가지지 않

아도된다.

정리 8의 유용성을 보이기 위하여, Himmelberg [14]가 도입한 다음 개념을 든

다: 한위상벡터공간 E의한공아닌부분집합 Y 가거의 볼록 (almost convex)이라

함은, E의원점 0의임의의근방 V 와 Y 의임의의유한부분집합 {y1, y2, · · · , y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Y 의 유한부분집합 {z1, z2, · · · , zn}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임의의 i = 1, 2, · · · , n에대하여 zi − yi ∈ V 이고 co{z1, z2, · · · , zn} ⊂ Y 이다.

필자는 E의한부분집합 X가거의볼록인부분집합 Y 를가지면, X를한 G-볼

록공간이 되게 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G-볼록공간의 한 새로운 예를 찾

아낸것이며, 이사실을써서위의정리의한중요한예를다음과같이얻었다:

Corollary 8.1. Let X be a subset of a locally convex Hausdorff topological

vector space E and Y an almost convex dense subset of X. Let T : X ( X be a

compact u.s.c. multimap with nonempty closed values such that Ty is convex for

all y ∈ Y . Then T has a fixed point.

위의따름정리 8.1의 X = Y 인특수한경우가다음의정리이다:

Corllary 8.2 (Himmelberg [14]). Let X be a nonempty convex subset of a

locally convex Hausdorff topological vector space E and T : X ( X a compact

u.s.c. multimap with nonempty closed convex values. Then T has a fixed point

x0 ∈ T (x0).

실제로 이 정리는 역사상 잘 알려진 Brouwer, Schauder, Tychonoff, Hukuhara,

Kakutani, Bohnenblust and Karlin, Fan, Glicksberg 등의 부동점정리들을 포함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진 것은 다가사상에 관한 첫 부동점정리인 1941년의

Kakutani의다음과같은정리이다:

Corollary 8.3 (Kakutani [19]). If x 7→ Φ(x) is an upper semicontinuous point-

to-set mapping of an r-dimensional closed simplex S into the family of closed convex

subset of S, then there exists an x0 ∈ S such that x0 ∈ Φ(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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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이것과동치인것으로

Corollary 8.4 (Kakutani [19]). Corollary 8.3 is also valid even if S is an arbi-

trary bounded closed convex set in a Euclidean space.

Kakutani는 von Neumann의 교차성예비정리와 최소최대정리의 간단한 증명을

얻기위한목적으로위의두정리를 Brouwer부동점정리로부터이끌어냈다.

필자의 해석적부동점이론에서의 통일화는 방대한 내용이어서 수십 편의 문헌을

일일이 들지는 않기로 하거니와 독자들은 필자의 [54, 89, 90, 97, 101]에서 그 주요

내용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들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현재 진행 중

이다.

10. 변분부등식들

정리 6 또는 정리 7의 Ky Fan형 최소최대부등식을 써서 다음과 같은 변분부등

식의해의존재정리를얻는다:

Theorem 9. Let (X; Γ) be a compact G-convex space and p, q : X × X → R
and h : X → R functions satisfying

(9.1) p(x, y) ≤ q(x, y) for each (x, y) ∈ X ×X, and q(x, x) ≤ 0 for all x ∈ X;

(9.2) for each x ∈ X, q(x, ·) + h(·) is quasiconcave on X; and

(9.3) for each y ∈ X, p(·, y)− h(·) is l.s.c. on X.

Then there exists a y0 ∈ X such that

p(x, y0) + h(y0) ≤ h(x) for all x ∈ X.

이정리는또한많은특별한경우들을포함하고있는데, 그중널리알려진것두

개만들기로한다.

Corollary 9.1 (Hartman–Stampacchia [13]). Let K be a compact convex subset

in Rn and f : K → Rn a continuous map. Then there exists u0 ∈ K such that

(f(u0), v − u0) ≥ 0 for v ∈ K,

where (·, ·) denotes the scalar product in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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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정리 9.1로부터 Hartman and Stampacchia는어떤비선형타원형미분함수

방정식에 관련된 Dirichlet 경계값문제들의 (약한) 균등 Lipshitz 연속해들의 존재와

일의성을이끌어냈다. 실제로이따름정리 9.1은 Brouwer부동점정리와동치이다.

위의따름정리 9.1을 1967년에 Browder가다음과같이확장하였다:

Corollary 9.2 (Browder [5]). Let E be a locally convex Hausdorff topological

vector space, K a compact convex subset of E, and T a continuous mapping of K

into E∗. Then there exists an element u0 of K such that

(T (u0), u− u0) ≥ 0

for all u ∈ K.

여기에서 E∗는 E의위상적쌍대이며 ( , )는 E∗와 E의원소사이의 pairing이

다.

Browder의정리또한부동점이론을비롯한여러분야에응용되었다.

변분부등식에 관한 필자의 연구로는 [28, 31, 33, 35, 37, 56, 77]이 있으며, 보다

일반적인형태의변분부등식에관한문헌은 12절의것을보기바란다.

11. 최량근사

정리 9의한간단한결과는다음과같다:

Theorem 10. Let X be a compact convex subset of a topological vector space

E and f : X → E a continuous function. Then for any continuous seminorm p on

E, there exists a point y0 ∈ X such that

p(y0 − f(y0)) ≤ p(x− f(y0)) for all x ∈ X.

이 정리는 Ky Fan [8]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흔히 최량근사정리라 불리우며, 부

동점의존재정리나상반연속다가사상보다일반적인사상족에관한비분리정리들에

적용되었다.

예를들면, 다음과같은 Schauder 부동점정리의확장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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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llary 10.1 (Fan [8]). LetX be a nonempty compact convex set in a normed

vector space E. For any continuous map f : X → E, there exists a point y0 ∈ X

such that

∥y0 − f(y0)∥ = min
x∈X

∥x− f(y0)∥.

(In particular, if f(X) ⊂ X, then y0 is a fixed point of f .)

최량근사에관련된필자의논문으로는 [27, 36, 44, 47, 49, 51, 58, 65, 66, 69, 76,

80, 87]이있다.

12. 일반화 의사평형문제들

아무런선형구조를가지지않는 G-볼록공간에서의어떤의사평형문제 (QEP)의

해의존재는다음과같이보일수있다:

Theorem 11. Let (X; Γ) be a compact G-convex space, and let S : X ( X

be a map with nonempty Γ-convex values and open fibers (that is, S−(z) is open

for each z ∈ X) such that S : X ( X is u.s.c. Suppose that ψ : X ×X → R is a

continuous function such that ψ(x, ·) is quasiconvex and

ψ(x, x) ≥ 0 for all x ∈ X.

Then there exists an x̂ ∈ X such that

x̂ ∈ S(x̂) and ψ(x̂, x) ≥ 0 for all x ∈ S(x̂)

이는 Lin and Park [78]의한정리이다.

이와유사한정리는너무나많아서일일이들수가없으나, 이절끝의문헌을참

고하기바란다.

한 Hausdorff 위상벡터공간 (t.v.s.) E의 한 공아닌 부분집합 X가 (Klee [21]의

의미에서) 허용가능 (admissible)이라 함은, X의 임의의 완폐부분집합 K와 E의

원점 0의 임의의 근방 V 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한 연속함수 h : K → X가 존

재함을 뜻한다: 모든 x ∈ K에 대하여 x − h(x) ∈ V 이고, h(K)는 E의 한 유한차

원부분공간 L에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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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찌기 Hukuhara와 Nagumo는 한 국소볼록위상벡터공간의 임의의 볼록부분집

합이 허용가능임을 보였다. 허용가능인 위상벡터공간의 예로는 0 < p < 1일 때의

lp, Lp(0, 1), Hardy 공간 Hp, [0, 1]에서의가측사상들의동치류의공간 S(0, 1), 어떤

Orlicz 공간들, Schauder 기저를 가지는 ultrabarrelled 위상벡터공간 등이 있다. 또

F -norm을줄수있는위상벡터공간의임의의국소볼록부분집합이나한위상벡터공

간의임의의완폐, 볼록, 국소볼록인부분집합은허용가능임이알려져있다.

필자 [68, 89, 90, 93]는 다음과 같은 부동점정리를 얻었는데, 이는 Himmelberg

[14]의정리를크게확장한것이다:

Theorem 12. Let E be a t.v.s. and X an admissible convex subset of E. Then

any compact acyclic map F : X ( X has a fixed point x ∈ X; that is, x ∈ F (x).

여기에서 비윤상사상 (acyclic map)이라 함은 상반연속 (u.s.c.)이면서 공아닌

닫힌 비윤상값을 가지는 다가사상을 가리킨다. 또 한 위상공간이 비윤상이라 함은

유리수계수에관한 reduced Čech homology groups가모두단위원만으로되어있음

을뜻한다.

위의정리 12로부터곧다음과같은일반화의사평형문제 (GQEP)의해의존재

정리를얻는다.

Theorem 13. Let X and Y be admissible convex subsets of t.v.s. E and F ,

respectively, S : X ( X a compact closed map, T : X ( Y a compact acyclic map,

and ϕ : X × Y ×X → R an u.s.c. function. Suppose that

(13.1) the function m : X × Y → R defined by

m(x, y) = max
s∈S(x)

ϕ(x, y, s) for (x, y) ∈ X × Y

is l.s.c.; and

(13.2) for each (x, y) ∈ X × Y , the set

M(x, y) = {u ∈ S(x) : ϕ(x, y, u) = m(x, y)}

is acyclic.

Then there exists an (x̂, ŷ) ∈ X × Y such that

x̂ ∈ S(x̂), ŷ ∈ T (x̂), and ϕ(x̂, ŷ, x̂) ≥ ϕ(x̂, ŷ, s) for all s ∈ 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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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필자 [93]의 한 정리이다. 정리 12와 13이 동치임은 자명하다. 10절과

12절에 관련된 본인의 연구는 [52, 56, 59, 60, 62, 63, 70-72, 75, 81, 95]에 나와

있다.

13. 전이된 닫힌 (열린)사상값을 가지는 경우

위의 정리들의 대부분은 Brouwer 부동점정리, Sperner 예비정리, KKM 원리와

동치이다. [54, 63, 89, 90, 103]을보라.

흔히많은저자들이 KKM 사상의사상값을완폐적으로닫힌 (compactly closed)

집합 또는 유한적으로 닫힌 (finitely closed) 집합으로, 또는 그에 대응되는 열린 집

합으로, 잡는 경향이 있어 왔는데, 이런 경우에 볼록공간 그 자체에 완폐적으로 생

성된 위상 (compactly generated topology) 또는 유한적으로 생성된 위상 (finitely

generated topology)을 줌으로써 굳이 그러한 사상값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사

실은 KKM 원리와 동치인 많은 정리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의 것들을 포함하

여수많은논문들에서오랜동안이같은사실들이간과되어왔다.

한편 Tian [110]이도입한전이된 닫힌 사상값을 가지는 (transfer closed-valued)

KKM 사상에 관하여 G-볼록공간에서의 KKM 원리의 또다른 변형이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Theorem 14. Let (X,D; Γ) be a G-convex space and F : D ( X a map such

that
(2.1)

∩
z∈D F (z) =

∩
z∈D F (z) [that is, F is transfer closed-valued];

(2.2) F is a KKM map; and

(2.3)
∩

z∈M F (z) is compact for some M ∈ ⟨D⟩.
Then we have

∩
z∈D F (z) ̸= ∅.

이것을 써서 KKM 원리와 동치인 많은 정리들에서 닫힌 값 [열린 값] 대신에

전이된 닫힌 [열린] 값으로 대치한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Fan–

Browder형정리 5는다음과같이일반화된다.

Theorem 15. Let (X,D; Γ) be a compact G-convex space and S : D ( X, T :

X ( X two maps such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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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z∈D S(z) =
∪

z∈D IntS(z) [that is, S is transfer open-valued]; and

(15.2) for each y ∈ X, N ∈ ⟨S−(y)⟩ implies ΓN ⊂ T−(y).

Then either
(i) T has a fixed point x0 ∈ X, that is, x0 ∈ T (x0); or

(ii) there exists a y ∈ X such that S−(y) = ∅.

다른 정리들도 이같은 방법으로 적절히 변형할 수 있다. 이 절과다음 절의 내용

은 [104]를따랐다.

14. 일반화된 완폐성 조건

앞의 모든 정리들이 관련된 공간의 완폐성 또는 그에 대치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자. 이같은 완폐성 조건 (compactness condition) 또는 강제성 조건

(coercivity condition)이 여러 개 있는데, 저자가 주로 사용하는 아주 일반적인 것을

들어보기로하자.

한 G-볼록공간 (X ⊃ D; Γ)와 X의 한 부분집합 Y 에 대하여, (Y, Y ∩ D; Γ′)이

(X ⊃ D; Γ)의 한 G-볼록부분공간이라 함은, 임의의 A ∈ ⟨Y ∩ D⟩에 대하여

Γ′(A) := Γ(A) ∩ Y 라 둘 때, (Y, Y ∩ D; Γ′) 자신이 한 G-볼록공간이 됨을 가리

킨다.

한 G-볼록공간 (X ⊃ D; Γ)에 대하여, 우리는 아주 일반적인 완폐성 조건을 가

지는 KKM 정리의일반적인꼴을얻는다.

Theorem 16. Let (X ⊃ D; Γ) be a G-convex space, K a nonempty compact

subset of X, and F : D ( X a multimap such that

(16.1)
∩

z∈D F (z) =
∩

z∈D F (z);

(16.2) F is a KKM map; and

(16.3) for each N ∈ ⟨D⟩, there exists a compact G-convex subspace LN of X

containing N such that

LN ∩
∩

{F (z) : z ∈ LN ∩D} ⊂ K.

Then K ∩
∩
{F (z) : z ∈ D} ≠ ∅.

완폐성조건 (16.3)은 S.Y. Chang이처음사용하고, 본인이 10년넘게보급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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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있는데, 최근에서야이것을사용하는사람들이나타나기시작했다.

이것을우리가 [63,91]에서사용한것과같은동치변형을해나가면, 다음과같은

Fan–Browder형부동점정리를얻는다.

Theorem 17. Let (X ⊃ D; Γ) be a G-convex space, K a nonempty compact

subset of X, and S : X ( D, T : X ( X multimaps. Suppose that

(17.1) for each x ∈ X, M ∈ ⟨S(x)⟩ implies ΓM ⊂ T (x);

(17.2) K ⊂
∪
{IntS−(z) : z ∈ D}; and

(17.3) for each N ∈ ⟨D⟩, there exists a compact G-convex subspace LN of X

containing N such that

LN\K ⊂
∪

{IntS−(z) : z ∈ LN ∩D}.

Then T has a fixed point.

15. 개인적인 회고와 전망

1983년여름 NATO-ASI, Montreal에참가하여 Ky Fan과 A. Granas의강연을

듣고, KKM 원리의 여러 가지 응용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주로 위상벡터공간의 볼

록집합에 대한 연구에 시종했는데, 1983년 이후에는 Lassonde의 볼록공간 (convex

space)의 연구로 대세가 바뀌었다 [23]. 그 뒤 곧 Horvath의 C-공간 (또는 H-공간)

[15-18]이 나타남에 따라 수 많은 사람들이 Ky Fan의 업적들 [6-11]과 그밖의 결과

들을 C-공간의 경우로 확장하는 연구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밖에도 여러 학자들이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추상적 볼록공간을 생각해내고 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1991년의 Halifax 회의에서 본인은 이같은 연구를 처음으로 KKM 이론이라 불

렀다 [39]. 그뒤 1992년겨울, 본인은 UCLA를방문중이었는데, 그때에비로소일

반화 볼록공간의 개념을 얻게 되었다. 이는 한 달 이상의 불면의 밤들과 수없이 많

은 사고실험을 거쳐 얻어진 것이며, 이런 종류의 공간이 기존의 KKM 이론의 대부

분의 결과를 표현하는 데 적절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 뒤에도, 이러한 공간의 개

념을조금씩개선하여오늘날이논문에나타낸것과같은형태로바꾸어왔다.

1993년 이후에 일반화 볼록공간의 이론은 김훈주, M.P. Chen, L.-J. Lin, 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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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사의 협조를 받아 많은 논문으로 전개되었다. 이같은 연구 방향은 미국, 캐나

다, 오스트랄리아, 프랑스, 타이완, 베트남, 중국, 폴란드 등으로 파급되었고, 이들

여러 나라에서 여러 명의 박사논문의 주제가 되어 왔다. 이 과정을 통하여, 볼록공

간이나 C-공간에서 성립하는 것이 G-볼록공간에서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

부분의 유용한 결과들이 이같이 넓은 범위의 공간족에서 성립한다는 것은 명백해졌

으며, 보다 추상적인 G-볼록공간의 범주에서 KKM 이론의 새로운 결과도 많이 얻

어졌다. 그런데도 아직 좁은 범위의 공간족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앞으로 이 공간족에 관한 연구가 좀더 체계화되고, 더 새로운 괄

목할만한내용이발견되고, 그들이크게응용될수있는날이오기를기대한다.

이 논문의 일부 내용은 Internatinal Workshop on Applied Analysis and Opti-

mization (AAO’2000), Aug. 23-31, 2000, Danang, Vietnam의초청강연으로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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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Equilibrium Problems in Generalized Convex Spaces

Sehie Park

We show that how the fundamental theorems on equilibrium problems can be extended to

generalized convex spaces. Precisely, most of important results in the KKM theory hold without

assuming the linearity in topological vector spaces. Such examples are the KKM theorem, the

minimax theorem and the intersection lemma of von Neumann, the Nash equilibrium theorem,

various fixed point theorems, Ky Fan’s minimax inequality, variational inequalities, best approxi-

mation theorems, existence theorems for solutions of generalized quasi-equilibrium problems,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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