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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소 차수 사영 다양체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이탈리아 대수기하학자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분류되었다 ([1,2]). 그것들의 1차원 선형 단면은 모두 유리 정규 곡선이고, 
그것들의 알려진 대부분의 대수적인 성질을 공유한다. 그래서 최소 차수 사영 
다양체들이 주요 대수적 성질을 기준으로 특성화된다는 아름다운 결과들은 많이 알려져 
있다 ([4, 5, 6]). 반대로 같은 차원과 여 차원을 가지는 최소 차수 사영 다양체들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구별하는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발표에서는 5차원 사영공간에 매립된 사영 대수 곡면들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발표하려고 한다. 그러한 곡면들은, 사영 좌표 변환 
기준으로, 세 종류의 유리 정규 다발들과 Veronese Surface로 네 종류가 있다. 이 
곡면들은 6차원의 2차 동형 방정식들을 만족하는데, 그 안에서 Rank가 3인 것들의 
모임과 4 이하인 것들의 모임을 조사해서 네 곡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사영 집합이 
되는지를 밝혔다. 이러한 모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는 것은 아직 발전된 
이론이 없다. 그래서 Computer Algebra System “Macaulay2”([3])와 그러한 집합들의 
Determinantal 구조를 활용해서 결과를 얻었다. 즉, 5차원 사영공간에 매립된 최소 차수 
곡면들은 위에서 언급한 Rank가 3인 것들의 모임과 4 이하인 것들의 모임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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