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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IJ) 위뼈쳐의 1혜양셈형 ·범훌훌수

林 훌훨 짧

체 l 참 셔 풀

해상흉깐 M위에서 연휴합수들씌 접합C(M)휩에셔 청의펀 볍합수'4>ol! 1:웬

혜 J. R. 월xter 와 R. V. Chacon 두 교수는 개양션행에 환환 채1훌·율’ .x..업

하였다. 0] M이 톰혀 M=(O.l]와 잘여 얼차웹의 페구깐 혈째는 장행oJ

3댐융 증명하였고 뎌 나아가 Compact s뼈ort 훌 갖는 C(M)내와 황추펙 집

합 Co(4/) 훼에셔 φ7￥ ;행펴랬율 때도 역시 션형야 휩율 종명했었다. 0] 논

푼얘서는 Co(M) 위애서 도업펀 개양전형볍황수φ 가 직챔 -향션형볍활수앤

φ+ 와 깨양션형병함수φ- 짜 존재하여 φ=φ+-φ-와 잘여 분짧휩융 종명 하

였다. 그랴2 .!E 돼(M)εLB 언 하나외 백퍼척자 LB 뷔까지 φ훌 확장시 7'1

고， 끝으로 φ+ 와 ￠μ.h) 가 장대 *"채정 °1 었용융 종탱 하였다".

쩨 2 팡 φ+ 와 그와 기불성힐

채 l 철 빼닙I쟁 21률

M올 위장풍간01 라 활 째 M위에셔 청의훤 유체한연속함수천책훌 C(M)

라 표시 하기로 하자. C(M) 위에서 정의훤 깨양션형범함수ψ 차 탤조하고

연속이며

(i) IIφ1I ~1

(li) 찮=0 얼 때 φ(f+g)=φ(/)+φ(g)

(iii) a,b i l- 살수면 φ(af+b)=aφ(f)+b

와 같윤 조건꿇 딴족활 a째 개선행。l 랴 부흘다. 웰반쩍으로 개션형 0] 라 하a훌

션형은 아니다.

compact su뺑on 훌 갖는 C(M) 내와 함수흘 Co(M) 라 표서하뇨 야하 얘

논풍빼셔 φ는 Co(M) 워얘셔 ;정의 됐다고 첨쩨하·7}i료 하:sL R 용 쩔수챔합

올 나다내기로 환다.

다옴 청려는 o} 논활에셔 연용하고져 하논 줌요한 쩡랴톨。l따.

쩔21 2·1. 개션형법함수 φ : Co(M)→R가 (1) lim φ(f) .φ(g)~(2)f 와
UF·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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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양:m. 웹빼/액 g ;it 짱수면 φ(/+g) =d>(f) +fIj(g)

훌 형f좀훌훌변 헬i행 야 q-
종멸- 창교L좋헬 (l)d훌1 였다.

짧at 홉 -2. L s i￥ Co(M) 훌 포항하는 한 빽다격자웰 ‘때 l.geLs °1 .:iL

O~k~f+g <tl h7t Ls 내얘 촌?웹하뺨 αs;，q; -:;;"f와 os;，，"~g자 청렵하고

k=φ+'"헬 "확 함 7t Lst헤액 쩔은쩨빨다.

훌훌훨‘ 황.:it풍행 (7) 8 효헤어져 1-4훌 참고하71 at딸마.

청FI 용.3. a 7t 철수얘고 f논 〔싸(M) 때의 양함훼 활수햄 φ(af) =tJφ (I)

가 챔렵환다.

풍뽑. 철교I풀혈 (1)왜 챔려 (3)율 짧고하쳐 바팔다.

챙~I 웰-4. 염쐐와 때m햄et 첩합 E얘 대해 *한빼훌 째외형l J환환하 많용

합수 I，.一g" it E 위에셔 。이 봐는 Co(R) 내와 알양유채엔 합수수열율 in와

라 하벌 a→∞앨 n혜 φ(좌)-φ(gl싸-→0 야 마-

풍뿔. 창교Z풍현 1 의 보초청화 3 용 참고하71 at란다.

X빼 엉활 양훌훌추R빼 빼환 tP+ «(+11) =f/J+ (f) +tJ야+(0) 출멸

짧램·겔-i. (싸(M) 훌 포황하는 유채향수효느활 빽타책.:4 L,B 7} 었팩r 확자.

야해 0+ 활 했I- (f)파響《빼 라 청확략:xt_ 여자셔 f늪 Ls의 양항추01고 ψ

는 ￠輪職總웹r 蘭함추얘다.
휩깅짚짧縮쩌뼈*없'I'， i'\(l::)!z聊，'0행 짧(f)효o (경} 양확와 상수 c횡때와 lELa, f

2: 0 벌 φ+(cJ)=cφ，+(f)

졸명. φ+ 와 청의 2“5 와 φ와 쟁첼인 챔려에 확혜 명빽하다.

청a1 2·7. f ,gεLB f 2:0, g능O떤 φ+(/+1)=φ+(f)+φ+(g)

철톨혈.f확 g훌 LB 쐐 앵*뽕4한랴 홉훌자.0::;;: tpsf613L 앙효훌rs.g 딱변 05;;;ψ+

φ~/+gOl 표로 φ+(/+값찮뤘+활 (It) 흔φ(tp+ fI') 얘봐. 그환빼 φ와 행는

Co(J빼)，훼h 향수에표i효 창푸 품활 (1)와 합껄E청랙 (7) 에 와혜 φ(tp) +φ4행)=

.(w+ 빼r}애 t후. 교l품 양변빼 sup繼wn 훌 취확딴 fj+(f+g) 2: φ~(f)+(I함 (g)

폴 행는팩.

액요토 O~h~f+g 엎 &훌 〔꾀(M~ 빡빼셔 (족 Its ~째빼J세) 짱쳐-~라면

;정려 잃-2 0:빼 확홉홉 O~φ~fol도~ o.:::;;rr<g야며 1 ψ+훌r:;;;.". 얀 ￠확 훌r7r Co (M)

1쩨뼈 총책한다• .:it효 짧(ψ~~φ(I)， fP(햄:s:φ(g) 활 혈는tf~ .:J..헬t혜 !E 4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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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φ(ur) ::;;supφ(φI) +SUpφ (ur) =φ+(f)+ φ+(g) 이 다.
05.'P~f OS,"5.K

고로 양변에 supremum 을 취하면 sup φ (h) ::;;φ+(1) +φ+ (g).
05.h5.. f+K

따라서 φ+ (f+g) ::;;φ+(f)+φ+(g)를 얻어 증명됐다.

지금까지는 범함수 φ4 를 LB의 양함수에 대해서만 정의하였고 또 그 범

위에서만 션형염을 증명하였다. 다음절에서 다시 φ+ 를 확장시켜 엄와의 φ+

의 함수에 대하여 φ+ 를 쟁의하고 거기에서 전형성야었홈을 총명해 3효껴로

하자.

쩨 3 절 확장과 분해

f를 LB 내의 염의의 함수라 하고 m 과 a 을 임의의 양의 장수로셔 f+m

과 f+n 이 양수가 되도록 참았다 하자. e룰 Co(M) 의 항등원 즉 모든 M
의 원소에 대해 함수값이 1 언 연속함수략 하자. 그러면 φ(M)의 뜻을φ(Me)

라고 정의할 수 있다. 01 때 f+m , f+n, ηIt， η， 이 포두 양이므로

φ+(f+m+n)=φ+(f+m)φ++(n) =φ+(f+n) +φ+(m)

를 얻게 되여 φ+(1+쩌)-φ+(m)=φ+(f+n)-φ+(n) 임을 알 수 었다.

이는 φ+(f+ m)-φ+(m)의 값이 상수 m의 값을 잡는데 관계없이 일정함을

의며한다. 고로 염의의 LB 내의 f에 대한 φ+ 의 값 φ+ (J)를 φ+(f+.m) -φ

+(m)로서 정의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확장된 φ+ 가 LB 위에서 션형임을

보이자. 그려기 위해 다음 두 정려를 위션 얻을 수 있다.

정리 2·8. C가 임의의 질수이고 f는 fELB 언 엄의의 함수면 φ+(cf) =

cφ+(f) 이다.

증명. 정리 2.7 파 참고문헌 (1)의 정리 (2) 으로부터 쉽게 얻어진다.‘

정리 2·9. 염의의 f， g 가 LB 내의 함수일 때 φ+(f+g)=φ+(f)+φ+(g) 이

다.

증명 . LB 내의 염의의 함수 f와 g 에 대혜 f+m~O 이고 g十n~O 언 두

상수 m과 a을 잡자. 그러면 φ+(f+g) =φ+ (f+g+m+n) -φ+(m+쩨)라

정의할 수 있었다. 한편 φ+(f+g+m+π)=φ+(f+m)+φ+(g+n) 이고

φ+(m+n)=φ+(m)+φ+(n) 가 됨은.f+m와 g+n가 양함수라는 사질로부터

명백하다. 고로 φ+(f+g)=[φ+(f+m)-φ+(m)]+~φ+(g+n)-φ+(n)]를 얻

어 정려가 증명됐다.

위 청려들을 종합하면 φ+ 는 LB 위에셔 션형양법함수가됨을 보였다. 그

리고 또 φ+(-f)+φ+(1) =φ+(야 =0 이므로 φ+(-1) =-φ+(f)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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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윤 〔쩌«(0.1) 위에셔 정의환 엠의의 채양션형범합수 φ7t 양션형뱀함

수 φ+ 확 7헤양션형법함수 φ- 와의 과로 분혜펌율 보이고저 한다.

청~l 2·10. Co«(O.lJ) 을 포함하는 벡타격자 LB위에셔 청와환 염의의 재

양전형볍함수 φ 에 때해， 양전형범함수 φ+ 와 채양션형뱀향수 φ一가 존책혜

서 φ=φ+-φ- 로 표시된다.

홍명. 앞 3 철에 의해 φ+ 는 LB 내의 엄와의 함수얘 꽤혜 쩡의된 양션형

t생황수염을 보였다. 二l련빼 지급 전형병함수 φ+ 와 채전형법함수 φ와의 차

φ+-φ 폴 φ- 라고 정의하면 φ- 는 명백히 개전형범함수가 되고 φ=φ+-φ-

훌 열어 정려가 종명됐마. 만알 φ 가 아«(O.IJ) 위에셔 장의환 채양전형범

함수이고 Ifl :C;; 1 이라면 |φ (f) I 흐φ(Ifl) ~φ (e) 고로 야로부터 IIφ11=φ (e)

률 앨는다. 01로부터 다용 정려롤 얻는다.

정21 2·11. I ’φ11=φ+(e)+φ-(e)

증명. 앞정려 2‘ 10 애 의해 φ=φ+-φ- 였기 때푼에 IIφII~φ+11+11φ-11=φ+

(e)+φ-(e)률 염는다. 반대 부등식을 얻기 휘해 ψ 흘 L B 내의 함수로셔 O:C;;

ψ~1 되체 잡자.:2려면 12qJ-ll :C;; 1 이고 제 2 장 채 1 철의 (iii)애 의해 IIφII

Eφ(2ψ-1)=2φ(ψ)-φ(e)를 얻는다. 여기서 ￠얘 대한 supremum율 취하면

IIφII츠-짧+(e) -φ (e) =φ+(e)+φ (e) . 고로 IIφ11=φ+(e)+φ-(e)룡 얻어증명됐다.

X헤 훌찮 1빼선형범활수 φ<a， b)와 상대 유계첼

빼 1철 φ(a，'6)외 첼악와 상대 폼채성

a 와 b 흘 확장환 질수라 ι하자. (0«'α， b» 내의 염의의 합수 f에 대하여

일양으로 유계한 합수와 수열 !n 을 Co«R» 혜셔 참되

{t) 주간 (a,b) 안에셔 compact support훌 갖도룩 하고

(2) 子칸 (a , b) 내와 염와의 compact언 첩합융 E4 할 때 유한깨의 !n
f의 값은 쩨외하고 냐머지 포든 fn一f와 값여 E 위에셔 영야 되도폭 참았다

고 하자.

그려띤 앞 정리 2·4얘 의해 t→∞알 때 φ (J;씨는 활 극한값을 갖는다. 여

기셔 φ는 다(R) 위에 셔청와펀 깨선형뱀함수이다- 아 극한값을 φ'<a， b)(!) 라

고 표셔하기로 하자. 二Z려면 야 φ<a， h)는 개子간 (a, b) 와얘셔 청와봤기 혜문

혜 일반책으로는·션협범함수가 훨 수 없다.

보조정리 3·1. φ(a， b)는 Co CCa, b» 위 에셔 개션형 범함수야 다. φω’”는 얼

의척으효 청의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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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위 청외에셔 φa’“가 수열 fn 와 관계없이 알의적으로 정혜진마는

샤질윤 정리 2·4 로부터 자명하다. 또 참고문헌 (1)의 보조청리 (4) 에 의혜

φCa， b)는 개양선형범수임을 알 수 있다. 고로 증명됐다.

여기셔 청의된 φCa， b)에 대해 앞쩡리 2'10 을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은 분혜

를얻는다.

따름청리 3 ‘ 2. 위에서 청의된 φCa， b)에 대해 양션형범함수 φ+ω， b)와 개양선

형 함수 φ-μ， b)가 존재 하여 φ)a， b=φ+(a， b〉-φ-ω， b) 로 표시 된다.

다음은 전형범함수에 대해셔도 상대유계성을 갖는가를 검토해 보자. 이에

대혜 다음 정의부터 살펴하자.

정의 3·3. norm 이 주어진 선형공간 L 위에서 정의된 개선형범함수 φ 가

있을 혜 질수집합 {φ (g) Ilg IS; f} 이 fεL 인 임의의 함수 f에 대해 향장

유계하면 φ 는 상대유계하다고 한다.

정리 3·4. φ+ 와 φCa.b) 는 상대유계하다.

홍명. 선형범함수 φ+ 의 상대유계성은 직접 참고문헌 (9)의 8·33에서 명

백하다.

개션형범함수 φCa， b) 의 장대유계성을 보이자.f를 Co«a, b)) 내의 엄의의

함수라 하자. Igl sof 언 Co«a, b)) 내의 염의의 함수 g롤 잡으면 f능g 이고

-fS;g 이 다. φ 가 단조범 함수야기 때문에 φ(a， b) 도 단조범함수이 다. 따라서

φCa'b)(f) ~φ)(a， b) (g) 이 고 φ(a， b) (一f) S;φω， b(g) 이 다. 또 φ(a， b) (一f)=-φ(a， b)

이기 때문에 이 두 식으로부터 |φι， b) ISOφ(a， b) (f) 이묘로 φ(a， b) 가 상대유계

이다. 고로 증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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