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5

조합론

5.1 여는 글

조합론은 워낙에 세분화되어있고 독립된 분야들도 많아 한마디로 조합론을 한마디로

정의하긴 쉬운 일은 아니다. 대략적이게 설명하면, 조합론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조합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와 같은 존재성 문제와, 그렇다면 그런 방법의 수

는 모두 몇인가와 같은 경우의 수에 대한 질문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다. 물론 더

나아가 그러한 방법들을 체계화하고 군으로 만드는 등의 다양한 발전이 가능하지만,

그 기본 질문은 존재성과 경우의 수에서 시작한다.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조합론에 대한 인상은 수학 참고서 뒷면에 나오는 심심풀이

땅콩 문제들과 비슷할 것이다. 사실, 정답이다. 그러한 문제들이 모두 조합론이다. 예

컨데 루빅스 큐브를 맞추는 방법이라던가, 한붓 그리기 그림들, 주어진 지도를 최소

몇 가지의 색깔로 색칠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들이 모두 조합론에 속해있다. 그래서일

까, 일반인들도 도전하기 쉬운 문제들이 많으며, 동시에 일반인들이 해결한 문제들도

종종 있다. 조합론은 수학에 대한 배경이 부족해도 독특한 관점으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직관과 통찰을 가진 천재들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합론이란 분야는 워낙에 다양한 문제들이 많아 이 장에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

만, 그래도 대표적인 문제들과 난제 하나정도는 소개해볼 요량이다.1 난제라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혹시 아는가?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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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피보나치 수열

어느 날 당신은 토끼농장을 운영하는 삼촌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부탁은 다름이 아

니라 삼촌이 한 달동안 급하게 해외를 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토끼농장을 맡길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마침 일이 없는 차라, 흔쾌히 승낙했다.

워낙에토끼를좋아하는당신은,부푼마음에토끼농장을찾아갔다.삼촌의토끼농

장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토끼농장이라 들었기에, 여러 토끼를 볼 생각에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농장을 찾아가니 아뿔싸 이게 왠걸, 토끼농장에는 한 쌍의 토끼밖에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털 색깔을 보아하니 그것도 새끼 토끼 한 쌍이었다. 당신은

삼촌에게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고 물었고, 삼촌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농장의 토끼가 엄청난 번식력으로 유명하잖아. 근데, 우리 농

장의 최대 수용량이 100만쌍이거든. 미리 다 처분해놓지 않으면 한 달 자리를 비우는

동안 농장이 꽉 찰 것 같아 말이지.”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다. 아니, 아무리 토끼가 번식력이 좋다한들 한 달

만에 100만쌍으로 불어날까? 당신은 토끼의 번식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삼촌을

못미더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토끼 번식에 대해서 알려주지. 우리 농장의 새끼 토끼는 하루면 다 커. 그리고 다

큰 토끼는 매일 수컷 한마리 암컷 한마리, 이렇게 한 쌍의 새끼를 낳지. 그리고 우리

토끼는 절대 농장 밖으로 도망치거나 죽는 일은 없어.”

당신은 토끼의 경이로운 번식력에 감탄했다. 하지만, 아무리 번식력이 좋다한들

한 달만에 100만쌍이라니, 과연 그럴까? 삼촌을 배웅하고 농장으로 돌아온 당신은

토끼를 관찰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 그러기위해 각 토끼쌍 별로 이름을 지어주기로

생각했다.새끼일때에는소문자알파벳으로,다크면대문자로말이다.첫째날,당신은

기존에 있던 새끼토끼 한 쌍에게 a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튿날, 삼촌의 말마따나 토끼의 성장속도는 대단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새끼였던

a는 성숙해져 A가 되었다. 아마 내일이면 A의 새끼토끼 한 쌍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희 의심이 들었다. 이튿날인 오늘도 여전히 한 쌍, 그리고 아무리

새끼를 낳는다 한들, 셋째 날인 내일도 고작 두 쌍에 불과할 것이다.

셋째날, 당신의 예상대로 A는 새끼를 한 쌍 낳았다. 당신은 그 토끼 쌍의 이름을 b

라고 지었다. 다음날인 넷째날, A는 또다른 새끼 한 쌍 c를 낳았으며, b는 자라서 B가

되었다. 다섯째날은 A는 d를 낳았으며, B는 e를 낳았고, c는 C가 되었다.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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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동안 새끼가 얼마나 늘었나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표가 만들어졌다.

날짜 1 2 3 4 5 6 7

토끼 a A Ab ABc ABCde ABCDEfgh ABCDEFGHijklm

첫번째 주가 끝나는 날,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토끼의 개체수는 무려 13쌍이

되었다. 물론 100만에 이르려면 아직 턱없이 부족하지만, 더 이상 쓸 알파벳이 없어

토끼의이름을짓지못할위기에처했다.토끼에게이름을짓는건다소비효율적인방

법이라생각한당신은,이름을짓는걸포기하고토끼를세기로결심했다.표는다음과

같이 더 깔끔한 형태로 바뀌었다.

날짜 1 2 3 4 5 6 7

토끼 (쌍) 1 1 2 3 5 8 13

표는더깔끔한형태로바뀌었지만,다음날몇쌍의토끼가될지예측하는건더어

려워졌다.이표는성숙한토끼가몇쌍,새끼토끼가몇쌍인지는알수없기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조금 더 표를 보완해보았다.

날짜 1 2 3 4 5 6 7

토끼 (쌍) 1 1 2 3 5 8 13

새끼 + 성숙 1 + 0 0 + 1 1 + 1 1 + 2 2 + 3 3 + 5 5 + 8

마지막 줄의 성숙 + 새끼는 성숙한 토끼가 몇 쌍 + 새끼 토끼가 몇 쌍인지를 말

한다. 첫째날은 성숙한 토끼는 없고 새끼 토끼가 한 쌍이었으니 1 + 0, 둘째날엔 새끼

토끼가 없었고 성숙한 토끼가 한 쌍이었으니 0 + 1, 셋째날엔 각각 한 쌍이니 1 + 1,

이런 식으로 말이다. 표를 자세히 살펴본 당신은 토끼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주 훌

륭한 규칙을 찾아내었다. 5일째의 토끼 수는 3일째의 토끼 수와 4일째의 토끼 수를

더한 값이었고, 6일째는 4일째와 5일째를, 마찬가지로 7일째는 5일째와 6일째를 더한

값이었다. 즉, n번째 날의 토끼쌍의 수는 n − 1째 날과 n − 2째 날의 토끼쌍의 수를

더한 값일 것이다.

왜 그런걸까? 한번 증명해보자. 일단, 편의를 위해서 n째날 토끼농장에 있는 토끼

쌍의 수를 Fn이라고 표기하도록 해보자.

토끼는 농장을 이탈하거나 죽는 일은 없다고 하였으므로, n − 1째날에 살아있는

토끼 Fn−1쌍의 토끼는 n째날에도 역시 살아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n − 1째날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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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해진 토끼 쌍들은 또 새끼를 한 쌍씩 낳을것이다. 즉, Fn은 Fn−1에 n − 1째날에

성숙한 토끼 쌍의 수를 더한 값이다. n− 1째날에 성숙한 토끼 쌍의 수는 그럼 몇일까?

새끼토끼가 성숙해지는데 하루의 시간이 걸린다 하였으니, n − 2째날에 있었던 토끼

Fn−2쌍은 n− 1째날에 모두 성숙해진 상태일 것이고, 그러므로 n째날에 Fn−2의 토끼

쌍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Fn = Fn−1 + Fn−2가 되며, 위의 관계식은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당신은 이 사실을 기반으로 삼촌이 돌아오는 서른째날의 토끼쌍의 수를 계산해보

기로 했다.

날짜 1 2 3 4 5 6 7 8

토끼 (쌍) 1 1 2 3 5 8 13 21

날짜 9 10 11 12 13 14 15 16

토끼 (쌍) 34 55 89 144 233 377 610 987

날짜 17 18 19 20 21 22 23 24

토끼 (쌍) 1597 2584 4181 6765 10946 17711 28657 46368

날짜 25 26 27 28 29 30

토끼 (쌍) 75025 121393 196418 317811 514229 832040

30일째까지 계산해본 당신은 토끼의 번식 속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삼촌의

말마따나한달만에새끼토끼한쌍은 100만쌍에육박할정도로번식했기때문이다.다

행히도삼촌은시간약속에철두철미한사람이라,토끼가우리에넘쳐나기전에돌아와

토끼를 처분했다는 이야기이다.

위와 같은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 부른다.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인들에게도

다소 익숙한 수열임에도 불구하지만, 심지어 수학과들 사이에서도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많다. 그 중 대표적인 오해는 피보나치 수열이 수학자 피보나치가

만들었다는 오해인데, 해당 수열의 기원은 인도의 수학자 핑갈라(Pingala)로 본다.23

잠깐 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피

보나치는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다. 그의 본명은 레오나도 보나치(Leonardo Bonacci)

로 이탈리아 피사 출신의 수학자이다. 그는 중세시대에 가장 유명한 수학자로 손꼽

히는 인물이었다. 피보나치가 언제 활동했던 인물인지 많은 수학과 학생들조차 종종

헷갈려하는데, 그는 다름아닌 12 13세기 인물이다.4 아직 0이라는 숫자도 없었을 때,

로마숫자를 사용하던 유럽에 인도의 숫자 그리고 수학 표기법을 퍼뜨린 인물로,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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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나치가 없었으면, 유럽은 현대 수학의 본고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피보나치의 이야기는 이걸로 접고, 이제 다시 피보나치 수열로 이야기를 돌아와보

자.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꽤 쉽다. 바로 앞에 왔던 두 숫자를 더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n번째 피보나치 수열의 항을 구하라는 질문을 답하기는 어렵

다. 예컨데, ”피보나치 수열에서 100번째로 오는 숫자는?” 이라는 질문에 윗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하려면 앞서 나오는 99개의 숫자 또한 계산해주어야 한다는 맹점이 있

다. 그렇다면 어떻게 임의의 피보나치 수열의 항을 알 수 있을까? 바로 조합론 단원의

첫번째 주제, 생성함수를 이용해주는 것이다.

5.3 생성함수

피보나치 수열 말고 수학에서는 여러가지 수열이 많다.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처럼

연속하는 두 항의 차, 혹은 비가 일정한 수열이 있다. 또한 공을 삼각형의 모양으로

정렬하였을때의공의개수를의미하는삼각수열이있고5마찬가지로사각형의모양으

로 정렬하였을 때의 공의 개수인 제곱수열이 있다.6 무작위 수열이 아닌 이상, 이러한

수열들은 모두 ”규칙”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갖는다. 당연한 소리인가? 다시 말해,

각각의 수열들의 n번째 항은 앞선 항들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예컨데, 삼각수열은 1, 3, 6, 10, · · ·으로 가는데 n번째 항 an은 n − 1번째 항에 n

을 더해준 값이다. 3번째 항인 6은 2번째 항인 3 에 3을 더한 값, 4번째 항인 10은 3

번째 항인 6에 4를 더한 값, 이런 식으로 말이다. 즉, 이를 an = an−1 + n이라 표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식을 재귀식이라 부른다. 비슷한 원리로, 제곱수열의 재귀식은

an = an−1 + 2n − 1이며, 피보나치 수열은 Fn = Fn−1 + Fn−2이다.7 또한 피보나치

수열과 비슷한 트리보나치 수열은 Tn = Tn−1 + Tn−2 + Tn−3의 재귀식을 갖는다.8

그렇다면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보자. 피보나치 수열의 n번째 항은 어떻게 알아

낼 수 있을까? 피보나치 수열의 항을 계수로 삼는 무한 급수 함수를 생각해보자. 즉,

다음과 같은 함수를 생각해보자.

F (x) = 1 + x+ 2x2 + 3x3 + 5x4 + 8x5 + · · · =
∞∑
n=1

Fnx
n.

이 식은 xn의 계수를 Fn, 즉 n번째 피보나치 수열의 항을 갖는다. 이를 생성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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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컫는데, 주로 예측하기 힘든 수열의 n번째 항을 찾아내는데 아주 훌륭한 역할을

소화해낸다. n번째 항과 함수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제서부터 찬찬히 보일

것이다.

피보나치 수열이 Fn = Fn−1 + Fn−2라는 재귀식을 가진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위의 함수 역시 재귀식을 이용해서 다시 써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F (x)

에 x를 곱한 xF (x)라는 식을 생각해보자. 다음과 같을 것이다.

xF (x) = x+ x2 + 2x3 + 3x4 + 5x5 + 8x6 + · · · =
∞∑
n=1

Fn+1x
n.

또한 x2F (x)를 생각해보자.

x2F (x) = x2 + x3 + 2x4 + 3x5 + 5x6 + 8x7 + · · · =
∞∑
n=1

Fn+1x
n.

이제 위의 두 식을 더해보자.

xF (x) + x2F (x) = x + x2 + 2x3 + 3x4 + 5x5 + 8x6 + · · ·
+ x2 + x3 + 2x4 + 3x5 + 5x6 + · · ·

= x + 2x2 + 3x3 + 5x4 + 8x5 + 13x6 + · · · = F (x)− 1.

피보나치 수열의 재귀식적 성질 덕분에 xF (x) +x2F (x) = F (x)− 1이라는 훌륭한

식이 나왔다. 이를, 다시 고쳐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F (x)− xF (x)− x2F (x) = 1 =⇒ F (x)(1− x− x2) = 1 =⇒ F (x) =
1

1− x− x2
.

이것이 무슨 의미냐, F (x)라는 피보나치 수열을 계수로 삼는 함수, 이른바 피보나

치 수열 생성 함수가
1

1− x− x2
라는 훌륭하고 간단한 식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는임의의항을예측하긴어렵다.이제해야될것은이식을어떻게더좋게

바꿔주느냐의 일이다.

여기서 이
1

1− x− x2
라는 식을 주목해보면, 분모가 2차방정식이다. 해당방정식이

두개의 1차방정식으로인수분해가가능하자고상상해보자. (1−x−x2)의인수분해된
형태를 (1− κx)(1− κx)라고 놓고, 다음의 식을 상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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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κx
+

d

1− κx
=
c(1− κx) + d(1− κx)

(1− κx)(1− κx)
=
c+ d− cκx− dκx

1− x− x2
.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겁낼 것 없다. 가장 오른쪽 분수에서, 만약 분자인 c + d −
cκx − dκx값이 1을 만족시키는 c, d값을 찾아낸다면, 1/(1 − x − x2) =

c

1− κx
+

d

1− κx
로 표현이 가능해진다. 다시말해,

1

1− x− x2
는 1차방정식을 분모로 삼는 두

분수 c/(1− κx)와 d/(1− κx)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1−x−x2를인수분해하면

(
1− 1 +

√
5

2
x

)(
1− 1−

√
5

2
x

)
이된다.9 다소

식이 복잡한 관계로 κ =
1 +
√

5

2
로, κ =

1−
√

5

2
로 표기하자.

1

1− x− x2
=

c

1− κx
+

d

1− κx
로 표현이 가능하니 c값과 d값을 찾는 일이 남아있

다. c + d − cκx − dκx = 1라는 식을 풀어보면, c + d = 1이며 −cκ − dκ = 0이라는

관계식이 나온다. 해당 식을 해결하면 c = κ/
√

5가, d = −κ/
√

5라는 값이 나오며, 즉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1

1− x− x2
=

κ√
5

1− κx
−

κ√
5

1− κx
.

숨이 턱턱 막혀오는 독자들을위해한마디 희망이 되는 말을 하자면,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힘내주길 바란다.

이 장 가장 처음에 등비수열을 잠깐 언급했었다. 등비수열이란, 연속하는 두 항

의 비가 일정한 수열이라 하였다. 예컨데, 1, 2, 4, 8, · · ·는 연속하는 항의 비율, 이른바

등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 혹은 1, 1/2, 1/4, 1/8, · · ·는 등비가 1/2인 등비수열이다. 등

비수열의 각각의 항을 모두 더한 것을 등비급수라 하는데, 시작하는 항이 a, 등비가 r

인 수열의 급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a+ ar + ar2 + ar3 + · · · =
∞∑
n=0

arn =
a

1− r
.

여기서 a가 κ/
√

5라고, r = κx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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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
5

1− κx
=

κ√
5

+
κ2√

5
x+

κ3√
5
x2 +

κ4√
5
x3 + · · · .

마찬가지로 a가 κ/
√

5라고, = κx라고 가정하면, 역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κ√
5

1− κx
=

κ√
5

+
κ2√

5
x+

κ3√
5
x2 +

κ4√
5
x3 + · · · .

우리가왜이런귀찮은과정을거쳤느냐잠깐한번생각해보자.무슨문제를풀려고

여기까지왔느냐,바로피보나치수열의 n번째항을예측하는방법을찾기위해서였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라곤, 피보나치 수열을 생성함수로, 함수의 재귀식으

로 표현해준 뒤,
1

1− x− x2
로 표현, 해당 식을 소인수분해 해준 뒤, 각각의 분수를

무한급수로 표현해준 것 뿐이다. 다소 의미없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우리는 원래의

질문의 해답에 거의 근접했다. 다음 식을 살펴보자.

F (x) =
1

1− x− x2
=

κ√
5

1− κx
−

κ√
5

1− κx

=

(
κ√
5

+
κ2√

5
x+

κ3√
5
x2 +

κ4√
5
x3 + · · ·

)
−
(
κ√
5

+
κ2√

5
x+

κ3√
5
x2 +

κ4√
5
x3 + · · ·

)
=

(
κ− κ√

5

)
x+

(
κ2 − κ2√

5

)
x2 +

(
κ3 − κ3√

5

)
x3 +

(
κ4 − κ4√

5

)
x4 + · · ·

=
∞∑
n=0

(
κn+1

√
5
− κn+1

√
5

)
xn.

F (x)식은 피보나치 수열의 생성 함수로 xn의 계수로 피보나치 수열의 n번째 항,

즉 Fn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식을
1

1− x− x2
로 표현해준 뒤, 인수분해, 그리

고 무한급수로 표현해준 결과, xn의 계수는 사실상

(
κn+1

√
5
− κn+1

√
5

)
이었다. κ와 κ를

원래의 값으로 표현해주면, F (x)의 값은 사실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F (x) =
∞∑
n=0

 1√
5

(
1 +
√

5

2

)n+1

− 1√
5

(
1−
√

5

2

)n+1
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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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보나치 수열의 n번째 항은
1√
5

(
1 +
√

5

2

)n+1

− 1√
5

(
1−
√

5

2

)n+1

이다. 식

중간중간에
√

5와 분수가 나와서 이 값이 과연 딱 떨어지는 자연수가 될까 걱정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식을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 계산기에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항상 자연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곧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
1−
√

5

2

)n+1

이다.
√

5의 값

은약 2.236068 · · ·정도된다.즉, (1−
√

5)/2의절대값은 1보다작은값이된다.절대값

이 1보다 작은 값은 제곱할수록 점점 0에 더 가까워진다. 거기에
1√
5
를 곱해주었으니,

1√
5

(
1−
√

5

2

)n+1

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진다. 즉, Fn을 구하는 데에는

뒤의 부분을 염두해두지 말고 앞의 부분인
1√
5

(
1 +
√

5

2

)n+1

만 계산해준 뒤, 일의

자리 까지 반올림해주면 Fn 값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번 확인해보고자 아래에

1√
5

(
1 +
√

5

2

)n+1

과 Fn의 비교표를 첨부하였다.

n 1 2 3 4 5 6 7 8

Fn 1 1 2 3 5 8 13 21

1√
5

(
1 +
√

5

2

)n+1

0.724 1.171 1.894 3.065 4.960 8.025 12.985 21.010

표를 보면,
1√
5

(
1 +
√

5

2

)n+1

의 값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Fn과 거의 같아진다.

이 약간의 오차는 뒤따라오는
1√
5

(
1−
√

5

2

)n+1

에 의해 조정된다.

여러분들은 이제 첫번째 메인디쉬인 피보나치 수열과 생성함수를 무사히 마쳤다.

이번엔 다소 새로운 스타일의 조합론 문제를 도전해보자. 다름아닌, 체스판 문제이다.

121



수학하기 좋은 날 John Lee

5.4 제 1 체스판 문제: 존재성 문제

조합론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단골 문제는 체스판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문제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문제 5.1. 일반 체스판 문제: m×n크기의 체스판이 있고, 2× 1크기의 도미노와 1× 1

크기의 모노미노가 있다.10 그랬을 때 m × n꼴의 체스판을 덮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문제만 보았을 때는 무슨 3류 수학 참고서에 심심풀이 문제로 나오는 문제같다. 하

지만,이문제는매우흥미로운조합론적성질을보유하고있다.일단첫째로,연습삼아

다음의 문제를 도전해보자.

문제 5.2. 체스판 문제 1: 3×3크기의체스판을 2×1크기의도미노로덮을수있는가?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도미노들을 정렬해서 도미노들끼리 겹치지 않고 또 체스

판을 벗어나지 않은 채 체스판을 완전히 가릴 수 있냐는 질문이다. 물론 이 문제는

삼척동자도 쉽게 푸는 물어보나마나한 질문이다. 9칸짜리의 체스판을 2칸짜리의 도미

노로 겹치지 않고 벗어나지 않게 덮는게 가능할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문제를 약간 더

꼬아보자.

문제 5.3. 체스판 문제 2: 3× 3크기의 체스판에서 임의의 한 칸을 잘라냈을 때, 해당

체스판은 2× 1크기의 도미노로 항상 덮을 수 있는가?

9칸짜리체스판에서 1칸을떼어냈다.즉, 8칸짜리의이상한형태의체스판,이체스

판을 항상 도미노로 덮을 수 있는가? 8칸짜리 체스판이야 그리기 어려운 것은 아니니,

친절한 작가는 아래에 체스판의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다.

X X

X

그림 5.1: 1칸이 떼여진 3× 3체스판

X표가 쳐진 부분이 떼어진 부분이라고 가정하자. 물론 9칸짜리 체스판에서 1칸을

떼어내는 방법의 수야 9가지가 있겠지만, 굳이 9개의 체스판을 일일이 조사할 필요는

122



수학하기 좋은 날 John Lee

없다. 나머지 6개의 체스판은 위에 있는 체스판이 회전된 형태와 동일할테니 말이다.

한번 책을 덮고 상상해보자. 위의 세개의 체스판 모두가 2칸짜리 도미노로 덮을 수

있는 형태인가? 혹시 덮을 수 없는 체스판이 위에 셋 중에 있는가?

일일이 시도해본 열정적인 독자분들이라면 나머지 둘과 다르게 가운데에 있는 체

스판은 도저히 덮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어째서 그럴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잠시 접어둔 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보자. 이번엔 8× 8

의 체스판에서 시작한다.

문제 5.4. 체스판 문제 3: 8× 8크기의 체스판에서 다음과 같은 두 칸을 잘라냈을 때,

2× 1크기의 도미노로 덮을 수 있는가?

X

X

그림 5.2: 양 끝의 2칸이 떼여진 8× 8체스판

이번에는 64칸의 체스판 중 양끝의 두 칸이 잘려진 다소 괴기한 모양의 체스판이

다. 이 체스판은 도미노로 빈틈없이 덮는 것이 가능할까? 한번 이번에도 시도해보길

권장하는 바이다.

어떤가? 62칸의 체스판을 덮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는가? 아마 못찾았지 않았을

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과연 정말로 없는 것일까? 혹시나 있는데 우리가 못찾았다는

가능성 역시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11

사실 이 체스판에는 필자가 약간의 장난을 쳐놨다. 눈치 빠른 독자들이 답을 눈치

채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말이다.위의 3×3체스판과 8×8체스판은일반체스판과는

다른 점이 있다. 무얼까? 바로 ”색”이 없다. 이 체스판들은 색칠이 되어있지 않다.

도대체 색이 체스판과 무슨 상관인데? 싶을 수 있다. 물론 색이 있다고 체스판을

도미노로 채워넣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나 사라지진 않는다. 하지만 이 ”색”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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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판을 도미노로 채워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번엔 필자가 색칠된 체스판을 준비해보았다.

X � �

� � �

� � �

� X �

� � �

� � �

� � �

� X �

� � �

그림 5.3: 1칸 떼여진 3× 3체스판 (색칠)

이제 이 체스판들을 2×1 도미노로 채워본다고 가정해보자. 이 두칸짜리 도미노는

가로로 세로로만 놓여질 수 있으니, 도미노가 덮는 색은 다음 두가지 조합밖에 없을

것이다.

� � � �

다시말해, 두칸짜리 도미노는 항상 검은색 한칸, 흰색 한칸밖에 덮지 못한다는 것

이다. 즉, 1칸이 잘려나간 3 × 3체스판에서 만약 검은 칸의 개수와 흰 칸의 개수가

같지 않다면, 도미노는 해당 칸을 덮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전혀 없을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왼쪽과 오른쪽 체스판은 흰 칸과 검은 칸이 둘다 4개씩 있어 4개의 도미노로

덮을 수 있다. 반면에, 가운데 체스판의 경우는 흰 칸이 고작 3칸, 반면 검은 칸은 5

칸이므로, 이를 4개의 도미노로 덮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덮더라도 항상 검은칸

두 칸이 남게 된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2칸이 잘려나간 8 × 8체스판 문제로 돌아가보자.(아래에

색칠된 체스판을 준비했다.) 과연 이 체스판은 도미노로 모두 덮어낼 수 있을까?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그림 5.4: 양 끝의 2칸이 떼여진 8× 8체스판 (색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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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칸의 개수는 30개, 검은 칸의 개수는 32개, 즉, 도미노로 해당 체스판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5.5 제 2 체스판 문제: 가짓수 문제

앞 장에서 소개된 일반 체스판 문제로 돌아와보자. 일반 체스판 문제는 m× n의 체스
판을도미노와모노미노로덮는경우의수를찾는문제였었다.가장일반적인 n = 1인

경우를한번살펴보자.즉,가로로길이가m칸,세로로한칸인기이한모양의체스판을

2× 1의 크기를 갖는 도미노와 1× 1의 크기를 갖는 모노미노로 덮는 것이다.

너비가 1, 길이가 m인 체스판을 도미노와 모노미노로 덮는 경우의 수를 Fm이라고

부르자. m이작은경우에는별로경우의수가많지않을것같기에한번직접세보도록

해보자.

일단 m = 0인 경우는 어떨까? 잠시만 ”m이 0이라면, 체스판이 없는 거잖아. 체스

판을 그럼 덮는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당한 말씀이다. m이 0이라면 체스판은

존재하지 않는게 된다. 하지만, 필자는 이 경우도 따져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부탁한

다.(그 이유는 차차 밝혀질 것이다.) 그 뿐만 아니다. 염치없는 필자는 이 0칸짜리

체스판을 덮는 경우의 수, 즉 F0를 1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0칸짜리 체스판을

덮는 방법은 ”아무 도미노도 모노미노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12

m이 1인 경우, 즉 1× 1의 체스판을 덮는 방법은 한가지 뿐이다. 바로 모노미노만

사용해주는 것이다. 도미노는 이 체스판을 덮고 삐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도미노는

아예 생각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즉 Fm = 1이다.

이번엔 m이 2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아래의 그림은 2× 1크기의 체스판을 덮는 경

우의수의그림이다.흰칸은한칸한칸이모노미노이며,검은칸은연속된두검은칸이

하나의 도미노를 나타낸다.

� � � �

그림 5.5 2× 1의 체스판을 덮는 경우의 수

보다시피 2×1의체스판을덮는경우의수는두가지뿐이다.두모노미노로덮거나,

하나의 도미노로 덮거나. 즉 F2는 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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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3× 1의 체스판을 덮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 � � � � � � � �

그림 5.6: 3× 1의 체스판을 덮는 경우의 수

보다시피 F3 = 3이다.지금까지의판세로봐선 F1 = 1, F2 = 2, F3 = 3이니, F4 = 4

일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이번에도 한번 일일이 그려보도록 해보겠다.

� � � � � � � �

� � � � � � � � � � � �

그림 5.7: 4× 1의 체스판을 덮는 경우의 수

이번에는 보다시피 다섯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즉 F4 = 5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

막으로 F5의 경우의 수를 그림으로 살펴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5.8: 5× 1의 체스판을 덮는 경우의 수

마지막으로 본 5× 1의 체스판을 덮는 경우의 수는 F5 = 8이라고 밝혀졌다. 지금까지

구한 값들을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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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0 1 2 3 4 5

Fn 1 1 2 3 5 8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수열이다. 그렇다, 바로 조합편 가장 처음에 나온 피보나치

수열이다. 보면 알겠지만 F0을 1로 놓음으로써 완벽하게 피보나치 수열과 대응하게

된다.13 하지만 과연, 이 수열이 진짜로 피보나치 수열일까? 혹시 처음 몇개의 항은 피

보나치 수열처럼 증가하는 듯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상한 수열로 바뀌는 건

아닐까? 한번 이 Fn수열이 진짜로 피보나치 수열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증명해보도록

하자.

m× 1의 체스판을 덮는 경우의 수의 일반식을 찾아보기 위해서, 당신 앞에 m× 1

크기의 체스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기왕에 가정한거 m이 1보다 크다고 가정

하자.그럼가장첫번째타일을무엇으로덮을까? m이 1보다크다고했으니,모노미노

로 덮어도 될 것이고, 도미노로 덮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첫번째 칸을 모노미노로

덮는다면, 남은 칸의 개수는 몇일까?

”그걸말이라고!당연히m−1칸이지!”정답이다.그렇다면남은체스판을m−1×1

의 체스판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 체스판을 덮는 경우의 수는 Fm−1일 것이다.

”잠시만,나는모노미노말고도미노로덮고싶은데?”물론수학자들은선택의자유

를존중한다.모노미노가아니라도미노로덮는경우도생각해주는것이인지상정이다.

그렇다면 첫 칸을 도미노로 덮으면, 남은 체스판의 크기는 몇일까? 당연히 m− 2칸이

다. 그러므로, 남은 체스판의 크기를 m − 2 × 1이라고 봐도 될 것이며, 이 체스판을

덮는 경우의 수는 Fm−2이다.

다시말해, m× 1의 체스판을 덮는 경우의 수는 가장 첫 칸을 모노미노로 시작해서

체스판을 덮는 경우의 수와 도미노로 시작해서 체스판을 덮는 경우의 수의 합이라

볼 수 있는데, 각각은 Fm−1과 Fm−2이다. 그러므로, Fm = Fm−1 + Fm−2이며, 이는

피보나치 수열의 재귀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m × 1의 체스판을 덮는 경우

의 수는 피보나치 수와 동일하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는 동일하진 않다. 왜냐하면,

피보나치 수열 Fn은 n = 1인 경우에서 시작하지만, 체스판 수열 Fm은 m = 0인 경

우에서 시작해주었다. 즉, 항을 한칸씩 옮겨주어야 한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을 위해

조금더결론을개선하면, m×1의체스판을도미노와모노미노로만덮는경우의수는

피보나치 수열의 m+ 1번째 항과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도전의식에불타는독자분들은한번 m×1의체스판을 1×1크기의모노미노, 2×1

크기의도미노,그리고 3×1크기의트로미노가체스판을덮는경우의수,그리고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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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스판을 모노미노와 도미노로 덮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보길 권유한다.14

5.6 그래프 이론

이번 장에 소개될 이론은 수학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그래프 이론이다. 그래프

이론의시초는...이패턴이면나오는수학자하나가꼭있다.그렇다.오일러다.15 일단

그래프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그 기원과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볼까한다.

18세기 프러시아에 위치한 쾨니히스베르크라는 도시에는 프레겔강과 7개의 다리

가 아래의 그림처럼 있었다.

16

Figure 5.1: 쾨니히스베르크의 7개의 다리

당대 가장 유명했던 문제는, ”이 7개의 다리를 한번씩만 건너서 처음 시작한 곳으

로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아마 이 문제는 곧장 유명해져 오일러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오일러는해당문제를풀기위해,지금껏없는수학을창조해내는데,그것이바로그

래프 이론이다.17 그가 1736년에출고한논문 ”쾨니히스베르크의일곱다리”는그래프

이론의 첫 논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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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러는 수학자의 눈으로 지도에 그려진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워나갔다. 그가

최종적으로 얻은 지도는 다음과 같았다.

18

Figure 5.2: 간소화 된 그림

오일러는 지도에 육지 혹은 섬을 점에 대응시켰고, 다리를 점을 연결하는 변에

대응하였다. 훨씬 보기가 수월해졌다. 이제 그럼 질문을 바꿔야겠다. 이 그림을 어느

점에서 모든 변을 한번씩만 사용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로는 존재하는가?

간소화한 지도를 가지고 오일러는 각 점에 몇 개의 변이 연결되어있는지에 주목했

다. 위의 그림에서는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점은 각각 3개의 변이, 그리고 초록색점은

5개의 변이 연결되어있다.

만약에 우리가 파란색 점에서 시작해서 파란색 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로가 있

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파란색 점과 연결된 변의 개수는 몇 개여야 할까?

만약에 파란색 점과 연결된 변이 하나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파란색 점에서

다시 파란색 점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있을까? 당연히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변으

로 파란색 점에서 탈출할텐데,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올 또 다른 변이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파란색 점에 연결된 변이 3개라면, 하나는 나가는데에, 다른 하나는

들어오는데에 사용되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1개의 변이 남게 되고, 그리고 이는

방금 언급했던 ”1개의 변” 시나리오와 동일한 결말을 갖는다.

다시말해, 파란색 점에 홀수개의 변이 연결되어져 있다면,(모든 변을 한번씩 건

넌다는 가정하에) 파란색 점에서 시작해 파란색 점으로 돌아오는 경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홀수개의 변이 연결된 점을 홀수점이라 하는데, 홀수점에서 시

작해 모든 변을 지나 자기자신으로 돌아오는 경로는 존재할 수 없다. 위의 그래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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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점들 모두 홀수점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시작점에서 모든

변을 사용해 자기자신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오일러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일러는 더 나아가, 어떤 그래프는 오일러 경로가 있고 어떤 그래프는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지만 그래도 모든 변을 사용하는, 이른바 ”해밀턴 경로”가 있는지 또한

증명했다. 그의 증명에 따르면 모든 점이 짝수점이라면 오일러 경로가, 단 두 점만

이 홀수점이라면 해밀턴 경로가, 네개 이상의 점이 홀수점이라면 모든 변을 사용하는

경로가없음을보였다. 19이렇게한번에모든변을지나그래프를완성하는것을한붓그

리기라 부른다. 오일러 경로와 해밀턴 경로가 있는 그래프는 한붓그리기가 가능하며,

홀수점이 4개 이상인 그래프들은 한붓그리기가 불가능하다.

그나저나 이 일곱 다리들은 어떻게 되었냐고? 만약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수학자

들의 성지가 되었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다. 이제는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라

불리는이곳,쾨니히스베르크.그일곱다리들은하나는 1935년에재공사에들어갔고,

2개는 2차세계대전중폭격으로사라졌으며, 2개는철거해고속도로로바뀌었기에,그

때서부터 남아있는 다리는 단 둘뿐이다.20

다시 그래프 이론으로 돌아와보자. 이번엔 다소 특별한 그래프들을 살펴볼 것이

다. 점이 n개인 그래프를 그려볼까 한다. 여기서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각 점은 다른

n− 1개의 점들과 모두 연결되어있는 그래프이다. 이것을 완전그래프라 하며 Kn이라

표기하는데 작은 8 이하의 n에서 Kn 완전그래프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n 1 2 3 4

Kn

|E| 0 1 3 6

n 5 6 7 8

Kn

|E| 10 15 2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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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은 점의 개수를, Kn은 그 점의 개수를 갖는 완전그래프를, 마지막으로 |E|는 그
그래프의 변의 개수를 의미한다.

완전 그래프의 변의 개수를 예측해보자. Kn 완전그래프의 한 점은 다른 n− 1개의

점과 연결되어있다. 즉, 이 점과 연결된 변의 개수는 n− 1개. 즉, n개의 점마다 n− 1

개의 변이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둘을 곱한 값 n(n− 1)은 실제 변의 개수보다

정확히 ”두 배”많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점 A에서 점 B로 연결된 변과 점 B에서 점

A로 연결된 변을 모두 ”따로” 세어주기 때문이다. 즉 n(n− 1)은 하나의 변을 두번씩

세어준 값이다. 그러므로 2를 나눠준 n(n−1)
2
이 |E|의 일반식이다.

완전그래프의 또다른 흥미로운 점은, n이 홀수일 때 항상 오일러 경로가 존재한다

는것이다.왜냐하면각점마다 n−1개의변이연결되어있는데, n이홀수라면 n−1은

짝수가 된다. 즉, Kn의 모든 점들은 짝수점이 되며, 즉 오일러 경로가 존재하게 된다.

반면 n이 2보다큰짝수라면, Kn의 n개의점들은모두홀수점이게된다.즉 Kn은네개

이상의홀수점을가지며,한붓그리기가불가능하다.반면 n이 2라면,다소다른결말을

갖는데, 모든 점이 홀수점이지만, K2는 단 두개의 점만을 갖기 때문에 K2는 홀수점이

두개인 그래프가 된다. 즉, 해밀턴 경로가 있으며, 그러므로 한붓그리기가 가능하다.21

그렇다면 이 완전그래프로 무엇을 할거냐? 긴장하라, 수학에서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난제인 R(5, 5) 난제의 기원, 램지의 정리를 맞이할 때이다.

5.7 램지의 정리

필자가 조합론 수업에서 램지의 정리를 처음 들었을 때, 약 3번 정도는 교수가 무슨

말을 하나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수업시간에 필자가 딴짓을 한 것이 이유가 될 수

도 있겠지만) 램지의 정리를 예제나 비유 없이 설명하기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램지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정리 5.1. 램지의 정리: 임의의 자연수 s, t에 대해서 R(s, t)는 Kn 그래프의 각 변을

임의로 두 가지 색으로 칠했을 때 Ks나 Kt의 단색 완전 그래프를 갖는 최소값 n이다.

당최 무슨 소리인지 감이 쉽게 잡히지 않으니, 파티장의 비유로 한번 정리를 쉽게

만들어보자.

어느날당신은집에서사교파티를열고자한다.당신은친구들을초대하려하는데,

친구들이 이상하게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티에 3명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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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난 안가. 그리고 또 거기서 서로 아는 사람들 3명이 있거나, 아님 서로 모르

는 사람들 3명이 없으면 갈 생각 없어.” 이런 괴악한 요구라니.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 중 누가 누구를 알고 누가 누구를 모르는지 모르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A,B,C,D 이렇게 네 친구를 초대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발 넓

은A는 B,C,D를 알지만, B,C,D는 서로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는, 서로 모

르는 친구들 셋인 B,C,D가 있으니 친구들의 요청이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4명을

초대하면 충분할까? 그렇지는 않다. 만약, A와 B가 서로 알고 C와 D가 서로 알며,

나머지끼리는 서로 모른다고 가정하면, 임의의 세명을 어떻게 골라도 서로 아는 세명

혹은 서로 모르는 세명의 집합이 탄생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신의 친구들은 자신의

요청이 무시되어졌다며 화가난 채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4명만 초대하면 다소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다섯명은 어떨까? 이번엔 A,B,C,D,E를 초대했다고 가정해보자. 다섯

명을 초대하면 임의의 세명이 서로 알거나 서로 모른다는 것이 항상 보장될까? 한번

아래 다섯명의 인지관계도 그래프를 살펴보자.

22

Figure 5.3: A,B,C,D,E의 인지 관계도

위의 그래프에서는 빨간색 선은 서로 모르는 사이, 파란색 선은 서로 아는 사이라

는 의미다. 이렇게 다섯명의 사람들을 점으로 표현하고 인지관계 그래프를 그린 결과

항상 완전그래프가 나온다. 왜냐하면 둘이 서로 알지도 모르지도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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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를 보면 임의의 세명을 골랐을 때, 셋이 모두 알거나 셋이 모두 모르는

경우는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데 A,B,C를 골랐다면 A와 C는 서로 알지만, A와

B는,그리고 B와 C는서로모른다.또 A,B,D의경우는 D는 A와 B를알지만 A와 B

는서로모른다.어떻게고르더라도,서로모르는세명이나서로아는세명이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친구들의 요청이 들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몇 명의 친구들을 초대해야할

까? 답은 여섯이다. 당신이 A,B,C,D,E, F를 초대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A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A의 관점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의 집합과 모르는 사

람들의집합으로분류해본다고가정해보자.그렇다면두집합모두 2명이하인경우는

존재할수없다.왜냐하면, A를제외하고남은사람의수는 5명이니,두집합의크기의

합은 5여야 한다. 하지만 두 집합 모두 2명 이하라면, 최대 4가 되니 불가능하다. 즉,

A는 적어도 아는 사람이 셋 이상이거나 모르는 사람이 셋 이상이다.

아는 사람이 셋 이상인 경우부터 살펴보자. 만약 A가 이 들 중 B,C,D를 안다고

가정해보자.23 만약 B,C,D중 두 명이 서로 안다면, A를 포함해 서로 아는 세명의

집합이 탄생한다. 반면, B,C,D중 모두가 서로를 모른다면, B,C,D는 서로 모르는

세명의 집합이 된다. 즉, 친구들의 요청대로가 된다.

반면 A가 모르는 사람이 셋 이상인 경우는 어떨까? 걱정할 것 없다. 위의 증명과

완전히 동일하다. A가 모르는 사람 B,C,D가 있다고 가정하고, 만약 이들 중 서로 모

르는 한 쌍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A와 더불어 서로 모르는 세명의 집합이 탄생하게

되고, 반면 B,C,D가 서로 안다면, 역시 서로 아는 세명의 집합이 되는 셈이다. 그

러므로 6명을 초대하면, 친구들의 요청에 맞아떨어지게 된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도친구들의요청은수락되어지겠지만,너무많은사람들이와서집을쑥대밭을

만들까 걱정이 된 당신은 딱 6명만 초대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이다.

이제다시그래프로돌아가보자. n명의사람들을초대했을때,서로아는사람들을

파란색 변으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빨간색 변으로 연결한다고 가정하자. 그랬을 때

서로모두모르는사람들 r명이,혹은서로모두아는사람들 s명이항상존재하기위한

최소값의 n은 몇인가 라는 질문이 바로 램지의 정리이다. 여기서 서로 모두 모르는 r

명의 사람들을 그래프로 그리면 Kr의 빨간 단색 완전그래프가 완성되고, 서로 모두

아는 s명의 사람들을 그래프로 그리면 Ks의 파란 단색 완전그래프가 완성된다. 즉,

램지의 정리는 각각의 선들을 임의로 빨간색 혹은 파란색으로 색칠했을 때, 단색 완전

그래프 Kr이나 단색 완전그래프 Ks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값 n은 몇이냐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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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는 해당 기호로 R(r, s)를 채택했다. 즉, 위의 아는 세명 혹은 모르는 세명의 경우

최소 6명을 초대해야 한다 했으니 R(3, 3) = 6이라고 할 수 있다.

램지의 정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많은 조합론 수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

만,아직그답을찾기는멀어보인다. R(s, t)의값에대한일반식을찾기는커녕 R(5, 5)

값도 못찾았기 때문이다. 아래표는 지금까지 밝혀진 램지 값들이다.

s ↓ t→ 1 2 3 4 5 6

1 1 1 1 1 1 1

2 1 2 3 4 5 6

3 1 3 6 9 14 18

4 1 4 9 18 25 36-41

5 1 5 14 25 43-49 58-87

6 1 6 18 36-41 58-87 102-165

24

표 5.1: 램지 값

위표는열은 t,행은 s일때,각각의칸에램지값 R(s, t)가기입되어있다.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s와 t의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시말해, R(s, t) = R(t, s)

이다.

또 살펴볼 점으로는 s나 t중 두 값중 하나가 1이면, 항상 R(s, t) = 1이라는 것. 왜

냐하면 K1 완전그래프는변이없기때문에변을색칠한다는것이아무런의미가없다.

즉, K1 완전그래프는 K1 단색 완전그래프를 자동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R(1, t)는 항상 1이다.

또 R(2, t) = R(t, 2) = t라는 점이 있다. 예컨데 R(2, t)가 파란색 K2 혹은 빨간색

Kt를포함하는Kn이라고가정해보자. n은 t보다작을수는없을것이다.왜냐하면, n이

t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모든 선들이 빨갛게 칠해져있다면, 파란색 K2도, 빨간색 Kt도

포함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n은즉 t와같거나커야된다.그렇다면 n = t는어떨까?

만약 Kt이 모두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다면 Kt를 포함한다. 반면 하나의 선이라도

파랗게 칠해져있다면, 그 두 점은 파란색 K2를 완성시킨다. 즉, R(2, t) = R(t, 2) = t

이다.

흥미로운 것은 s와 t가 클 때의 값인데, 표의 몇몇 칸에는 a-b같이 적혀져 있다.

이것은 해당 램지값이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만, 몇인지는 모른다는 의

미이다. 예컨데, R(5, 5)는 43 이상 49 이하의 자연수이다. 고작 경우의 수는 여섯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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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하지만 이는 조합론의 난제중 하나로 손꼽힌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난제”

라고 소개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에서이다. 마찬가지로 R(4, 6)도 R(5, 6)도 R(6, 6)도

모두 풀리지 않은 채 범위밖에 구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문제들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인지 미국의 조합론 수학자 조엘 스펜서의 말을 인용해보겠다.

”에르되시가우리보다훨씬더강력한외계인군단이지구에착륙해R(5, 5)

값을 주지 않으면 지구를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한다고 상상해보라 했다.

그 경우 에르되시는 지구에 있는 모든 컴퓨터와 수학자들을 동원해서라도

R(5, 5)값을 찾는데 주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외계인들이 R(6, 6)

값을 요구했다면, 에르되시가 말하길, 차라리 외계인과 맞서 싸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라 한다.” - 조엘 스펜서 25

5.8 닫는 글

조합론은 이해하긴 쉽지만 풀기는 난해한 문제들의 천국이다. 의외적 발상이 수많은

수학 공식을 대입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단번에 뒤집어 버릴 수도 있기에 필자는 조

합론은 ”천재를 위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꼭 수학 천재가 아닌, 발상의 천재.

엄청난 직관력과 통찰력으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간단한 퍼즐로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천재들을 조합론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일까, 조합론의 난제는 사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램지의 정리의 경우는 수학에서 고급 난제에

속하지만, 다른 고급 난제들과는 달리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데에 그렇게 복잡한 수

학적 정리나 이론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또 다른 예제를 들면, (비록 영화지만) 굿

윌 헌팅에서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청소부에 불과했던 주인공이 수학교수의

눈에 띄게 되었던 것도 조합론 난제를 쉽게 이해하고 푸는 이른바 조합론형 천재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러한 퍼즐류의 문제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아주 큰 오해다. 조합론의 문제들은 단순히 고르곤의 매듭처럼 풀기 어려운 지

적 유희 퍼즐에 불과해 보일 수 있음은 사실이나, 조합론만큼이나 응용가능성이 넓은

분야도드물다.조합론자체도수많은작은분야들로나뉘며,또한이들은물리학,코딩

이론, 최적화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 조합론만큼이나 순수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분야들에 적용이 가능한 수학분야도 드물다. 심지어 조합론은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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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분야들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예컨데 그래프 이론은 20세기 초 수학의 왕자였던

위상수학의 시발점이었다.

이번 장에선 조합론의 아주 작은 일부를 보여주었다. 흥미로웠는가? 더 다양한 조

합론 문제들을 접하고 싶은가? 만약 그렇다면 참으로 기쁜 일이다. 여기 이 자리에서

또 한명의 조합론 수학자가 탄생한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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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to chapter 5

1. 조합론 원서 서적들은 대부분 엄청 두껍다. 그럼에도 그 책들이 조합론의 모든 분

야를 다루지는 않는다.

2. Goonatilake, Susantha (1998), Toward a Global Science, Indiana University Press,

p. 126, ISBN 978-0-253-33388-9

3. 사실 수학에서는 이름이 잘 못 붙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피보나치의 경우야

핑갈라의 수열을 유럽에 퍼뜨리면서 그의 이름이 붙여진 경우이지만, 전혀 관련없는

사람의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컨데 펠 방정식은 수학자 윌리엄 브롱

커가 처음 제안했지만, 오일러가 해당 방정식을 처음 발견한 사람을 수학자 존 펠로

착각한 바람에, 지금의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오일러가 제출한 논문이 18세기에 쓰

여진 수학, 물리학, 천문학, 항해학 논문의 25%라는 걸 감안하면, 그의 착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4. 물론 수학 교수들이라면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많은 수학과들이 그가

12세기 출신 인물이라는 것을 모른다.이탈리아가 유럽 수학의 중심이 된건 16세기였

기에 아마 그 때로 착각할 것이다.

5.다소상상하기어렵다면 15개의당구공이어떻게정렬되어있는지상상하면편하다.

삼각수열은 1, 3, 6, 10, · · ·으로 진행한다.

6. 공을 사각형으로 정렬하면, 공의 개수는 항상 자연수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영어에서는 정사각형과 제곱이 둘 다 square이기 때문에 square sequence라

부르지만, 한국말로는 사각수열보단 제곱수열이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 제곱수열이라

일컫겠다.

7. 피보나치 수열은 a대신, 피보나치의 앞글자인 F를 써주는 것을 관례로 삼는다.

8. 트리보나치 수열은 n번째 항이 앞선 세개의 항, n− 1번째 항, n− 2번째 항, n− 3

번째 항의 합이며, 1, 1, 2, 4, 7, 13, · · ·으로 진행한다.

9. 인수분해는 근의 공식을 사용해주면 된다. 예컨데 ax2 + bx+ c를 근의 공식을 사용

해서 인수분해하면 a(x− −b+
√
b2−4ac
2a

)(x− −b−
√
b2−4ac
2a

)이 된다.

10. 모노미노란, 한 칸 짜리 정사각형 타일을 말한다.

11. 수학은 있다는 것을 보이기보단 없다는 것을 보이기 훨씬 어렵다. 있다는 것은 예

제를 들면 그만이지만,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에는 몇 번 도전해본 뒤 없는 것 같다

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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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만약 필자의 설득이 통하지 않았다면, 굳이 F0을 고려할 필요도, 설령 F0을 고려

한다 하여도 그것을 1이 아닌 0으로 두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 하지만, F0을 고려하고

그것을 1로 두면 어떤 편의가 생기는지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13. 여기서 필자가 왜 m× 1크기의 체스판을 덮는 경우의 수로 알파벳 F를 택했는지,

그 복선이 마침내 밝혀졌다.

14. 첫번째 문제는 다소 쉬울 것 같아 힌트를 생략하겠다. 두번째 문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기존의 m × 1의 체스판과 비슷한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여

기서 도미노가 세로로 놓여지는 방법또한 염두해 두어야 한다. 3× 2크기의 체스판을

도미노와모노미노로덮는경우의수를 K3라고두자.그렇다면이경우다음의네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세로로 놓인 도미노가 없는 경우

이 경우는 단순히 3× 1크기의 체스판 두개를 도미노와 모노미노로 덮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주면 된다. 즉 F3 × F3.

2. 세로로 놓인 도미노가 하나인 경우

이 경우는 세로로 놓인 도미노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

�

�

�

이 경우, 각각 2×1의 체스판 두개가 붙어있는 경우이다. (세로로 놓인 도미노가

하나라했으니또다른도미노하나가세로로놓일수는없다.)즉각각의경우의

수는 F2 × F2.

다음의 경우도 있다.

�

�

이 경우,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1 × 1의 체스판 두 개, 즉 F1 × F1 × F1 × F1로

생각해줄 수 있다.

3. 세로로 놓인 도미노가 둘인 경우

이경우는어떻게도미노가놓이든결국 1×1크기의체스판두개가남을것이다.

즉, F1 ×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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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로로 놓인 도미노가 셋인 경우 세로로 도미노가 세개가 놓인다면, 남는 체스

판의 크기는 0× 1크기의 체스판 두개라고 생각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F0×F0.

즉 3×2를도미노와모노미노로덮는경우의수는K3 = F 2
3 +2F 2

2 +F 4
1 +3F 2

1 +F 2
0 .과연

이것을임의의 m에대해서 Km를구하는재귀식이존재할까?필자도도전해본문제는

아니라서 답은 모른다. 한번 정말로 열성적인 독자들만 도전해보길 권유해본다.

15. 필자의 수학교수가 농담으로 한 말을 인용해보겠다. ”지금 수학에서 사용되는 개

념, 표기, 증명, 정리들에 원작자의 이름이 붙여졌다면, 절반이 오일러일걸.”

16.사진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nigsberg_bridges.

png 원본은 Bogdan Giuska의 작품.

17. 그래프라 하면 대부분 x축과 y축, 그리고 함수를 떠올리기 쉽상인데, 그래프 이론

에서의 그래프란,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림 혹은 도형을 의미한다.

18. http://www.nature.com/nbt/journal/v29/n11/fig_tab/nbt.2023_F1.html

19. 왜 홀수점이 한개이거나 세개인 경우는 넘어가느냐라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결론부터말하자면그럴일은있을수없다.왜냐하면,변하나는두개의점을연결하고

있다.즉,각점에연결된변의개수를모두더하면,전체변의개수의두배가된다.즉,

각 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는 항상 짝수이며, 그러므로 홀수점이 홀수개가 있는 일은

불가능하다.

20. Taylor, Peter (December 2000). ”What Ever Happened to Those Bridges?”. Aus-

tralian Mathematics Trust. Retrieved 11 November 2006.

21. 사실 당연한 말을 거창하게 돌려서 표현했다. 하나의 선분은 항상 한붓그리기가

가능하고, 한 점에서 시작해 다른 점에서 끝나기 마련이다.

22.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amseyTheory_K5_no_mono_K3.

PNG

23. 셋 이상이라 했으니, A가 E와 F를 안다고 가정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A가 E와 F

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증명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24.스테인슬러래드지스조스키의논문들에서발췌 http://www.combinatorics.org/

ojs/index.php/eljc/issue/view/Surveys

25. Joel H. Spencer (1994), Ten Lectures on the Probabilistic Method, SIAM, p. 4,

ISBN 978-0-8987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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