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짓점의 
차수(Degree)

레온하르트 오일러(1707~1783)

코딩 수학, 이렇게 활용하세요!

수학 개념을 읽고 
질문하고 설명하면
서 의미를 이해한
다!

개념을 이용한 문제
를 손으로 푼 것과 
코딩 명령어로 푼 
것을 비교하며 이해
한다!

주어진 문제 풀이의 
코딩을 실제로 클릭
하면서 답이 구해지
는 과정을 확인한
다!

해당 명령어로 풀 
수 있는 사이즈가 
크고 복잡하고 또 
새로운 주위 문제를 
찾는다! 

가장 흥미있고 멋진 
문제를 찾은 사람이 
그 달의 MVP!

 한붓그리기에서 시작된 ‘그래프 이론’
 이번에 코딩으로 정복해 볼 수학 개념은 ‘그래프 이론’입니다. 
 그래프 이론은 꼭짓점(vertex)과 이들을 연결하는 변(edge)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들을 연구하
는 분야로, 이때 변의 길이나 꼭짓점의 위치보다는 어떻게 연결(path)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쉽게 말하자면 점과 선으로 표현된 그래프의 특성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어
요. 그래프 이론은 다양한 수학의 분야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및 
네트워크와 관련된 모든 첨단 분야에서 연구 및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이론은 1736년 스위스 출신 수학자인 레온하르트 오일러
(Leonhard Euler)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오일러가 살던 그 당시에 쾨니
히스베르크를 흐르는 프레겔 강에는 7개의 다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다리들을 반드시 꼭 한 번씩만 차례대로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
금해 했습니다. 오일러는 다리로 이어진 각각의 지점을 꼭짓점으로, 다리
는 변으로 생각하여 그래프로 간단히 표현한 후, 쾨니히스베르크의 7개의 
다리들을 딱 한 번씩만 차례대로 건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한붓그리기 문제 또는 오일러의 정리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래프 이론에서는 한
붓그리기가 가능한 그래프를 오일러 경로(Euler path)를 갖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가 오일러 경로를 갖는 경우는 '그래프가 연결된 그래프이고 꼭짓점이 모두 짝수의 차
수를 가지거나, 또는 두 개의 꼭짓점만이 홀수의 차수를 가진다'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차수
(degree)는 꼭짓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입니다.
  오일러 경로에서, 꼭짓점이 모두 짝수의 차수를 가질 때에는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모두 
같은 꼭짓점이며 오일러 회로(Euler circuit)라고 합니다. 또한, 오일러 경로의 홀수 점이 2개
일 때에는 한 홀수 점에서 시작하여 다른 홀수 점에서 끝나도록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딩을 통해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보고 한붓그리기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할
까요? 



코딩으로 그래프 이론 정복하기          ★Sage: 파이썬 언어를 쓰는 수학 전용 무료 소프트웨어.

그래프 이론에 대한 코딩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코딩 수학 게시물에 있는 Sage 코딩창 또는 

sage.skku.edu의 코딩창에 아래 명령어를 입력해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특성을 탐구해보자!

❶ 꼭짓점 1를, 꼭짓점 2와 3하고 연결시켜 보자. 그리고 꼭짓점 2는 3과 연결시켜 보자. 
   그러면 꼭짓점들은 삼각형 모양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관계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또한, 각 꼭짓점들의 차수를 계산하여 한붓그리기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자.

1 G=Graph( { 1:[2,3], 2:[3] } )  # 꼭지점 1와 2, 3을, 꼭지점 2를 3과 연결 .
2 show(G)                     # 삼각형 모양의 그래프 G를 그려준다.
4 G.degree()                      # 꼭짓점들에 대한 차수를 계산.

Evaluate sage.skku.edu

[2, 2, 2]
# 모든 꼭짓점이 짝수의 차수를 갖고 있으며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붓그리기가 가능하
며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

❷ 꼭짓점들 간의 연결을 통해 간단한 집 모양을 표현해보자.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또한, 각 꼭짓점들의 차수를 계산하여 한붓그리기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자.

1 H=Graph({1:[2,3], 3:[4,5], 5:[2,4]})   # 그래프 H는 집 모양으로 연결됨.

2 show(H)                         

3 H.degree()   # 순서대로 각 꼭지점의 차수(degree)를 보여준다  

Evaluate sage.skku.edu

[2, 2, 3, 2, 3]
# 두 개의 꼭짓점만이 홀수의 차수를 갖고 있고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붓그리기가 가능
하다.  시작점과 끝점은 다르고,  으 그래프에서 한붓그리기가 가능하면,  시작점과 끝점은 반드
시 ⓷ 또는 ⓹이어야 한다.

❸  쾨니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를 코딩으로 해결해보자.
1 K=Graph({1:[2,2,4],2:[3,3,4],4:[3]})    # 쾨니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를 그래프 K로 표현
2 show(K)
3 K.degree()                

Evaluate                                          sage.skku.edu

[3, 5, 3, 3]
# 홀수의 차수를 가진 꼭짓점의 개수가 4개이므로 한붓그리기가 불가능하다.

코딩 명령어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들을 그려보고 한붓그리기가 가능한지 알아보
자! 
그리고 한붓그리기의 시작점과 끝점을 찾아보자.

1. 위키피디아  - 쾨니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 
https://en.wikipedia.org/wiki/Seven_Bridges_of_K%C3%B6nigsberg
2. 카이스트 신문 –그래프 이론-
http://times.kaist.ac.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
3, 오일러의 정리 https://suhak.tistory.com/189 

https://en.wikipedia.org/wiki/Seven_Bridges_of_K%C3%B6nigsberg
http://times.kaist.ac.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
https://suhak.tistory.com/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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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열과 조합을 처음 연구한 
블레즈 파스칼(1623~1662).

A B C

순열▶ 
순서에 관심 ○. 누가 앞에 있는지가 중요!

A
 

B
≠

B
 

A

조합▶ 
순서에 관심 X. 하나는 A고 하나는 B겠지….

 

<2-3p>
 

코딩 수학, 이렇게 활용하세요!

수학 개념을 설명한 
글을 읽으며 의미를 

이해한다!

코딩 명령어를 실행
해 답을 구하는 과
정을 확인한다!

관련 문제를 손으로 
푼 것과 코딩으로 
푼 것을 비교한다!

코딩 명령어로 풀 
수 있는 새로운 문

제를 찾는다! 

가장 흥미롭고 멋진 
문제를 찾은 사람이 
그 달의 MVP!

경우의 수를 구하는 ‘순열과 조합’

이번에 코딩으로 정복해 볼 수학 개념은 ‘순열과 조합’이에요. 순열
과 조합을 처음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17세기에 활동한 프랑스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로, 도박에서 승률의 기댓값을 계산하던 중 순
열과 조합을 발견했어요. 이 내용을 수학자 피에르 드 페르마에게 
소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순열은 어떤 대상을 순서를 부여해 나열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각각 A, B, C가 적힌 카드 3장을 순서를 고려해 나열하는 방
법은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로 경우의 수가 총 6가지죠.

순열의 가짓수를 구할 때마다 일일이 나열해야 한다면 귀찮겠죠? 수학에서는 ‘팩토리얼(!)’을 
이용해 쉽게 계산합니다. n 팩토리얼(n!)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곱한 값으로, 서로 
다른 카드 3장을 순서를 고려해 나열하는 순열의 가짓수를 구하고 싶으면 처음에 올 수 있는 
카드가 3장, 두 번째에 2장, 세 번째에 1장이므로 3!=3×2×1=6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비슷
하게 n개 중 k개를 고른 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도 팩토리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수학 기호로는 로 나타내고 
 로 계산하면 됩니다.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고르는 걸’ 
뜻합니다. 예를들어 순열은 (A, B)와 (B, A)를 구
분해 2개로 세지만,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1개로 셉니다. 조합의 수를 구하고 싶으면 
먼저 순열의 수를 구한 뒤, 겹치는 수만큼 나눠주
면 됩니다. 서로 다른 n개 중 k 개를 고르는 조

합의 수는 로 나타내며 
 로 계산할 수 있

죠. 이 식을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단 ≥ 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순열과 조합을 계산하는 코딩 명
령어를 이용해 경우의 수를 쉽게 구해보도록 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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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수학 

순열과 조합
명령어 factorial, binomial

순열과 조합을 하는 코딩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명령어의 구조를 이해한 뒤 폴리매스 홈페이지 

[주니어폴리매스]-[코딩 수학] 게시물에 있는 Sage 코딩창 또는 math3.skku.ac.kr의 코딩 창에 명령

어를 입력해 값을 구해보자.

<1> 명령어 살펴보기

n!= n × (n-1) × (n-2) × … × 2 × 1

❶ n!을 직접 계산하려면 곱하기를 n-1
번 해야 한다. 또, n이 10만 돼도 값이 
3628800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factorial() 명령어의 괄호 안에 n 값만 
입력하면 쉽게 값을 구할 수 있다. 

factorial(n)

nPk = 
  = n × (n-1) × (n-2) × … × (n-k+1)

❷ n개 중 k개를 골라 나열하
는 순열의 수는 팩토리얼 명령
어와 나누기 명령어(/)를 이용
해 구할 수 있다. 분자의 괄호 
안에 n, 분모의 괄호 안에 n-k
를 입력하면 된다.

factorial(n)/factorial(n-k)

nCk =  
  = ××⋯××× ×  ×⋯××

× ×⋯××

❸ 팩토리얼 명령어로 조합의 수를 구하려
면 복잡하다. n개 중 k개를 고르는 조합의 
수를 구할 때는 binomial() 명령어를 쓰자. 
괄호 안에 n과 k를 쉼표로 구분해 순서대로 
적으면 곧바로 값을 구할 수 있다.

binomial(n, k)

*복잡한 수식이 간단한 코딩 명령어로 바뀌는 효과 필요. 
*기존 레이아웃 유지 or 없애고 별도 페이지로. 

★Sage: 파이썬 언어를 쓰는 수학 전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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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 RDRRDRD

<2> Sage에서 명령어 실행해 보기

1 factorial(10)  #10! 값을 계산한다. 

Evaluate math3.skku.ac.kr

3628800

1 factorial(5)/factorial(3)  #5P2 값을 계산한다. 

Evaluate math3.skku.ac.kr

20

1 binomial(8, 3)  #8C3 값을 계산한다. 

Evaluate math3.skku.ac.kr

56

<3> 교과 연계 코너

왼쪽 도로망에서 A를 출발해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일까?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을 R, 아래로 가는 행동을 D라고 하면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R 4개, D 
3개를 배열하는 방법과 같다. R과 D를 합쳐 문자 7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7!인데 R
과 D가 각각 4개, 3개씩 겹치므로 4!×3!로 나누면 된다.

--------------------------------------------------------------------------------------------
도전 문제❶ binomial 명령어를 이용해 아래 파스칼의 법칙이 성립하는지 확인해보자.

99C7 + 99C8 = 100C8

도전 문제❷ factorial, binomial 명령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 폴리매스 홈페이지에 올리고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폴리매스 홈페이지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출제자가 직접 답변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