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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합론

조합론(combinatorics)은 “…이 가능한가?” 또는 “…에 얼마나 많은 경우가 있

는가?”와 같은 형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이산 수학(discrete mathematics)의

한 갈래이다. 많은 경우,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들(counting problems)은

곱셈 법칙(product rule)의 직접적인 응용으로 풀 수 있다. 즉, 어떤 임의의 사건이 n1

가지 경우로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 사건은 n2가지로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해서 k 번째 사건에서는 nk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총 사건들은 정확

하게 n1․n2․…․nk개의 경우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칙은 셈의 기본 원리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ounting)로 불린다.

조합론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흔히 나

타나는 조합론의 6대 문제들을 먼저 살펴본다. 이 6대 문제는 추출집합에 중복된 원소

가 있는지, 원소를 중복 추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출된 원소의 순서가 중요한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아래 표는 이런 반복(repetition)과 순서(order)구분에 따

라 문제들을 분류한 표이다.

원소의 순서

원소의 반복
순서 유관 순서 무관

비 반복 추출
k-permutation

(k-순열)

k-combination

(k-조합)

반복 추출 k-sample k-selection

중복 원소 추출 pattern partition

추출 집합에 중복된 원소가 있는 경우 중복된 원소들은 중복된 수만큼 반복하

여 추출할 수 있다. 즉, {x, x, y, y}라는 집합에서 2개의 원소를 추출하면 모두 x인 경

우, 모두 y인 경우, 그리고 x와 y가 각각 하나씩인 경우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출 집합에 중복된 원소가 없는 경우는, 반복(repetition)을 허락하기도 하고

허락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S={x, y, z, w}라고 주어졌을 때, S에서 반복을 허락

해서 3개의 원소를 뽑는다고 하자. 그러면 xyz, zyx, zzx, xzz, …. 만약 반복을 허락하

지 않는다면 xyz, xzy, wzx, … 등과 같을 것이다. Samples와 Selections는 둘 다 반복

을 허락한다. 그러므로 k가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보다 큰 경우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

반복 추출인 permutation과 combination 그리고 중복원소를 가진 pattern과 partition은

추출하는 원소의 수 k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클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원소를 선택할 때 원소의 순서(order)를 따지는지 따지지 않는지

를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xzz와 zzx를 구별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순서를 구

분하는 경우에는 sample, permutation, pattern의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순서를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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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경우에는 selection, combination, partition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7.1 비반복추출

k-순열에서는 집합 S로부터 k개를 선택하는데 반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

만 선택된 원소들의 순서는 목록에서 구별한다. 이 목록을 집합 S로부터의 k-순열

(k-permutations)이라고 부른다. 다음은 S={x, y, z, w}의 3-순열이다.

xyz xzy yxz yzx zxy zyx

xyw xwy yxw ywx wxy wyx

xzw xwz zxw zwx wxz wzx

yzw ywz zyw zwy wyz wzy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으로부터의 k-순열의 수는 P(n, k) 혹은 nPk라는 기호

를 사용한다. 셈의 기본 원리를 이용하여, P(n, k)를 계산해 보자.

n n-1 n-2 … n-k+1

1 2 3 … k

첫 번째 칸에는 S의 n개의 원소들 중 어떤 것이든지 들어갈 수 있다. 반복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칸에는 단지 n-1개의 원소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

로 해서 k 번째 칸에서는 (n-k+1)개의 원소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P(n, k) = n․(n-1)․(n-2)․…․(n-k+1)

위 공식을 factorial을 이용해 다시 쓰면,

P(n, k) = n! / (n-k)! for k≤n (i.e. n-k≥0)

예제 1.1 (MATLAB m-file pnk.m)
function val = pnk(n,k)
% k-Permutation from n-set
%
%  P(n,k) = n (n-1) (n-2) ... (n-k+1)
%
if (k > n)
   val = NaN; 
   disp('Invalid input: Check if k > n')
   return
end

val = 1;
for i = n-k+1:n;
    val = val * i;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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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집합의 간단한 연산으로부터 큰 수가 결과로 나오는 이와 같은 상황을

“조합의 폭발(combinatorial explosion)"이라고 한다. 아래의 두 예에서는 아주 적은 수

의 n과 k에 대하여 가능한 경우의 수는 매우 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제 1.2 (combinatorial explosion)
A. 알파벳의 대문자 26개를 길이(length)가 7인 이진수열(binary sequences)로 
기호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우가 존재하는가?
(풀이) 길이가 7인 27=128개의 이진수열(binary sequence)이 존재한다. 따라서 A, 
B, …, Z의 26개 문자에 대한 표현은 P(27=128,26)개 중에서 선택된다.
>> pnk(2^7,26)
ans =
  4.0108e+053

B. a, b, c, e, i, n, r, s, t, u 각각을 정확히 한 번만 사용한 단어가 존재하는지 
조사하려고 한다. 10개의 글자에 대한 모든 가능한 permutation을 일반화하고 
그것을 사전에서 찾는데 1 밀리세컨드 (1/1000초)가 걸린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으로 모든 순열을 체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는가?
(풀이) n개의 글자에 대한 P(n, n)=n!개의 순열이 존재하므로 실행 시간은
>> pnk(10,10) * .001   % Running time in Second
ans =
  3.6288e+003
>> ans / 60            % Running time in Minutes
ans =
   60.4800

집합 S로부터 k개를 선택하는데, 반복을 허락하지 않고 순서에 상관없이 구성

이 같은 원소는 똑같이 취급하는 경우의 목록을 k-조합(k-combinations)라고 한다.

집합 S의 k-조합은 S의 부분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음은 S={x, y, z, w}의

3-combinations다.

xyz xyw xzw yzw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에서의 k-조합의 수를 나타내는 기호는 C(n, k) 혹은

nC k이다. C(n, k)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각각의 k-조합에 대해 많은 수의 k-순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3-조합 xyz에 대해서는 x, y, z에 대한 6개의

순열이 존재한다. 각각의 k-조합에 대하여 k-순열에 해당하는 k! = k․(k-1)․…․1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P(n, k) = C(n, k)․k!

C(n,k)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C(n, k) = n! / (n-k)!k!

예제 1.3 (MATLAB m-file cnk.m)
function val = cn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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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ombination from n-set
%
%  C(n,k) = n (n-1) (n-2) ... (n-k+1) / k (k-1) ... 1
%         = (n-k+1)/1  (n-k+2)/2  ... (n-k+k)/k
%  C(n,k) = C(n,n-k)  : Useful formula when k > n/2
%
if (k > n)
   val = NaN; 
   disp('Invalid input: Check if k > n')
   return
elseif ( k > n/2 )
   k = n - k;
end

val = 1;
for i = 1:k
    val = val * (n-k+i)/i;
end

예제 1.4 (조합 경우의 수)
한 중국 식당은 디너 스페셜(dinner special)의 일부분으로 8개의 메인 요리(main 
dishes) 중 정확히 두 가지를 주문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문할 수 있는 메인 
요리는 얼마나 많은 다른 조합(combination)이 있는가?
>> cnk(8,2)
ans =
    28

C(n,k)는 이항식(binomials)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항 계수(binomial coefficient)라 불린

다.

(a +b) n = a n+ nC 1a
n - 1b1+ … + nC n - 1a

1bn - 1+bn

= ∑
n

k= 0
nC ka

n - kbk

다음 정리는 조합(combination)을 포함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점화식(recurrence

relation)를 보여 준다.

정리 1.5 1. 모든 정수 n≥1 과 0≤k≤n에 대하여,

C(n+1, k+1) = C(n, k) + C(n, k+1) (1)

2. 모든 정수 n≥1과 k≥1에 대하여,

C(n+k, k) = 1 + C(n, 1) + C(n+1, 2) + … + C(n+k-1, k) (2)

((증명)) 1. C(n, k)는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으로부터 k개의 원소를 가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준다. 방정식 (1)의 왼쪽 편은 n+1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 S에서 k+1개의 원소를

가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 때 S={a1, a2, … , an, an+1}로 두고, n개의 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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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S의 부분집합으로 S'={a1, a2, … , an}로 두자. k+1개의 원소를 가지는 S의 부분집

합을 만드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를 행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우선 k개의 원소를 가지

는 S'의 부분집합을 구하고 나서 거기에 an+1을 더한다. 이것은 결국 C(n, k)를 계산한

것과 같다. 다음으로 k+1개의 원소를 가지는 S'의 부분집합을 구하는데, 이건 C(n, k+1)

을 계산한 것과 같다. 따라서, S에서 k+1개의 원소를 가지는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C(n, k) + C(n, k+1)이므로 방정식 (1)이 증명되었다.

2. 방정식 (2)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해진 n과 k≥1에 대해서 귀납법(induction

argument)을 사용하자. (2)를 Q(k)라고 두자. 그러면 Q(1)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된다.

Q(1) ⇔ C(n+1,1) = 1 + C(n,1)

이 때 양쪽 식은 n+1로 같으므로 Q(1)은 참(true)이다. 귀납법에 의해 Q(k)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Q(k+1)을 생각해보자. 즉,

C(n+k, k) = 1 + C(n,1) + C(n+1,2) + … + C(n+k-1, k) (3)

가 참일 경우

C(n+k+1, k+1) = 1 + C(n,1) + … + C(n+k-1, k) + C(n+k, k+1) (4)

역시 참임을 보이면 된다. 따라서, (4)의 오른쪽 편은

1 + C(n,1) + … + C(n+k-1, k) + C(n+k, k+1)

= C(n+k, k) + C(n+k, k+1) (∵ 귀납법의 가정 (3)에 의해)

= C(n+k+1, k+1) (∵ 방정식 (1)에 의해)

그러므로 (3)이 참인 경우 (4) 역시 참임이 증명되었다. 즉, k≥1에 대하여 Q(k)⇒Q(k+1)

이 증명됨으로서 귀납법에 완전하게 따라 방정식 (2)가 증명되었다. ▨

위 정리의 결과 중 특히 방정식 (1)을 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 C(n,0)=1을 시작

으로 아래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 표를 Pascal's Triangle이라 한다

예제 1.6 (파스칼의 삼각수, pastree.m)
function val = pastree(n, print)
% Generating pascal's combinatorial triangle
%
% if print is defined and equals to 1, print the complete triangle
% 
% n = 0 :  [1]
% n = 1 :  [1  1]
% n = 2 :  [1  2  1]
% n = 3 :  [1  3  3  1]
%
%   C(n+1,k+1) = C(n,k) + C(n,k+1)

if ( nargin == 1 )
   print = 0;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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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1];
for i=1:n
   val = [0 val] + [val 0];
   if (print==1);
      fprintf(1,'%3d:',i); disp(val)
   end
end

>> pastree(5,1);   % ------------------------
  1:     1     1
  2:     1     2     1
  3:     1     3     3     1
  4:     1     4     6     4     1
  5:     1     5    10    10     5     1

7.2 반복추출

k-samples 집합 S로부터 k개를 선택하는 작업 중 하나이다. 반복을 허락하지

만, 똑같은 원소지만 순서가 다른 경우는 목록에서 구별된다. 이런 종류의 목록을 k-샘

플(samples)이라고 부른다. 다음은 S={x, y, z, w}이고 k=3일 때, 3-샘플이다.

xxx xxy xxz xxw xyx xyy xyz xyw

xzx xzy xzz xzw xwx xwy xwz xww

yxx yxy yxz yxw yyx yyy yyz yyw

yzx yzy yzz yzw ywx ywy ywz yww

zxx zxy zxz zxw zyx zyy zyz zyw

zzx zzy zzz zzw zwx zwy zwz zww

wxx wxy wxz wxw wyx wyy wyz wyw

wzx wzy wzz wzw wwx wwy wwz www

n개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 S로부터 k-s샘플의 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셈의 기본 원리(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ounting)를 칸을 채우는 아이디어에

적용한다. S의 어떤 원소든지 첫 번째 칸(first slot)에 올 수 있다. k-샘플은 반복을 허

락하기 때문에 나머지 칸에도 역시 S의 어떤 원소도 모두 넣을 수 있다. 때문에 각각

의 칸을 채우는 방법은 n가지씩 존재한다. k개의 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칸을 채우는

방법은 총 nk이다. 따라서 S로부터 nk개의 k-샘플이 존재한다.

n n n … n

1 2 3 … k

예제 2.1 (k-samples) 
 컴퓨터는 n개의 이진숫자(binary digits)로 정수를 표현하는데, 부호(sig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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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기 위해 1 비트(bit)를 사용하고 정수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n-1 비트를 
사용한다. 이것을 정수의 부호-크기 표현(sign-magnitude representation of 
integers)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표시로 얼마나 많이 다른 정수들을 표시할 수 
있는가?
(풀이) n개의 채워야 할 칸(slot)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때 각각의 칸을 
채우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총 2ⁿ의 다른 비트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엔 +0과 -0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2 -n1이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집합 S로부터 k개를 선택할 경우 반복은 허락하지만, 순서에 상관없으므로 똑

같은 원소는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경우의 목록을 집합 S로부터의 k-중복조합

(selections)라고 한다. k-중복조합 여러 번 동전 던지기의 결과를 알아보기 등에 유

용하다. 아래 집합은 {x, y, z, w}로부터의 3-selection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xxx xxy xxz xxw xyy xyz xyw xzz xzw xww

yyy yyz yyw yzz yzw yww zzz zzw zww www

정리 2.2 H(n, k)를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으로부터의 k-중복조합의 수를 표시한다는

것이라고 하자. 이 때 다음의 점화식(recurrence relation)이 모든 n≥1과 k≥1에 대하여

H(n, k)에 대해 성립한다.

H(1, k) = 1 for all k≥1

H(n+1, k) = 1 +H(n, 1) + … + H(n, k) (6)

((증명) 첫 번째 부분은 k-selections의 정의에 의해 당연하게 성립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점화식 (6)의 왼쪽 부분은 n+1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으로부

터 k-selections의 수를 나타내고 오른쪽 부분은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으로부터의 모

든 selections의 합을 나타낸다. (6)이 타당함을 보이기 위해 앞의 정리 1.5의 방정식 (1)

식의 유도에서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그럼 A={a1, a2, … , an, an+1}을 n+1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으로 두고 A'={a1, … , an}인 집합으로 두자. 그러면 A로부터의 k-selections는

A'로부터의 i-selections를 계산한 것과 i=0, 1, … , k까지 an+1을 (k-i)의 위치에 채워 넣

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따라서 A로부터의 k-selections의 수는 i=0, 1, … , k에 대

해 A'의 i-selections의 모든 수를 더한 합이 되고 따라서 방정식 (6)이 성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예제 2.3 (MATLAB m-file hnk1.m)
 네 개의 주사위를 던져졌을 때, 얼마나 다른 경우의 가능한 결과가 나오겠는가?
((답)) 예를 들어 첫 번째 주사위가 4가 나오고 나머지 세 개가 2가 나온 경우나 
처음 세 개의 주사위에서 2가 나오고 마지막에 4가 나온 경우는 같은 경우이므로 
순서에 상관하지 않는다. 또한 모두가 같은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복(repetition)이 허락된다. 따라서 이것은 집합 {1, 2, 3, 4, 5, 6}으로부터의 
4-selections이므로

function val = hnk1(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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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election from n-set
%
%  H(n,k) = 1 if n=1
%  H(n+1,k) = 1 + H(n,1) + ... + H(n,k)

val = 1;
if n==1; return; end

for i=1:k;
   val = val + hnk1(n-1, i);
end

>> val=hnk1(6,4)       % ---------------------------
val =            % 126 개의 가능한 경우가 있다.
   126
>>  tic; val=spnk1(10,15), toc
val = 
   1307504
Elapsed time is 3.489900 seconds.  % 연산에 소요된 시간은 약 3.5초이다.

정리 2.4 모든 n≥1과 k≥1에 대해서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으로부터의 k-selections의

수는

H(n, k) = C(n+k-1, k)

((증명)) n에 관한 귀납법(induction)을 사용하자. Q(n)을 정리 2.2의 모든 k≥1에 대한 식

이라고 두자. 그러면 Q(1)은 모든 k≥1에 대해 H(1,k) = C(k, k)를 뜻한다. 이 때

S(1,k)=1=C(k, k)이므로 Q(1)은 참임을 알 수 있다. 귀납법의 단계에 의해서 H(n, k) =

C(n+k-1, k), for all k≥1가 참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H(n+1, k) = C(n+k, k), for all k≥

1이 참임을 보이면 증명이 끝난다. 식 (6)에 의해서

H(n+1, k) = 1 + H(n,1) + … +H(n, k)

= 1 + C(n,1) + C(n+1,2) + … + C(n+k-1, k) (∵ 가정에 의해서)

= C(n+k, k) (∵ 정리 1.5의 (2)에 의해서) ▨

예제 2.5 (MATLAB m-file Hnk.m)
function val = hnk(n,k)
%  k-slection from n-set
%
%  H(n,k) = C(n+k-1, k)
%          = C(n+k-1, n-1)  : Useful formula when k > n-1

cn = n+k-1;
ck = k;
if ( k > n-1 )
   ck = n-1;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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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1;
for i = 1:ck;
    val = val * (cn-ck+i)/i;
end

>> val=hnk(6,4)       % ---------------------------
val =                    % 예제 2.4의 결과와 같은 값을 가진다.
   126
>>  tic; val=hnk(10,15), toc
val = 
   1307504
Elapsed time is 0.002297 seconds.  % 연산에 소요된 시간은 천분의 2.3초이다.

7.3 중복원소추출

모두 다르지 않고 같은 것도 포함된 물건들의 집합으로부터 목록을 뽑아야 하

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는 단어 맞추기 게임 등에서 흔히 생긴다. 단어 게임을 위

한 글자 타일(tile)들은 각각 모두 다르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는 중복될 수도 있다. 이

와 같이, 중복된 원소가 있을 때 이를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패턴

(pattern)이라 한다. 예를 들어, 패턴의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글자 T, O, O, T가 적힌 네 개의 타일이 있다고 하자. 이 네 개이 모두 다른 타일이라

고 하면 24 permutation이 존재한다. 그러나 2개의 T 타일과 2개의 O타일은 각각 같은

타일이므로, 만들 수 있는 패턴의 수를 세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작이 필요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타일에 색깔을 주자. 즉, 빨강(적)과 파랑(청) 타일에는 T가 적혀 있고, 녹색

(녹)과 노랑(황) 타일에는 O가 적혀 있다고 하자. 이 네 타일에 24 permutation을 생각

해 보면:

녹황적청 OOTT 녹적황청 OTOT 녹적청황 OTTO

녹황청적 OOTT 녹청황적 OTOT 녹청적황 OTTO

황녹적청 OOTT 황적녹청 OTOT 황적청녹 OTTO

황녹청적 OOTT 황청녹적 OTOT 황청적녹 OTTO

적녹황청 TOOT 적황녹청 TOOT 적황청녹 TOTO

적녹청황 TOTO 적청녹황 TTOO 적청황녹 TTOO

청녹황적 TOOT 청황녹적 TOOT 청황적녹 TOTO

청녹적황 TOTO 청적녹황 TTOO 청적황녹 TTOO

즉, 6가지 서로 다른 패턴 OOTT, OTOT, OTTO, TOOT, TTOO, TOTO 에서 각각의

패턴은 4번씩 생긴다. 이를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은 정리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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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3.1 n개의 물건이 있는데, 타입 1인 것은 n1개, 타입 2인 것은 n2개, 이런 식으로

타입 r인 것은 nr개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n개의 물건들로 형성될 수 있는 n! /

n1!n2!…nr! 개의 서로 다른 패턴이 존재한다. 또한, 각 패턴들은 n!중에서 정확히 n1!n2!…

nr!번 나타난다.

예제 3.2 (중복원소의 패턴)
 3개의 사각형과 2개의 삼각형과 4개의 원을 가진 퍼즐이 있다. 한 줄로 이 9개를 
배열해서 형성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패턴이 있는가?

function val = ptn(n)
%  ptn(n) = number of patterns from repeated set
%
%  ptn(n) = sum(n)! / n(1)! n(2)! ... n(length(n))!
%         = 1...n(1)/1...n(1)  
%              ...  (n(1)+1)...(n(1)+n(2))/1...n(2)
%              ...  (n(1)+...+n(r-1)+1)...(n(1)+...+n(r))/1...n(r)

r = length(n);
ns = sort(n); ns = ns(r:-1:1);

counter=ns(1);
val = 1;

for k = 2:r;
   for i = 1:ns(k);
      counter = counter+1;
      val = val * counter/i;
   end
end

>> ptn( [2 3 4] )      % ---------------------------
ans =
        1260

이제까지 우리는 중복된 원소를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경우인 패턴에 대해 살

펴보았다. 이에 비해 중복된 원소를 가진 주어진 집합으로부터 몇 개의 집합으로 나누

는 방법을 분할(partitions)이라 한다. 패턴과 분할의 차이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3명

의 프로그래머에게 7개의 프로그래밍 프로젝트(programming project)가 주어졌다고 하

자. A 프로그래머에게 3개의 프로젝트를 주고 B와 C에게 각각 2개씩 프로젝트를 할당

하는 방법과 7개의 프로젝트를 3개, 2개, 2개로 나누는 방법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앞의 문제는 3개의 A와 2개의 B 그리고 2개의 C라는 카드를 1

에서부터 7까지의 프로젝트에 할당하는 패턴의 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뒤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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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프로그래머의 순서에 관계없이 단지 프로젝트의 집합을 형성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7개의 원소를 각각 3개, 2개, 2개의 원소를 가진 3개의 블록

(block)으로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7개의 원소들로부터 3개의 원소를 가진 부분집합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C(7,3)개이다. 남은 4개의 원소로부터 각각 2개의 원소를 가진 서

로 다른 쌍의 부분집합을 찾는 방법의 수는 C(4,2)․C(2,2)/2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

는 분할의 수는

C(7,3)․C(4,2)․C(2,2)/2 = 7!/(3! 4!)․( 4!/(2!2!)․1/2! ) = 105이다.

이를 일반화하면, 남아 있는 원소들의 집합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원소를 추출하는 조합

의 수를 차례로 곱하면 된다. 그러나 동일한 수의 부분집합이 rj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순서를 바꾼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rj!로 나누어주어야 한다.

예제 3.3 (중복원소의 분할)
function val = part(n)
%  part(n) = number of partition 
%       to make r-subsets with n(1),...,n(r) elements
%       where n(k1)=n(k1+1)=...=n(k1+r1), ..., n(kp)=...=n(kp+rp)
%
%  part(n) = C(n(1)+...+n(r),n(1))
%       ...  
%       C(n(k1)+.+n(r),n(k1))...C(n(k1+r1)+.+n(r),n(k1+r1)) / r1! 
%       ...  
%       C(n(kp)+.+n(r),n(kp))...C(n(kp+rp)+.+n(r),n(kp+rp)) / rp! 
%       ...  
%       C(n(r),n(r))

r = length(n);
elements = sum(n);
ns = sort(n);
rp = 1;

val = 1;
for k = 1:r;
   val = val * cnk(elements, ns(k));
   elements = elements - ns(k);

   if (k==r)
      val = val / pnk(rp,rp);
   elseif (ns(k)~=ns(k+1))
      val = val / pnk(rp,rp);
      rp = 1;
   else
      rp = rp + 1;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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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part([3 2 2])                      % -------------------------------
ans =
   105

분할은 그 부분집합에 어떠한 조건을 주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중 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약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을 크기에 무관하

게 단지 k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n개의 원소들

을 k 블록(block)으로 분할(partition)하는 경우의 수를 표시하는 S(n, k)는 아래 정리에

의해 구해질 수 있다.

정리 3.4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을 k 블록(block)으로 분할(partition)하는 방법의 수는

S(n, k)인데, S(n, k)는 다음과 같은 점화식(recurrence relation)을 만족한다.

1. S(n, 1) = 1 and S(n, n) = 1 for all n≥1

2. S(n+1, k+1) = (k+1)S(n, k+1) + S(n, k) for 1≤k≤n

((증명)) 1. 분할(partition)의 정의에 의해 당연하다.

2. 집합 A가 n+1개의 원소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A로부터 x라는 원소를 하나 뺀 집합을

A'라고 두자. 즉, A'=A-{x}인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 된다. A의 분할을 형성하기 위

해 A'의 분할을 사용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 만약 A'가 k+1개의 블록으로 분할되어 진다면 k+1개의 블록을 가진 A의 분

할은, A'로부터의 블록들 중 하나에 x를 넣는 것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것

은 (k+1)S(n, k+1)개의 방법이 있다.

둘째로, A'를 k 블록으로 분할하는 데는 S(n, k)개의 방법이 있다. 이것들 중 각각의

하나에 대해서 A'의 분할에 집합 {x}를 더해 넣음으로서 k+1 블록을 가지는 A의

분할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k+1 블록을 가지는 A의 분할은 (k+1)S(n, k+1) + S(n, k)개가 존재한다. ▨

예제 3.5 (k-부분집합으로의 분할)
 5개의 집합을 가진 원소를 3개의 블록으로 분할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법이 
존재하는가?
(풀이) 정리 3.3에 의해 S(5,3) = 3S(4,3) + S(4,2). 이 때, 정리 3.3의 2번에 
의해,
          S(4,3) = 3S(3,3) + S(3,2)
          S(4,2) = 2S(3,2) + S(3,1)
          S(3,2) = 2S(2,2) + S(2,1).
정리 3.3의 1번에 의해, S(2,1) = S(3,1) = 1 이고 S(3,3) = 1, S(2,2) = 1.
따라서, S(4,3) = 3*1 + (2*1 + 1) = 6 이고 S(4,2) = 2*(2*1 + 1) + 1 = 7.
그러므로 S(5,3) = 3*6+7 = 25.

function val = sn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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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lection from n-set
%
%  S(1,1) = S(n,n) = 1 if n=1
%  S(n,k) = k S(n-1,k) + S(n-1,k-1), 1 <= k < n

val = 1;
if n>k & k>1;
  val = k*snk(n-1,k) + snk(n-1,k-1);
end

>> snk(5,3)   % ---------------------------
ans =
    25

정리 3.4의 S(n, k)에 대한 점화식은 이항 계수(binomial coefficient)에 대한 점

화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S(n, k)의 계승 관계를 계산한 것으로 삼각형을 구성할 수 있

다. 이 삼각형을 Stirling's Triangle이라고 부르고 S(n, k)의 수(number)를 Stirling's

number라고 부른다.

7.4 연습문제

#1. 교재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P(20,17), C(13,9), P(7,5), H(7,5)과 S(6,4)를 계산하여라.

#2. 52장의 카드에서 7장의 카드를 뽑는 방법은 얼마나 있는지를 구하여라.

#3. 12개의 서로 다른 음을 가진 12음계에서 5개의 음표로 만들 수 있는 순열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여라.

#4. 월드컵에는 23명의 선수 후보를 둘 수 있다. 이중 11명의 출전선수를 선발하는 경

우의 수를 계산하여라.l

#5. 어떤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세 가지의 주된 모듈을 가지고 있다. 이 패키지를 설치

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은 각각의 모듈에 주어진 옵션(option) 중에서 선택해야만 한

다. 만약 첫 번째 모듈이 4개의 옵션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가 5개의 옵션을,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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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가 3개의 옵션을 가진다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옵션들의 집합이 제공되겠는지를

계산하여라.

#6. 단어 reentrant의 글자들을 바꾸어 놓는 것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패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라.

#7. 10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을 (공집합이 아닌)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인가를 계

산하여라.

#8. S={1, 2, 3, 4}라고 하자. 이 때 S로부터의 2-samples, 2-selections, 2-permutations,

2-combinations의 목록(list)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라. 이때, 답으로 구한

각각의 목록들의 수가 맞는 것임을 적당한 공식을 적용해서 증명하여라. (Hint: #21

번의 해를 참조하여라.)

#9. 4명의 포커 경기자에게 54장의 카드 중에서 각각 5장씩의 카드를 나누어 줄 수 있

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10. 10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으로부터 6-samples이 더 많은가, 아니면 6-selections가

더 많은지 계산하여 보아라.

#11. 어떤 세일즈맨이 8개의 다른 도시들을 정확히 한 번씩 방문한다. 이 8개 도시를

방문하는 얼마나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구하여라.

#12. (a) S={1, 2, 3, 4, 5, 6}이라고 두자. i=0, 1, 2, … ,6에 대해서, i개의 원소를 가진 S

의 부분집합의 수를 계산하는 함수 sub6(i)를 작성하여라. 이 7개의 답을 모두 더한

것이 2^6임을 보여라.

(b) 임의의 입력 값 n에 대하여, C(n,0) + C(n,1) + C(n,2) +…+ C(n, n)을 계산하는 프

로그램을 작성하여, 이 값이 2ⁿ임을 확인하여라.

#13. Stirling's triangle의 처음 네 개의 행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라.



7.4 연습문제  151

#14. 하루 한 개 이상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6개의 시험을 14일 동안 치르는 경우의

수는 얼마인가 계산하여라.

#15. 파스칼의 삼각형의 7번째 행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라.

#16. 다음의 단어들의 글자를 바꾸어 놓는 것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다른 패턴들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a. unicorn b. madam c. insipid d. entities e. focus

#17. 4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가 있는 집단에서 남자와 여자를 같은 수로 위원회의 위

원들을 뽑는다면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는지 계산하여라.

#18. 10명의 학생들을 3개의 팀(team)으로 할당하는데 있어서 한 팀은 4명의 구성원이,

그리고 나머지 두 팀은 각각 3명씩 할당하기 위한 방법의 수를 계산하여라.

#19. 6권의 책을 3명의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여라.

(a) 각 학생들에게 2권씩

(b) 한 학생에게는 1권을, 한 학생에게는 2권을, 나머지 한 학생에게는 3권.

#20. {1, 2, 3,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에서 3개의 원소를 선택하는 3-Sample,

3-Selection, 3-Permutation, 3-Combination 방법을 모두 나열하는 Matlab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list=[];
for i=1:4
  for j=1:4
    for k=1:4
       list = [list; i*100+j*10+k];
    end
  end
end
list
disp(['Samples: Total ' int2str(length(list)) ' Elements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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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for i=1:4
  for j=i:4
    for k=j:4
       list = [list; i*100+j*10+k];
    end
  end
end
list
disp(['Selections: Total ' int2str(length(list)) ' Elements listed'])

list=[];
for i=1:4
  for j=1:4
    for k=1:4
       if (i~=j & i~=k & j~=k)
         list = [list; i*100+j*10+k];
       end
    end
  end
end
list
disp(['Permutations: Total ' int2str(length(list)) ' Elements listed'])

list=[];
for i=1:4
  for j=i+1:4
    for k=j+1:4
         list = [list; i*100+j*10+k];
    end
  end
end
list
disp(['Combinations: Total ' int2str(length(list)) ' Elements lis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