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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Historical Analysis and Educational
Extension on Derangement

교란순열에 대한 역사적 탐색과 교육적 확장에 대한 연구

Suh Bo Euk 서보억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method of mathematical exploration thro-
ugh history’. In recent school education, ‘Probability and Statistics’ education has
been emphasized, and as a result, the study has conducted a study on permuta-
tions. Permutation is used in a variety of fields, and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Deran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alysis was made
at current school mathematics level and academic mathematics level for Derange-
ment. Second,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derangement was examined.
Third, based on this, the research direction of this study was decided to be ‘De-
rangement number’s triangle(Rencontres number’s triangle)’, and the inquiry for
education expansion was carried out. Fourth, we have presented data on concrete
educational expansion by discovering various mathematical facts of the Derange-
ment number’s triangle. We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mean-
ingful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mathematics and the presentation of new
inquir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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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순열(permutation)은 유한개의 원소 n개 전체 혹은 그 일부인 r개를 선택하여 순서대

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이다 [4, 9, 14]. 순열의 영어 단어인 ‘permutation’의 어원은 14세

기 중엽 프랑스의 ‘permutaction’ 즉, ‘change, shift’에 근거하고 있다(온라인 어원 사전,

2018.06.25.검색). 또한 라틴어에서는 permutare(change thoroughly 또는 exchang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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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ample(1); 사례1

어원이 되는데, ‘thoroughly’를 의미하는 ‘per’와 ‘to change 또는 go 혹은 move’를 의

미하는 ‘mutare’의 합성어이다 [9].

순열의 역사는 다른 수학 개념의 역사에 비교해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Biggs [3]

에 따르면, 인도인들은 n! = 1 × 2 × · · · × n 및 nPr = n×(n−1)×···×(n−r+1)
r! 이라는 사실

을 A.D 6세기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충분하고, 인도의 수학자 Bhaskara가

1150년에 쓴 수학책 ‘Līlāvatī’에는 순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Līlāvatī의 13장 267

번에 보면, 계승 n!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 10!의 값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 [3, 7].

그 이후, 1677년 Stedman은 서로 다른 종류의 종을 이용하여 종소리의 순열을 생각

하였다. 그는 2종류의 종은 (12), (21) 두 가지를, 3종류의 종은 (123), · · · , (321) 여섯 가

지를 제시하였고, 5종류의 종은 120가지라는 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Lagrange는 순열의 도움으로 다항식 방정식에 대한 해결에 큰 도움을 얻었고, 이러한 결

과는 Galois에 의해 이루어진 다항 방정식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역사적으로 보면, 1부터 n까지의 곱을 의미하는 계승의 기호는 처음에는 π(pi)에서부터

출발하였다. 1799년 방정식에 대한 Ruffini의 이론에서 π(4)는 1× 2× 3× 4를 의미했다.

이를 이어받은 Gauss는 1811년 그의 책에서 대문자 Π를 사용하여 Π(4)를 사용하기도

했고, 1834년 Jacobi는 Π4을 사용하기도 했다. 1838년 De Morgan은 [n]을 사용하였고,

1855년 Carmichael은 n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1861년에 Henri는 |n라는 기호를 사

용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처음 사용된 것은 1816년 독일의 Durrande에 의해서

인데, 독일의 Ohm, Eisenstein, Sylvester 등이 이 기호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서부터이다.

미국에서도 Bartklett이 1859년부터 ! 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보편화되었다

[5]. 수학의 역사를 기초로 볼 때, 계승의 기호가 !로 고정이 된 것은 순전히 쓰기와 타자에

의한 인쇄의 편리함 때문이라는 것이 보편적이다.

순열은 다양한 수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한 활용 중에서 널리 알려진 것 중

의 하나가 교란순열 (derangement)이다. 교란순열은 1708년 프랑스 수학자인 Pierre de

Montmort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고, 교란순열은 완전순열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교란

순열의 문제는 Figure 1과 같은 형식으로 중등학교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11].

우리나라 중등학교 수학교육에서 교란순열의 개념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는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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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는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개념을 문제상

황에서 다루는 이유는 교란순열의 발생의 역사가 1708년으로 매우 오래되었고, 문제해결

과정이 매우 흥미로워 학습동기를 높이기에 충분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수학에

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다양한 문제상황에서 다루어지는 교란순열에 대한 역사적 분

석을 통해 정규 수학교육과정으로 활용가능하고, 그 개념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수학의 흐름은 수학의 응용과 활용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수학의 활성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수학의 흐름은 수학교육의 흐름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학교육의 목적을 정신도야제로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수학의 실용성, 수

학적 안목의 개발 등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 학교수학의 다섯가지 대영역인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 중에서 가장 실용성이 강한 영역이 확률

과 통계이다. 확률과 통계 영역의 내용 중에서 실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남직한 주제 중의

하나가 교란순열이므로, 이에 대한 수학적 탐구활동을 진행하여 전형적인 사례를 고찰하는

것은 현시점에 필요한 연구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란순열에 대한 역사적 발달과정을 탐색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수학 수준에서 수학적 탐구활동 결과 도출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

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 내용은 첫째, 현재 학교수준 및 대학교 학부수

준에서 다루어지는 교란순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둘째, 교란순열의 발생의

기원과 발달 과정이 어떠하였는지 고찰하며, 셋째, 학교수학 수준에서 교란순열의 새로운

탐구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 방향에 따라 수학적 탐구활동의 결과를 논리적으로 정리

하는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순열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기초로 하여 교란순열의 활용에 대한 역

사적 발달과정을 고찰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란순열을 학교수학 수준에서 탐구할 수 있는

탐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학교수학 수준에서의 탐구 방향에 따라, 실제로 탐

구활동을 수행하여 학교수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학적 사실을 발견하고, 정리하였다. 이

러한 역사적 고찰과 학교수학 수준에서의 수학탐구활동은 서보억 [15]이 제시한 수학사를

활용한 수학탐구방법을 근간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현재 수준’으로 중등학교 및 학문수학(대학수학)에 나타난 교란순열의 내용이 무

엇인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학적 의미를 이해한다.

둘째, ‘과거 수준’으로 수학사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교란순열의 역사적 발생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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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thod of mathematical exploration through history; 수학사를 통한 수학탐구 방
법

대한 사실적인 탐색과 더불어 발생당시의 교란순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교란순

열의 의미를 탐색한다.

셋째,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수준’으로 교란순열에 대한 수학적 탐색을 기반으로 현재

중등학교 및 학문수학에 나타난 교란순열의 교육적 확장 가능성의 방향을 탐색한다.

넷째, ‘미래 수준’으로 본 연구의 핵심이며 본질에 해당하는 단계로써, 교란순열에 대한

교육적 확장 가능성을 탐색한다. 여기서 교육적 확장 가능성이란 중등학교 수준에서의 수

학적 탐구활동의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논리적 정리를 의미한다.

3 교란순열에 대한 수학사적 분석

3.1 학교수학에 나타난 교란순열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하면 교란순열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으로 순열, 중복

순열을 찾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교란순열을 적용한 문제가 제시되고 있었다.

첫째, 순열의 의미가 제시되고 있다.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한 결과를 의미하며, 그러한 순열의 수는 nPr로 나타내고, 그 값은 다음과 같다.

nPr = n(n− 1)(n− 2) · · · (n− r + 1) = n!
(n−r)!

둘째, 중복순열의 의미가 제시되고 있다.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

하여 r개를 택한 결과를 의미하며, 그러한 중복순열의 수는 n

∏
r로 표현하는데, 그 값은

n

∏
r = nr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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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mple(2); 사례2 [11]

셋째, 교란순열의 개념은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교란순열의 의미를 내포하는 ‘탐구’ 혹

은 ‘토론’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3.2 학문수학에 나타난 교란순열

대학교 학부수준의 교재를 분석하면 순열, 교란순열, 준계승의 정의, 계승과 준계승의 비

교, 순열의 수와 교란순열의 수, 교란순열의 수열 등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열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교란순열과 준계승의 정의가 다루어진다. 더불어

다양한 교란순열의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집합 S의 순열 σ)

집합 S = {1, 2, 3, 4, · · · , n}의 순열은 전단사함수(일대일대응) σ : S → S를 의미한다.

즉,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σ =

(
1 2 3 · · · n

σ(1) σ(2) σ(3) · · · σ(n)

)
(교란순열의 정의)

집합 S의 순열 σ : S → S에서 모든 s ∈ S에 대하여 σ(s) ̸= s를 만족시키는 순

열 σ를 교란순열 (derangement)혹은 완전순열 (perfect permutation)이라고 한다. 즉,

σ(1) ̸= 1, σ(2) ̸= 2, · · · , σ(n) ̸= n인 순열이다.

(교란순열의 문제 사례)

1) 학생 n명이 각각 1개의 가방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 왔다. 교실을 나갈 때 무심코 가

방을 잡았을 때, 모두가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지고 나갈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2) 학생 n명이 각각 1개의 모자를 쓰고 교실에 들어 왔다. 교실을 나갈 때 무심코 모자

를 쓰고 나갈 때, 모두가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고 나갈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둘째, 계승과 준계승의 정의가 제시되고, 순열의 수와 교란순열의 수가 다루어진다.

(계승과 준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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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 (factorial)이란 n개의 원소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즉 nPn을 나타내며,

궁극적으로는 nPn = n × (n − 1) × (n − 2) × · · · × 1 = n!을 의미한다. 반면, 준계승

(subfactorial)은 n개의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의 수를 의미하고 !n으로 표현한다.

(순열의 수와 교란순열의 수)

집합 S = {1, 2, 3, · · · , n}의 계승의 값을 순열의 수 (arrangement number)라고 하

고, An라고 한다. 실제로 An = n!이므로 A1 = 1, A2 = 2, A3 = 6, A4 = 24가 된다.

이러한 순열의 수들의 나열을 순열수열이라 한다. 집합 S = {1, 2, 3, · · · , n}의 준계승

의 값을 교란순열의 수 (derangement number)라고 하고, Dn 혹은 D1
n이라고 한다. 즉

D1 = 0, D2 = 1, D3 = 2, D4 = 9가 된다. 이러한 교란순열의 수들의 나열을 교란순열수

열이라고 한다.

셋째, 순열의 수에 대한 점화식, 교란순열의 수에 대한 점화식, 교란순열의 수열이 다루

어지고 있다.

(명제1) 순열의 수를 나열한 수열의 점화식은 An = (n− 1)(An−1 +An−2)이다.

(명제2) 교란순열의 수를 나열한 수열의 점화식은 Dn = (n− 1)(Dn−1 +Dn−2)이다.

(계승과 준계승의 값) 계승과 준계승의 값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n 0 1 2 3 4 5 6 7

n! 1 1 2 6 24 120 720 5040

!n 1 0 1 2 9 44 265 1854

Table 1. factorial & subfactorial of n; 순열과 교란순열의 수

(명제3) 교란순열의 수열 Dn = n!− n!
∑n

k=1
(−1)k−1

k! = n!
∑n

k=0
(−1)k

k! 이다.

3.3 교란순열의 발생과 발달에 대한 분석

교란순열은 순열의 활용에 대한 문제였고, Rouse Ball [1]에 따르면 교란순열에 대한 최

초의 역사적 기록은 프랑스의 수학자인 de Montmort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Ball은 de

Montmort가 1713년에 쓴 확률과 게임에 대한 저서인 ‘위험 게임에 대한 분석(2판)’에서

교란순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의 저서에 따르면 de Montmort는 1708년 교란순열에

대한 최초의 착상을 하였고, 이 문제의 해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은 1713년에 출판된

본인의 저서에서였다.

교란순열에 대한 두 번째 해결은 Nicholas Bernoulli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Bernoulli

는 포함배제의 원리를 이용하여 교란순열에 대한 일반적인 해법을 찾았다 [2]. Bernoulli

[2]가 사용한 포함배제의 원리를 적용하여 교란순열을 해석하는 것은 교란순열의 수 Dn을

‘Ei를 σ(i) = i인 순열의 수라고 설정하였을 때, Dn = n!− |
∪n

i=1 Ei|으로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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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e Montmort’s book; de Montmort의 책

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한국사전연구원 [12]의 수학사전에서는 교란순열을 ‘기준순열에서

그 중의 어느 하나의 요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러한 치환에 의해 얻어지는 순열’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Dn은 어떤 원소 n개를 한 개에서 n개까지의 원소가 있을 위치

를 정해주고, 모든 원소가 각각의 원소의 원래 위치에 있지 않을 방법의 수이다.

일반적으로 교란순열은 Dn이라고 표기하고, 교란순열의 수는 준계승 (subfactorial)이

라 하고, 기호로는 !n으로 나타낸다. 보통 교란순열과 관련된 문제에서 D4까지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서 간단히 수형도를 그려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D5부터는 경우의

수가 44로 커져서, 수형도로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기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란순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준계승 (subfactorial)을 나타내는 기호는 계승의 기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1878년 Whitworth는 계승의 기호 |n을 기초로 하여 ||n로 표기하였다. 사실 ||기호

는 Henri가 n!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_’에 ‘|’를 한 개 더 추가한 형태였다 [5]. Whit-

worth는 ||n의 값을 ||n− 1에 n을 곱하여 (−1)n을 추가하여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0은 0!과 같이 1로 약속하고, ||1은 ||0 × 1 + (−1)1이므로 ||1 = 1 − 1 = 0

이고, ||2는 ||1 × 2 + (−1)2이므로 ||2 = 0 + 1 = 1이고, ||3은 ||2 × 3 + (−1)3이므로

||3 = 3− 1 = 2이며, ||4는 ||3× 4 + (−1)4이므로 ||4 = 8 + 1 = 9이다.

교란순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상황을 추가하여 또다른 문제상황으로 확장되

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Ménage 문제이다. 이 문제는 Edouard Lucas가 1891년에 고안

한 것으로 여러 쌍의 커플이 원형 테이블에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않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또한 교란순열의 개념을 확장한 준교란순열 (partial derangement)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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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준교란순열은 ‘집합 S = {1, 2, 3, 4, · · · , n}의 순열 σ : S → S에서 r(단,

0 ≤ r ≤ n)개의 원소 s ∈ S에 대하여 σ(s) = s를 만족시키는 순열’로 정의되어진다.

교란순열의 수를 Dn이라고 부르는 것을 고려하여, 준교란순열의 수는 D(n,r)로 표현한다.

즉, D(n,0) = Dn이다 [10]. 그런데, 준교란순열은 Pascal의 삼각형처럼 아래와 같은 수열

의 나열을 가진 배치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1 2 6 24

0 1 4 18

1 3 14

2 11

9

3.4 역사적 발달과정을 통한 탐구 방향 설정

역사적으로 보면, de Montmort는 Pascal이 창안한 ‘Pascal의 삼각형’이라고 알려진

수표에 특별한 이름을 부여한 수학자로 알려져 있다. Pascal은 1653년 ‘수 삼각형론’을 저

술하였고, de Montmort는 1708년 교란순열에 대한 기본적인 착상을 발표하였다 [8]. de

Montmort는 Pascal이 최초로 제시한 ‘Pascal의 삼각형’을 ‘Table of Mr. Pascal for the

combinations(조합에 대한 Pascal의 수표)’라고 불렀을 만큼, Pascal의 삼각형은 매우 관

심을 가지는 수학적 소재이었다 [1]. 교란순열을 최초로 제안하고 해결한 de Montmort

가 Pascal의 삼각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부터 우리는 교란순열의 발생이나 의미가

Pascal의 삼각형과 무관해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게다가 가로와 세로의 열을 가지는 수표에서의 수학적 패턴을 찾는 탐구활동으로 초등

학교에서의 구구표에 대한 패턴 찾기, 중등학교에서 Pascal의 삼각형에 대한 수표에서 수

학적 패턴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6], 교란순열의 수 삼각형에 대한 수학적 패턴에

대한 탐색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란순열에 대한 역사적 발달과정에

고찰을 기초로 탐구의 기본 방향과 탐구 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탐구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교란순열은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과 대응되지 않는 순열이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대응하는 순열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일부는 자기 자신과 대응

하지 않지만, 일부는 자기 자신과 대응하는 순열의 수를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합

S = {1, 2, 3, · · · , n}의 순열에서 n개의 원소 중에서 r개가 고정되는 순열의 수를 탐구하

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둘째, 탐구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준교란순열 D(n,r) 즉, n개 중에서 r개가 고정된 순열의 수에서 n과 r의 값에 따라 만든

수표 (number table)를 교란순열의 수 삼각형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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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 완성할 수 있다.

n/r 0 1 2 3 4 5 6 7 8 9 10

0 1

1 0 1

2 1 0 1

3 2 3 0 1

4 9 8 6 0 1

5 44 45 20 10 0 1

6 265 264 135 40 15 0 1

7 1854 1855 924 315 70 21 0 1

8 14833 14832 7420 2464 630 112 28 0 1

9 133496 133497 66744 22260 5544 1134 168 36 0 1

10 1334961 1334960 667485 222480 55650 11088 1890 240 45 0 1

11 14684570 14684571 7342280 2447445 611820 122430 20328 2970 330 55 0

Table 2. rencontres numbers; 준교란순열의 수 삼각형

본 연구의 탐구주제는 교란순열의 수를 확장하여 만든 교란순열의 수 삼각형를 기초로

한다. 구체적으로 위의 수표에 대한 직관적 관찰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 패턴과

규칙, 속성에 대한 추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정당화 과정 등 다양한 수학적 탐색활동을

진행하여 교육적 확장을 시도하는 것을 본 연구의 탐구 주제로 설정하였다.

4 교란순열에 대한 교육적 확장을 위한 수학탐구활동

본 연구의 탐구결과로 얻은 교란순열의 수 삼각형에 대한 수학적 발견의 결과를 정리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교육적 확장은 Polya [13]가 제시한 다양한 현상과 사례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추측하고, 추측한 결과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과정에 따라 진

행하였다. 이러한 탐구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교육적 확장의 결과는 ‘발견’, ‘정리’, ‘증명’

이라는 3단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견은 ‘수표로 제시된 수 삼각형’에 대한 직관적인 관찰을 통해

처음으로 얻은 직관적인 결과를 제시한 것이고, 정리는 직관적 발견을 기초로 얻은 객관

화된 수학적 사실을 의미하며, 증명은 정리에 대한 연역적 정당화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설정한 탐구방법으로 추측하여 정당화한 ‘정리’의 일부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도 일부 있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는 학교수학 수준의 탐구활동이므로, 정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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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설정한 탐구방법을 통해 도출한 사실이지만, 일부 정리는 이미 알려진 수학적 사실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문에서는 한 개의 ‘추측’과 ‘가설’, ‘정의’가 제시되어 있는데, 추측은 참인 것으

로 예상되지만, 명확한 증명을 마치지 못한 것이고, ‘가설’은 추측을 기반으로 한 참이 될

것 같은 추측이며, 정의는 필요한 용어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본 연구의

교육적 확장에서는 7개의 발견과 10개의 정리와 1개의 추측과 가설을 제시하였다.

(발견1) 수표에서 1열과 2열의 두 수의 차는 항상 1이다.

(정리1) D(n,0) −D(n,1) = (−1)n이다.

[증명] Dn = D(n,0)이므로 교란순열의 수의 일반항으로부터 D(n,0) = n!−n!
∑n

k=1
(−1)k−1

k!

이다. 그런데, D(n,1)은 n개 중에서 1개가 고정되는 순열의 수이다. 만약 σ(1) = 1이고

σ(i) ̸= i(i = 2, 3, · · · , n)인 순열의 수를 구하면, 한 개가 고정된 상태에서 나머지는 자신

과 대응하지 않아야 하므로, D(n−1,0)과 같다. 그런데, σ(k) = k로 단 한 개만 고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k = 1, 2, 3, · · · , n으로 총 n가지이므로, D(n,1) = n×D(n−1,0)이 된다.

D(n−1,0) = Dn−1이므로, D(n,1) = n × Dn−1이다. 따라서, D(n,1) = n × {(n − 1)! −

(n− 1)!
∑n−1

k=1
(−1)k−1

k! }이 된다. 즉, 다음의 계산으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D(n,0) −D(n,1) = n!− n!

n∑
k=1

(−1)k−1

k!
− n× {(n− 1)!− (n− 1)!

n−1∑
k=1

(−1)k−1

k!
}

= n!− n!

n∑
k=1

(−1)k−1

k!
− n! + n!

n−1∑
k=1

(−1)k−1

k!

= n!×
[
− (−1)n−1

n!

]
= (−1)n

즉, n이 짝수일 때 1이고, n이 홀수일 때 −1이 된다.□

(발견2) 수표에서 맨 위의 두 대각선 방향은 하나는 0만, 하나는 1만 존재한다.

(정리2) D(n,n−1) = 0이고 D(n,n) = 1이다.

[증명] 먼저, D(n,n−1) = 0임을 보이자. 집합 S = {1, 2, 3, 4, · · · , n}의 한 순열 σ를

생각하자. σ(i) = i(단, i는 1부터 n까지 중에 n − 1개)라고 하자. 그러면, 어떤 k ∈ S

중에서 σ(k) ̸= k가 단 한 개만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미 (n − 1)에 대해 σ(i) = i

인 상태에서 남은 한 개의 k가 σ(k) ̸= k인 것은 불가능하다. 즉, σ(k) = k이어야 하므로,

모든 i ∈ S의 원소에 대해 σ(i) = i이므로 D(n,n−1) = 0이다.

다음으로 D(n,n) = 1임을 보이자. 집합 S = {1, 2, 3, 4, · · · , n}의 한 순열 σ를 생각하

자. 모든 i ∈ S의 원소에 대해 σ(i) = i인 σ는 한 개 존재한다. 따라서 D(n,n) =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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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3) 수표에서 1열의 수와 r열의 수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

(정리3) D(n,r) = Dn−r × nCn−r 혹은 D(n,r) = nCr × Dn−r이다. 즉, D(n,r) =

n!
(n−r)!r! ×D(n−r,0)이다.

[증명] D(n,r)의 값을 구해보자. 집합 S = {1, 2, 3, 4, · · · , n}에서 r개의 값이 자기 자

신으로 고정된 한 순열 σ를 생각하자. 예를 들어 σ(i) = i(1 ≤ i ≤ r)라고 하자. 그러면,

σ(k) ̸= k(r + 1 ≤ k ≤ n)이어야 한다. 즉, r개가 고정된 어느 한 σ는 Dn−r개의 서로

다른 순열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집합 S에서 임의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nCr 혹은 nCn−r이다. 각각의

경우에 Dn−r개가 가능하므로, 전체 경우의 수는 D(n,r) = nCr × Dn−r 혹은 D(n,r) =

nCn−r ×Dn−r이 된다.□

(정리4) D(n,r) =
n!
r!

∑n−r
k=0

(−1)k

k! 이다.

[증명] D(n,r) = nCr ×Dn−r이고, Dn = n!
∑n

k=0
(−1)k

k! 이므로, 다음을 얻을 수 있다.

D(n,r) =
n!

(n− r)!r!
×D(n−r,0)

=
n!

(n− r)!r!
× (n− r)!

n−r∑
k=0

(−1)k

k!

=
n!

r!

n−r∑
k=0

(−1)k

k!

따라서 D(n,r) =
n!
r!

∑n−r
k=0

(−1)k

k! 이다.□

(정리5) Dn − n×Dn−1 = (−1)n이다.

[증명] D(n,r) = nCr ×Dn−r에서 r = 1이라고 하면, D(n,1) = nC1 ×Dn−1을 얻을 수

있다. 즉 D(n,1) = n×Dn−1이 된다. 즉, Dn−n×Dn−1 = Dn−n×Dn−1과 같다. 그런데,

앞의 정리로부터 D(n,0)−n×D(n−1,0) = (−1)n이 성립하므로, Dn−n×Dn−1 = (−1)n

이다.□

(발견4) 수표에서 각각의 행에 있는 모든 숫자의 합은 n!이다.

(정리6) 순열의 수 n! =
∑n

k=0 D(n,k)이다.

[증명] 정의에 의해서 집합 S = {1, 2, 3, 4, · · · , n}의 계승의 값을 An = n!이다. 그런데

집합 S의 순열은 전단사함수(일대일대응) σ : S → S를 의미한다. 따라서 순열 σ는 다음

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모든 i ∈ {1, 2, 3, · · · , n}에 대해서 σ(i) ̸= i인 순열, 즉 모든 수가 자기 자신과

대응하지 않는 순열이다. 이것은 D(n,0)이다.

둘째, 단 하나의 i ∈ {1, 2, 3, · · · , n}에 대해서 σ(i) = i인 순열이다. 즉, D(n,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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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단 두 개의 i ∈ {1, 2, 3, · · · , n}에 대해서 σ(i) = i인 순열이다. 즉, D(n,2)이다.

넷째, 단 k개의 i ∈ {1, 2, 3, · · · , n}에 대해서 σ(i) = i인 순열이다. 즉, D(n,k)이다.

다섯째, 모든 i ∈ {1, 2, 3, · · · , n}에 대해서 σ(i) = i인 순열, 즉 모든 수가 자기 자신과

대응하는 순열이다. 이것은 D(n,n) = 1이다.

위의 다섯 가지를 제외한 순열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n! = D(n,0)+D(n,1)+D(n,2)+

· · ·+D(n,n) =
∑n

k=0 D(n,k)이다.□

(따름정리) (1) n! =
∑n

k=0 nCk ×Dn−k이다.

(2) Dn = n!−
∑n

k=1 nCk ×Dn−k이다.

(3)
∑n

k=1 nCk ×Dn−k = n!
∑n

k=1
(−1)k−1

k! 이다.

[증명] (1) D(n,k) = nCk×Dn−k이므로, n! =
∑n

k=0 D(n,k) =
∑n

k=0 nCk×Dn−k이다.

(2) n! = D(n,0) +D(n,1) +D(n,2) + · · ·+D(n,n)이다. 따라서 D(n,0) = n!−{D(n,1) +

D(n,2)+ · · ·+D(n,n)}이다. 그런데, D(n,1)+D(n,2)+ · · ·+D(n,n) =
∑n

k=1 nCk ×Dn−k

이므로, Dn = n!−
∑n

k=1 nCk ×Dn−k이다.

(3) Dn = n!−
∑n

k=1 nCk ×Dn−k이므로,
∑n

k=1 nCk ×Dn−k = n!−Dn이다. 그런데

Dn = n!−n!
∑n

k=1
(−1)k−1

k! 이므로,
∑n

k=1 nCk ×Dn−k = n!−
(
n!−n!

∑n
k=1

(−1)k−1

k!

)
이다. 즉,

∑n
k=1 nCk ×Dn−k = n!

∑n
k=1

(−1)k−1

k! 이다.□

(발견5) 수표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행, 열의 수가 변할 때, 순열도 일정한 규칙을 가진다.

(정의) 수열 crn : 수열 crn은 r의 값(r은 0, 1, 2, 3, · · · )이 결정되었을 때, n ≥ r인 자연수

n에 대해서 D(n,n−r)의 수의 나열이다. 예를 들어, r = 4이면, 수열 c4n은 n ≥ 4인 자연수

n에서 D(n,n−4)의 수의 나열이므로, D(4,0), D(5,1), D(6,2), D(7,3), · · ·의 나열을 의미한다.

이때, c44 = D(4,0), c
4
5 = D(5,1), c

4
6 = D(6,2), c

4
7 = D(7,3), · · ·을 의미한다.

(정리7) c2n = D(n,n−2) = D2 × nC2이다.

[증명] D(n,n−2)의 값을 구해보자. 집합 S = {1, 2, 3, 4, · · · , n}에서 (n − 2)개의 값이

자기 자신으로 고정된 한 순열 σ를 생각하자. 예를 들어 σ(i) = i (1 ≤ i ≤ n− 2)라고 하

자. 그러면, σ(n− 1) ̸= n− 1이고, σ(n) ̸= n이어야 하므로, σ(n− 1) = n, σ(n) = n− 1

이어야 한다. 따라서 (n − 2)개가 고정된 순열에서 나머지 2개가 자신을 함숫값으로 가

지지 않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런데, 집합 S에서 임의로 (n − 2)개를 선택하

는 경우의 수는 nCn−2 혹은 nC2이다. 각각의 경우에 한 가지씩 가능하므로, 전체 경우

의 수는 nC2 × 1이 된다. 그런데 D(2,0) = 1이므로 D(n,n−2) = D2 × nC2이다. 따라서

c2n = D(n,n−2) = D2 × nC2이다.□

(따름정리) (1) c2n = n(n−1)
2 이다. (2) c2n은 삼각수이다. (3) c2n+1 − c2n = 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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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1) c2n = D2 × nC2인데, nC2 = n!
(n−2)!2!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nC2 = n(n−1)

2

이 되므로, c2n = n(n−1)
2 이다.

(2) 그런데, 삼각수의 나열을 Tn이라고 하면 Tn = 1 + 2 + 3 + · · · + n이므로 Tn =

n(n+1)
2 이다. 그런데, c2n는 n = 2일 때 초항이 되므로, Tn−1의 값과 비교하여야 한다.

Tn−1 = n(n−1)
2 가 되고 이는 c2n와 같다. 즉, c2n의 나열은 삼각수의 나열이다.

(3) c2n+1 = n(n+1)
2 이고, c2n = n(n−1)

2 이므로 다음이 성립하므로, 증명이 마무리된다.

c2n+1 − c2n = n(n+1)
2 − n(n−1)

2 = n2+n−n2+n
2 = n. □

(정리8) 수열 crn에서 crn × n+1
n−r+1 = crn+1(단, n ≥ r인 정수)이다.

[증명] crn = D(n,n−r)이고, D(n,r) =
n!
r!

∑n−r
k=0

(−1)k

k! 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crn × n+ 1

n− r + 1
= D(n,n−r) ×

n+ 1

n− r + 1

=
n!

(n− r)!

r∑
k=0

(−1)k

k!
× n+ 1

n− r + 1

=
(n+ 1)!

(n− r + 1)!

r∑
k=0

(−1)k

k!
· · · 1⃝

그런데, D(n,r) =
n!
r!

∑n−r
k=0

(−1)k

k! 에서 n을 n+1로, r을 n−r+1로 변환하면, D(n+1,n−r+1) =

(n+1)!
(n−r+1)!

∑r
k=0

(−1)k

k! 이 되므로, 1⃝식은 D(n+1,n−r+1)이다.

따라서, crn × n+1
n−r+1 = D(n+1,n−r+1) = crn+1이다.□

(추측) 수표에서 1열의 수를 6으로 나눈 나머지는 일정한 규칙을 가진다.

(가설) D(n,0)을 6으로 나눈 나머지는 1, 0, 1, 2, 3, 2를 반복한다. 구체적으로 n =

6k + 1(단, k ≥ 0인 정수)이며 D(6k+1,0) = 6m이다.

(발견6) 수표의 1열에서 D(n,0) = (n−1)(D(n−1,0)+D(n−2,0))라는 점화식이 존재한다.

(정리9) (1) D(n,1) = (n− 1)(D(n−1,1) +D(n−2,1)) + (−1)n−1이다.

(2) D(n,2) = (n− 1)(D(n−1,2) +D(n−2,2)) + (−1)n(n− 1)이다.

(3) D(n,3) = (n− 1)(D(n−1,3) +D(n−2,3)) + (−1)n−1 (n−1)(n−2)
2 이다.

(4) D(n,4) = (n− 1)(D(n−1,4) +D(n−2,4)) + (−1)n−1 (n−1)(n−2)(n−3)
6 이다.

[증명] 증명은 (1)만 제시하고, 일반화된 증명은 (정리10)에서 제시한다.

(1) (정리4)로부터 D(n−1,1) = (n−1)!
∑n−2

k=0
(−1)k

k! 이고, D(n−2,1) = (n−2)!
∑n−3

k=0
(−1)k

k!

이다. 따라서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n− 1)(D(n−1,1) +D(n−2,1)) + (−1)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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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1){(n− 1)!

n−2∑
k=0

(−1)k

k!
+ (n− 2)!

n−3∑
k=0

(−1)k

k!
}+ (−1)n−1

= (n− 1)!{(n− 1)

n−2∑
k=0

(−1)k

k!
+

n−3∑
k=0

(−1)k

k!
}+ (−1)n−1

그런데,
∑n−2

k=0
(−1)k

k! = {
∑n−1

k=0
(−1)k

k! } − (−1)n−1

(n−1)! 이고,
∑n−3

k=0
(−1)k

k! = {
∑n−1

k=0
(−1)k

k! } −
(−1)n−1

(n−1)! − (−1)n−2

(n−2)! 이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아래와 같이 변형이 가능하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n− 1)!{(n− 1)

n−2∑
k=0

(−1)k

k!
+

n−3∑
k=0

(−1)k

k!
}+ (−1)n−1

= (n− 1)!{n
n−1∑
k=0

(−1)k

k!
− (−1)n−1

(n− 2)!
− (−1)n−1

(n− 1)!
− (−1)n−2

(n− 2)!
}+ (−1)n−1

= n!

n−1∑
k=0

(−1)k

k!
− (−1)n−1 + (−1)n−1

= n!

n−1∑
k=0

(−1)k

k!
= D(n,1).□

(발견7) 수표에 제시된 교란순열의 수 삼각형의 r번째 열에서 일반적 점화식이 있다.

(정리10) D(n,r) = (n− 1){D(n−1,r) +D(n−2,r)}+ (−1)n−r
n−1Cr−1이다.

[증명] D(n,r) =
n!
r!

∑n−r
k=0

(−1)k

k! 로부터 D(n−1,r) =
(n−1)!

r!

∑n−r−1
k=0

(−1)k

k! 이고, D(n−2,r) =

(n−2)!
r!

∑n−r−2
k=0

(−1)k

k! 이다. 따라서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n− 1){D(n−1,r) +D(n−2,r)}

= (n− 1){ (n− 1)!

r!

n−r−1∑
k=0

(−1)k

k!
+

(n− 2)!

r!

n−r−2∑
k=0

(−1)k

k!
}

=
(n− 1)!

r!
{(n− 1)

n−r−1∑
k=0

(−1)k

k!
+

n−r−2∑
k=0

(−1)k

k!
}

그런데,
∑n−r−1

k=0
(−1)k

k! =

(∑n−r
k=0

(−1)k

k!

)
− (−1)n−r

(n−r)! 이고,
∑n−r−2

k=0
(−1)k

k! =

(∑n−r
k=0

(−1)k

k!

)
−

(−1)n−r

(n−r)! − (−1)n−r−1

(n−r−1)! 이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변형이 가능하고,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n− 1)!

r!
{(n− 1)

n−r−1∑
k=0

(−1)k

k!
+

n−r−2∑
k=0

(−1)k

k!

=
(n− 1)!

r!
{n

n−r∑
k=0

(−1)k

k!
− n− 1

(n− r)!
(−1)n−r − (−1)n−r

(n− r)!
− (−1)n−r−1

(n− r − 1)!
}

=
(n− 1)!

r!
{n

n−r∑
k=0

(−1)k

k!
− n(−1)n−r

(n− r)!
− (−1)n−r−1

(n− r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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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r!

n−r∑
k=0

(−1)k

k!
− (−1)n−r × n(n− 1)!

r!(n− r)!
+ (−1)n−r × (n− 1)!(n− r)

r!(n− r)!

=
n!

r!

n−r∑
k=0

(−1)k

k!
− (−1)n−r × (n− 1)!

(r − 1)!(n− r)!

= D(n,r) − (−1)n−r × (n− 1)!

(r − 1)!(n− r)!

따라서, (n−1){D(n−1,r)+D(n−2,r) = D(n,r)−(−1)n−r× (n−1)!
(r−1)!(n−r)!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D(n,r) = (n− 1){D(n−1,r) +D(n−2,r) + (−1)n−r × (n−1)!
(r−1)!(n−r)!

그런데, (n−1)!
(r−1)!(n−r)! = n−rCr−1이므로, D(n,r) = (n − 1){D(n−1,r) + D(n−2,r)} +

(−1)n−r
n−1Cr−1이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순열과 준순열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활용하여, 교란순열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고

찰하고, 이러한 고찰을 근거로 교란순열을 일반화한 확장을 통해 다양한 점화식과 규칙을

탐색하는 것을 연구주제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배경지식으로 순열과 조합의 기초 지식을 조사하였고, 이러한 배경지식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탐구활동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란순열과 준계승의 정의를 찾아서, 그 차이를 인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순열

의 수에 대한 점화식 An = (n− 1)(An−1 + An−2)을 기초로 하여 교란순열의 수에 대한

점화식이 동일한 모습을 가진다는 사실 즉, Dn = (n− 1)(Dn−1 +Dn−2)을 알게 되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교란순열의 수에 대한 점화식을 귀납적인 방법으로 유도하게 되었고, 수열의 식을

이용하여 논리적으로도 유도할 수 있었다.

셋째, 교란순열의 수를 일반화하여 순열에서 n개의 원소 중에서 r개가 고정되는 순열의

수 D(n,r)을 정의하고, 이를 수표로 만들어 내었고, 이 수표를 교란순열의 수 삼각형으로

명명하였다.

넷째, 교란순열의 수 삼각형을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규칙을 발견하였고, 이 규칙을 바

탕으로 교란순열의 수 삼각형을 n = 11, r = 10일 때까지 완성하였다.

다섯째, 교란순열의 수 삼각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또한 교란순열의 수 삼각형을 완성

한 다음, 직관적인 관찰을 통해 여러 가지 패턴과 규칙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패턴과 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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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증명하였다. 본 탐구활동에서 관찰을 통해 발견한 수학적 패턴과 규칙은 다음과

같다.

(정리1) D(n,0) −D(n,1) = (−1)n이다.

(정리2) D(n,n−1) = 0이고 D(n,n) = 1이다.

(정리3) D(n,r) = D(n,n−r) × nCn−r 혹은 D(n,r) = nCrDn−r이다.

(정리4) D(n,r) =
n!
r!

∑n−r
k=0

(−1)k

k! }이다.

(정리5) Dn − n×Dn−1 = (−1)n이다.

(정리6) 순열의 수 n! =
∑n

k=0 D(n,k)이다.

(따름정리1) (1) n! =
∑n

k=0 nCk × Dn−k (2) Dn = n! −
∑n

k=1 nCr × Dn−k (3)∑n
k=1 nCr ×Dn−k = n!

∑n
k=1

(−1)k−1

k! 이다.

(정리7) c2n = D(n,n−2) = D2 × nC2이다.

(따름정리2) (1) c2n = n(n−2)
2 (2) c2n은 삼각수 3) c2n+1 − c2n = n이다.

(정리8) 수열 crn에서 crn × n+1
n−r+1 = crn+1(단, n ≥ r인 정수)이다.

(정리9) (1) D(n,1) = (n − 1)(D(n−1,1) + D(n−2,1)) + (−1)n−1이다. (2) D(n,2) =

(n − 1)(D(n−1,2) + D(n−2,2)) + (−1)n(n − 1)이다. (3) D(n,3) = (n − 1)(D(n−1,3) +

D(n−2,3)) + (−1)n−1 (n−1)(n−2)
2 이다. (4) D(n,4) = (n − 1)(D(n−1,4) + D(n−2,4)) +

(−1)n−1 (n−1)(n−2)(n−3)
6 이다.

(정리10) D(n,r) = (n− 1){D(n−1,r) +D(n−2,r)}+ (−1)n−r
n−1Cr−1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교과목에서

순열을 다루는 심화학습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최근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주도

적 연구활동, 과제탐구활동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이 진행할 수

있는 전형적인 활동의 예로 제시할 수 있다. 셋째, 교사 연구자료로의 활용이다. 본 연구

결과는 연수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영재교육원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5.2 제언

본 연구에서 우리는 몇 가지 미해결 문제가 생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추측)과 (가설)

이다. 이에 대한 정당화 과정이 추가적으로 고찰될 필요가 있다.

(추측) 1열의 수를 6으로 나눈 나머지는 일정한 규칙을 가진다. 이 추측으로부터 우리는

아래와 같은 가설에 대한 증명이 요구되어진다.

(가설) D(n,0)을 6으로 나눈 나머지는 1, 0, 1, 2, 3, 2를 반복한다. 구체적으로 n =

6k + 1(단, k ≥ 0인 정수)이며 D(6k+1,0) = 6m이다.

위의 추측과 가설 이외에도 우리는 교란순열이 발생하는 상황을 1회의 시행에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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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연속적으로 2회 이상의 시행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즉, 준교란순열의 확대

적용의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보다 좋은 논문을 위해 성심어린 가르침과 충고를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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