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산책
PYTHON으로 랭포드 수열 알아보기

김대은 (부산과학고등학교)
랭포드 수열이란 자신의 아들이 색깔 쌓기 나무
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본 스코틀랜드 수학자 C.
Dudley Langford가 처음 제기한 문제이다. 랭포드
의 아들은 쌓기 나무로 아래와 같은 모양을 만들
생각을 했다.

       

물론 길이가  인 랭포드 수열은 여러 가지 존
재할 수 있다. 그것을 후반부에 PYTHON으로 직
접 만들어 보겠다.
[문제 2] 길이가  인 랭포드 수열을 만들어 보자.

빨간색 나무 2개, 파란색 나무 2개, 초록색 나무
2개로 이루어진 총 6개의 쌓기 나무를 빨간색 사
이에는 한 개, 파란색 사이에는 두 개, 초록색 사이
에는 세 개가 되도록 배열하는 문제를 생각했다.
정답은 위의 배열처럼 (초록, 빨강, 파랑, 빨강, 초
록, 파랑)으로 배열하면 된다.
이때 랭포드 수학자는 자신의 이름을 딴 문제를
제기한다.
[랭포드 수열]

부터  까지의 자연수
      ⋅⋅⋅   이 각각  개씩 있다. 이들을
일렬로 배열하는데 각각의        ⋅⋅⋅  
에 대해서 두  사이에는  개의 수가 있도록 배
열하시오.(이런 수열을 길이가  인 랭포드 수열이
라 부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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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문제 1] 길이가 각각  ,  인 랭포드 수열을
만들어 보자.

[풀이] 길이가  인 랭포드 수열 :
     

길이가  인 랭포드 수열 :
34

[풀이] 길이가  인 랭포드 수열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   에 대해서  를 수열에서의
 의 첫 번째 위치라고 하자. 두 번째  의 위치는
      이므로



 × 



    이므로   
  





에서
  



 

 × 





 



 

이

다.
우변은 홀수이고 좌변은 짝수이므로 이것은 모
순이다. 따라서 길이가  인 랭포드 수열은 존재하
지 않는다.
[랭포드 수열의 존재] 길이가  인 랭포드 수
열은    또는      인 꼴이다.
[풀이] 랭포드 수열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 번
째           ⋅⋅⋅    가 위치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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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것을  번째라 하자.
그러면 두 번째  의 위치는  와  사이에  개의
수가 들어가야 하므로 반드시      번째
가 되어야만 한다. ⋅⋅⋅ ①
그리고       ⋅⋅⋅          ⋅⋅⋅  
이 들어갈 위치는  번째,  번째, ⋅⋅⋅  
번째 중에 하나씩 대응되어야 한다. ⋅⋅⋅ ②
따라서 ①의 모든 합과 ②의 합은 당연히 같아
야 하므로
               이다.














 

    
즉,    
이 정수가 되어야

하므로    또는      의 꼴이 되어야
한다.




[그림-1]



이제 직접 PYTHON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랭포
드 수열을 만들어 보자.
PYTHON은 일단 웹 브라우저로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https://www.python.org)에 접속하여 설
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한다.
[문제 1]에서 구한 길이가  인 랭포드 수열부터
유일하지 않다. 길이가  인 랭포드 수열이
           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
으로 랭포드 수열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 원고에서는 PYTHON이라는 프
로그램으로 길이가  인 랭포드 수열을 만들어 보
겠다.
[그림-1]은 길이가  인 랭포드 수열을
PYTHON으로 만든 그림이다.

[그림-1]의 코드를 약간 설명해보자.
[설명] langford()라는 함수에서 매개변수로  ,
즉 랭포드 수열의 길이를 입력받고  부터  까지
의 정수로 이루어진 순열(리스트)을 모두 만들어서
place()라는 함수에 넘겨준다. place() 함수에서는
일단 모두 0으로 이루어진 사용자가 입력한  의
 배 길이의 리스트를 만든다. 그 후, 반복문에서
enumerate(seq)를 도는데, enumerate()는 seq 의
인덱스와 함께 그 인덱스의 객체를 반환한다. 먼저
반복문을 돌면서 0을 만나면 현재 입력해야 하는
숫자(위에서 만든 순열을 큰 반복문으로 도는 중
얻는 숫자)를 그 자리에 넣고, j 라는 변수에 현재
인덱스 + 현재 입력해야 하는 숫자(랭포드 수열의
규칙상 그 숫자만큼 칸이 띄워져야 하므로) + 1을
하여 j번째 인덱스에도 현재 입력해야 하는 숫자를
입력한다.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돌다 0이 아닌 다
른 숫자를 만나면 이 함수를 종료하고, 다시 다른
순열을 입력받아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마지막으
로는 완성된 순열의 카운트와 함께 이 순열을 출
력한다. 그리고 대칭을 제외한, 즉 총 카운트에 
를 나눈 숫자를 출력하여 서로 다른 랭포드 수열
(대칭 제외)의 개수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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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는 길이가  인 랭포드 수열을
PYHTON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2]

[그림-2]에서 보듯이 길이가  인 랭포드 수열
은  가지 있다.
[그림-3]은 길이가  인 랭포드 수열은 존재하
지 않음을 PYHTON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림-4]

[그림-4]에서 보듯이 길이가  인 랭포드 수열
은  가지가 존재한다.
[그림-3]

이제 길이가 좀 더 긴 숫자를 넣어서 만들어 보
자. [그림-4]는 길이가  인 랭포드 수열을
PYHTON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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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랭포드 수열의 정의, 길이가  인 랭포
드 수열이 존재하면 그 길이  은
     는 자연수  또는      (  ≥  인
정수)임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PYHTON을
통해 직접 만들어 보았다. 하지만  의 값이 커지
면 랭포드 수열의 가짓수도 많아지므로(  
만 되어도 랭포드 수열의 가짓수는   가지가
훨씬 넘는다.) PYHTON을 통해 직접 구현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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