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강술래.
강강술래.

아무리 돌아도 
너의 옆에는 항상 

내가 있어.

여러 가지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해하고, 그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성취 기준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4명의 학생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은 서로 다른 배열이다.

원순열

A B C D

C D A B

D A B C

B C D A

탐구 학습

다음 그림에서 서로 같은 접시를 찾아보자.열기

원순열이란 무엇일까?

[접시 3]을 회전시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접시 1]과 그려진 모양의 순서가 서로 같으

므로 [접시 1]과 [접시 3]은 서로 같은 접시

이다.

다지기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키우기

내가 접시 
3개를 만들었어.

3개가 모두
다른 건가?

[접시 1] [접시 2] [접시 3]

[접시 1] [접시 2] [접시 3]

12 Ⅰ. 경우의 수



그러나 4명의 학생 A, B, C, D를 원형으로 배열할 때, ABCD, DABC, CDAB, 

BCDA의 4가지의 배열은 순서만을 생각하면 모두 같은 배열이다.

D

B

A C

D

D C A

B

C

B D

A

A

B

C

즉 4명의 학생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이지만 4명을 원형

으로 배열하면 같은 경우가 4가지씩 있으므로 4명의 학생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

의 수는

4!
4

=3!=6 

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순열의 수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1)!

 n개에 대한 원순열의 수는 

어느 하나의 위치를 고정한 후에 

나머지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

의 수와 같다. 따라서 그 경우의 

수는 (n-1)!이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n!이지만 이를 원형으

로 배열하면 같은 경우가 n가지씩 있으므로 원순열의 수는 다음과 같다.

n!
n

=(n-1)!

 원형으로 배열할 때는 회전

하여 일치하는 배열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회전해도
순서는 안 바뀌네.

1  . 여러 가지 순열 13



예제 부모와 3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고 할 때, 다음을 구

하시오.

⑴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⑵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 원순열 이해하기

1

풀이 ▶ ⑴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원

순열의 수이므로

(5-1)!=4!=24

⑵  부모를 한 명으로 생각하여 4명이 원탁

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4-1)!=3!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부모가 자리를 

바꾸어 앉는 경우가 2!가지씩 있으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3!_2!=12

 ⑴ 24  ⑵ 12

자녀 3

부

모

자녀 2자녀 1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자리에 한 명씩 총 8명이 원형

으로 탈 수 있는 회전 그네가 있다. 지우와 수민이

를 포함한 8명이 이 회전 그네를 타려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⑴ 8명이 원형으로 타는 경우의 수

⑵  지우와 수민이가 이웃하여 타는 경우

의 수

2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라색 의자와 노란색 의자를 포함

한 색이 서로 다른 6개의 의자를 원형으로 배열하려고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⑴ 6개의 의자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⑵  보라색 의자와 노란색 의자를 마주 보게 배열

하는 경우의 수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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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학습

은혜와 지호는 여행 가방의 비밀번호를 정하려고 한다. 여행 가방의 비밀번호를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이용하여 세 자리 번호로 정한다고 할 때, 여행 가방의 비밀번호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 보자.

열기

중복순열이란 무엇일까?

같은 수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숫자로 고를 수 있는 경우가 10가지, 

　　두 번째 숫자로 고를 수 있는 경우가 10가지, 

　　세 번째 숫자로 고를 수 있는 경우가 10가지

이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10_10_10=1000

다지기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키우기

 nPr에서 P는 곱을 뜻하는 

‘Product’의 첫 글자 P에 해당

하는 그리스 문자로 ‘파이’라 읽

는다.

4개의 숫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2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수는 다음과 같다. 

중복순열

따라서 그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4_4=16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

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이라 하고, 이러한 중복순열의 수를 기호로

nPr

와 같이 나타낸다.

나는 비밀번호를 
011로 할래.

나는 123으로 해야지.

같은 숫자를
또 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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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순열의 수 nPr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y, r 번째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모두 n가지씩이다.

따라서 곱의 법칙에 의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nPr=n_n_n_ y _n=nr

r개

( | | { | | 9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복순열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의 수는

nPr=nr

 nPr에서 r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nPr에서는 0ÉrÉn이어야 

하지만 nPr에서는 중복하여 택

할 수 있기 때문에 r>n일 수

도 있어요.

5명의 학생이 오른쪽 그림의 차림표에 있는 음식 중에서 각각 한 가

지씩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4문제

주의하세요! 2P3은 

3Û`이 아니에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

⑴ 5P3  ⑵ 3P3  ⑶ 4P5

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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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을 허용하여 6개의 숫자 0, 1, 2, 3, 5, 7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

수를 구하시오.

5문제

2개의 방에 5명의 학생을 배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

시오. (단, 학생이 배정되지 않는 방이 있을 수도 있다.)  

6문제

중복을 허용하여 4개의 숫자 0, 1, 2, 3으로 만들 수 있

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중복을 허용하여 5개의 숫자 0, 1, 2, 3, 4로 만들 수 있

는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 중복순열 이해하기
예제 2 따라 하기

풀이 ▶ 백의 자리에는 0을 제외한 1, 2, 3이 올 수 있으므

로 그 경우의 수는 　3

십의 자리, 일의 자리에는 각각 0, 1, 2, 3이 모두 

올 수 있으므로 그 경우의 수는 

　　4P2=4Û`

따라서 구하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3_4Û`=48

 48

풀이 ▶ 천의 자리에는 0을 제외한 1, 2, 3, 4가 올 수 있으

므로 그 경우의 수는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에는 각각 0, 1, 2, 

3, 4가 모두 올 수 있으므로 그 경우의 수는 

　　 

따라서 구하는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추론

생각을 넓히는 수학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중복순열을 활용한 예이다. 이와 같은 예를 모둠별로 찾아 문제를 만들고, 만든 문제를 다

른 모둠과 바꾸어 풀어 보자.

    
                                

모
둠  활 동

8괘는 이어진 선(-)과 
끊어진 선(--)을 이용하여 

만든 기호 체계야.

-, --의 두 개의 기호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택하여 만들었기 때문이야.

왜 8개의 
괘인 걸까?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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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학습

오른쪽 그림과 같은 3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

리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여 보자.

열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2개의 a와 3개의 b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를 구하여 보자.

5개의 문자 a, a, b,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 중의 한 순열

aabbb

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있을 때, 이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키우기

911

1이 적힌 2장의 카드에 각각 분홍색과 파란색을 칠하여 다른 카드로 생각하면 이 3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3!=6(가지)이다. 

그런데 이 6개의 자연수에서 같은 경우가 2가지씩 있으므로 구하는 세 자리 자연수는 119, 191, 

911의 3개이다.

다지기

1 1

1 1 9

9

1 1 9

1 1

1 19

9

1 9 1

1 1

1 19

9

9 1 1

1 단계 |  a를 구별하여 나열하기

2개의 a를 구별하여 aÁ, aª라 하면 한 순열 aabb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개의 서

로 다른 순열을 얻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의 긴급 전화번호
119 한국, 일본, 대만 등

911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191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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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  b를 구별하여 나열하기

3개의 b를 구별하여 bÁ, bª, b£이라 하면 같은 방법으로 1 단계의 각각의 순열에 대하여 

3!개의 서로 다른 순열을 얻을 수 있다. 

3 단계 |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구하기

5개의 문자 a, a, b,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를 k라 하면 a를 aÁ, aª로,  

b를 bÁ, bª, b£으로 구별하여 생각한 순열의 수는

k_(2!_3!)

이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다른 5개의 문자 aÁ, aª, bÁ, bª, b£을 일렬로 나열한 순열

의 수 5!과 같으므로

k_(2!_3!)=5!

이다. 따라서 구하는 순열의 수 k는 다음과 같다.

k= 5!
2!_3!

=10 

즉 2개의 a와 3개의 b를 각각 구별하면 한 순열 aabbb에 대하여

2!_3!(개)

의 순열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다음과 같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 r개씩 있을 때, 이 n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n!
p!q! y r!  (단, p+q+ y +r=n) 

➊
 ➊ 10가지를 나열하면 다음

과 같다.

aabbb, ababb, abbab, abbba, 

baabb, babab, babba, bbaab, 

bbaba, bbb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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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생략할 수 있어.

다음 영어 단어의 모든 철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⑴ success   ⑵ statistics

7문제

예제 어느 도시의 도로망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 도로망

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

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해하기

3

풀이 ▶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것을 a, 위쪽으로 한 칸 가는 것

을 b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는

　　aababba

로 나타낼 수 있다. 즉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4

개의 a와 3개의 b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와 같으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7!

4!_3!=35

 35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지점에 다람쥐가 있다. 이 다람쥐가 길을 

따라 움직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⑴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⑵  A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을 거쳐서 B 지점까지 최

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8문제

A

B

A

Ba

a

aa

b

b

b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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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확인하기

이 단원의 이해도를 표시해 보세요.
0         50   100

정답 및 풀이 132쪽

5
두 집합 X={a, b, c}, Y={1, 2, 3, 4}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⑴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⑵ X에서 Y로의 일대일함수의 개수

1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

는 이다.

⑵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의 수

는 nPr= 이다.

⑶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 r개씩 

있을 때, 이 n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n!

이다. (단, p+q+ y +r=n )

2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학생끼

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4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깃발 2개, 파란 깃발 2개, 노란 깃

발 3개를 일렬로 나열하여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3
6명의 학생이 연극반, 합창반, 방송반의 3가지 동아리 중에

서 각각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6
6명의 학생이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

러앉는 경우의 수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

의 수를 각각 구하시오.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창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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