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지프스는 바람의 신인 아이올로스와 그리스인의 시조인 헬렌 사이에서 태어났다. 호머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시지프

스는 ‘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들의 편에서 보면, 엿듣기 좋아하고 입이 싸고 

교활할 뿐 아니라, 특히나 신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점에서 심히 마뜩찮은 인간으로 일찍이 낙인 찍힌 존재였다. 도둑질 

잘하기로 유명한 전령신 헤르메스는 태어난 바로 그날 저녁에 강보를 빠져나가 이복형인 아폴론의 소를 훔쳤다. 그는 

떡갈나무 껍질로 소의 발을 감싸고, 소의 꼬리에 싸리 빗자루를 매달아 땅바닥에 끌리게 함으로써 소의 발자국을 감쪽

같이 지웠다.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자신이 태어난 동굴 속의 강보로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행세를 했

다. 그런데 헤르메스의 이 완전 범죄를 망쳐 놓은 인간이 있었으니 바로 시지프스였다. 아폴론이 자신의 소가 없어진 것

을 알고 이리저리 찾아다니자 시지프스가 범인은 바로 헤르메스임을 일러바쳤던 것이다. 아폴론은 헤르메스의 도둑질

을 제우스에게 고발하였고 이 일로 시지프스는 범행의 당사자인 헤르메스뿐만 아니라 제우스의 눈총까지 받게 되었다. 

도둑질이거나 말거나 여하튼 신들의 일에 감히 인간이 끼어든 게 주제넘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가뜩이

나 눈밖에 나 있던 차에, 뒤이어 시지프스는 더욱 결정적인 괘씸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어느 날 시지프스는 제우스가 독

수리로 둔갑해 요정 아이기나를 납치해 가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잠시 궁리한 끝에 시지프스는 아이기나의 아버지

인 강신(降神) 아소포스를 찾아갔다. 딸 걱정에 천근같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아소포스에게 시지프스는 자신의 부탁을 

하나 들어 준다면 딸이 있는곳을 가르쳐 주겠노라 했다. 시지프스는 그 때 코린토스를 창건하여 다스리고 있었는데 물

이 귀해 백성들이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코린토스에 있는 산에다 마르지 않는 샘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게 

시지프스의 청이었다. 물줄기를 산 위로 끌어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딸을 찾는 게 급했던 터라 아소

포스는 시지프스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시지프스는 그에게 제우스가 아이기나를 납치해 간 섬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

고 아소포스는 곧 그곳으로 달려가 딸을 제우스의 손아귀에서 구해냈다. 

자신의 떳떳찮은 비행을 엿보고 그것을 일러바친 자가 다름 아닌 시지프스임을 알아낸 제우스는 저승신 타나토스(죽

음)에게 당장 그놈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제우스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보복하리라는 걸 미리 헤아리고 

있던 시지프스는 타나토스가 당도하자 그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 돌로 만든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다. 명이 다한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가 묶여 있으니 당연히 죽는 사람이 없어졌다. 명계(冥界)의 왕 하데스가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제우스에게 고했고 제우스는 전쟁신 아레스를 보내 타나토스를 구출하게 했다. 호전적이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아레스에게 섣불리 맞섰다간 온 코린토스가 피바다가 될 것임을 알고 시지프스는 이번엔 순순히 항복했다. 그런

데 타나토스의 손에 끌려가면서 시지프스는 아내 멜로페에게 자신의 시신을 화장도 매장도 하지 말고 광장에 내다 버

릴 것이며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고 은밀히 일렀다. 저승에 당도한 시지프스는 하데스를 알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읍

소(泣訴)했다. 

“아내가 저의 시신을 광장에 내다 버리고 장례식도 치르지 않은 것은 죽은 자를 수습하여 무사히 저승에 이르게 하는 이

제까지의 관습을 조롱한 것인즉 이는 곧 명계의 지배자이신 대왕에 대한 능멸에 다름아니니 제가 다시 이승으로 가 아

내의 죄를 단단히 물은 후 다시 오겠습니다. 하니 저에게 사흘간만 말미를 주소서.” 

시지프스의 꾀에 넘어간 하데스는 그를 다시 이승으로 보내 주었다. 그러나 시지프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영생

불사하는 신이 아니라 한번 죽으면 그걸로 그만인 인간인 그로서는 이승에서의 삶이 너무도 소중했던 것이다. 하데스

가 몇 번이나 타나토스를 보내 을러대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시지프스는 갖가지 말재주와 임기응변으

로 체포를 피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후 오랫동안 “천천히 흐르는 강물과 별빛이 되비치는 바다와 금수초목을 안아 기르

는 산과 날마다 새롭게 웃는 대지”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아무리 현명하고 신중하다 한들 인간이 어찌 신

을 이길 수 있었으랴. 마침내는 시지프스도 타나토스의 손에 끌려 명계로 갈 수밖에 없었다.

쉽고 상세하게 설명한 개념 기본서의 결정판!

기초-기본-발전-심화 학습을 위한 체계적인 문제 구성

사고력을 넓히는 심화 연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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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개념 ! 흔들리지 않는 실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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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과통계

[ 수학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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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을펴내면서]

think more about your future

introduction

「숨̀마쿰라우데확률과통계」̀를소개합니다.

‘확률과통계’는실생활에서매우유용하게쓰이는수학의중요한분야중하나입니다.

하지만한편으로는많은학생들이힘들어하는영역이기도하지요.

“학생들이어떻게하면확률과통계를보다쉽게이해할수있을까?”

우리저자들은이를두고오랜시간고민하였습니다.

「숨마쿰라우데확률과통계」̀는한편의재미있는이야기와같습니다.

경우의수단원에서다양한방법으로경우의수를구하는것을배우고나면

이를통해확률을쉽게이해할수있고통계단원까지그내용이자연스럽게이어집니다.

마치우리가소설을읽을때주인공이어떤어려움에처했고

그상황을어떻게헤쳐나갔는지를파악하며읽어나가는것과마찬가지로

우리가지금어떤문제를풀어야하는지,

그문제를어떻게풀수있는지, 이러한방법을어떤상황에적용해볼수있을지등을

쉽게이해하고따라갈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아울러Advanced Lecture와 MATH for ESSAY를통해서는

대학별고사및구술면접등에서의보다심화된내용에도대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숨마쿰라우데수학시리즈」̀는오랜시간많은사랑을받아왔습니다.

이는다른수학참고서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상세하고친절한설명과

다양한수준의학생들이모두만족할수있는내용덕분이라고감히생각합니다.

여러분도이책을통해‘확률과통계’에재미를느끼고

꾸준한연습을통해흔들리지않는실력을쌓을수있기를간절히기원합니다!

-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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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구성과특징]

think more about your future

structure

수학 학습의 기본은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입니다. 단원을 개념의

기본이 되는 소단원으로 분류하여,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공식의 정리>와 함께 <공식이 만들어진 원

리>, 학습 선배인 <필자들의 팁>, 문제 풀이시 <범하기 쉬운 오류> 등

을설명하여확실한개념정립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개념학습01

소단원에서공부한개념을적용할수있도록가장적절한 <EXAMPLE>

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접근 방법이나 추가 설명을 통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였습니다. EXAMPLE에서 익힌 방

법을 적용하거나 응용해 봄으로써 개념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APPLICATION을 제시하였습니다.

EXAMPLE & APPLICATION02

탄탄한 개념이 정리된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학 단원별 유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 문제를 <기본예제>와 <발전예제>로 구분

해 풀이 GUIDE와 함께 그 해법을 보여 주고, 같은 유형의 <유제> 

문제를 제시하여 해당 유형을 완벽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

<Summa’s Advice>에 보충설명을제시하여실수하기쉬운사항, 중

요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해당 문항 유형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기본예제 & 발전예제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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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 CUM LAUDE-MATHEMATICS

structure

® [확률과통계]

본문보다 더욱 심화된 내용과 앞으로 학습할 상위 단계와 연계된 내

용을제시하고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수있는수준

으로 설명하여 깊이 있는 학습으로 수학 실력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

록하였습니다.

Advanced Lecture(심화, 연계학습)06

이미학습한개념과유형문제들을중단원과대단원별로테스트하도록

하였습니다. <난이도별>로 A, B`단계로 문항을 배치하였으며, 내신은

물론 수능 시험 등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로 구성하여 정확한 자

신의실력을측정할수있습니다. EXERCISES를 통해부족한부분을

스스로체크하여개념학습으로피드백하면핵심개념을보다완벽히

정리할수있습니다.

중단원별, 대단원별 EXERCISES05

소단원으로 나누어 공부했던 중요한 개념들을 중단원별로 모아 괄호

넣기 문제, 참·거짓 문제, 간단한 설명 문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중단원별로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전체를 보는 안

목을유지할수있도록해줍니다.

중단원별 Review Quiz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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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구성과특징]

think more about your future

structure

고2 수준에서 연계하여 공부할 수 있는 수리 논술, 구술에 관련된 학

습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의 심화, 연계 학습과 더불어 좀 더 수

준 있는 수학을 접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깊이 있는 수학 원리

학습은 물론 앞으로 입시에서 강조되는 <수리 논술, 구술>에도 대비

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MATH for ESSAY07

수학 공부에서 많은 문제를 접하여 적응력을 키우는 것은 원리를 이

해하는것과함께중요한수학공부법중하나입니다. 이를 위해별도

로 단원별 우수 문제를 <내신·모의고사 대비 TEST>를 통해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원별로 자신의 실력을 측정하거나, 중간·기말

시험및각종모의고사에대비하여실전감각을기를수있습니다.

내신·모의고사대비 TEST08

각 문제에 대한 좋은 해설은 문제풀이 만큼 실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가장 적절하고 쉬운 풀이 방법을 제시

하였으며,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풀이 방법 역시 제시하여

자학자습을위한교재로손색이없도록하였습니다.

SUB NOTE - 정답및해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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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공부법특강 ₩₩₩₩₩₩₩₩₩₩₩₩₩₩₩₩₩₩₩₩₩₩₩₩₩₩₩₩₩₩₩₩₩₩₩₩₩₩₩₩₩₩₩₩₩₩₩₩₩₩₩₩₩₩₩₩₩₩₩₩₩₩₩₩₩₩₩ 14

CHAPTER Ⅰ. 경우의수

1. 여러가지순열

01 원순열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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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학습법

수학공부법

특강

THINK MORE ABOUT YOUR FUTURE

「확률과 통계」의 내용은 실생활에 매우 근접해 있어 문제의 활용 폭이 무궁무진하게 넓다.

다르게말하자면, 아무리많은문제유형을암기한다고해도실전에서는얼마든지또새로운

유형의문제가출제될수있다는것을뜻한다. 

그러나「확률과 통계」가 그렇게까지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핵심내용 및 원리를 파악하여

기본개념을익히고문제를많이풀다보면자연스럽게여러가지패턴이눈에들어오게될

것이다. 그 패턴을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확률과 통계」를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

하는 것이지만, 많은 문제를 풀어 패턴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면「확률과 통계」가 어렵다

고느끼지는않을것이다.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 “이 단원을 완성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는자만심은반드시경계해야하며, 지속적으로다양하고많은문제를접해보고, 풀

어보면서수학에‘정진’한다는마음가짐으로공부하는것을추천한다.

■『확률과통계』원리잡기

「확률과통계」는경우의수, 확률, 통계의 3개의단원으로구성되어있다. 

첫단원인경우의수는고1̀ 때배웠던순열과조합의확장이다.  

경우의수를바탕으로전체에대한특정한사건의비율을큰틀로생각하는확률단원은중

학교때부터공부해온내용으로처음에접근하기에매우친숙할것이다. 고등학교과정에서

는집합과연계하여사건을이해하고, 이를바탕으로다양한확률을생각해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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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에비해통계단원은고등학교과정에서본격적으로다뤄지다보니생소한개념이많이

나온다. 그러므로일단통계에관련된핵심용어에대한정확한이해가필수이다.

통계는 수능이나 내신 시험에서 그다지 어렵게 출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을 소홀히

하여문제를틀리는경우가많다. 따라서핵심개념을반드시자신의것으로만들도록하자. 

핵심 개념을 공부할 때에는 우선 중단원이 몇 개의 소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차이로구분되어있는지파악한다음각각흐름에따라개념과용어를정리해보는것

이좋다. 다음예와같이기본틀을만들고여기에살을붙여가면서정리하면된다. 

어떤과목이든지공부를함에있어서중요한것은많은양의문제를풀기보다

얼마나깊이생각해보았는가?

에있다. 문제를맞닥트릴때마다치열하게고민해보자. 문제에대해치열하게고민하는것

은마치새끼동물이딱딱한알껍질을깨고부화할때겪는고통과비슷하다. 

문제에대해치열하게고민할때비로소독자가생각할수있는범위의한계에도달하게되

고그벽(딱딱한알껍질)을깰때사고력이조금씩늘어날것이다. 이어려운과정을통해야

뇌의구조가변하고사고의폭이넓어진다. 지금당장은어려워보여도단계적으로차근차근

공부해나간다면어려움은사라지고어느새자신의것이되어있을것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해야 하는가는 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

다. 지금 당장 시험을 앞 둔 상황이라면 너무 오래 고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처

음 시작하는 학생이라면충분히고민하여야한다. 평소에잘 풀리지 않는 문제는자기 전에

혹은지하철이나버스안에서도고민해보자. 우리의뇌는항상깨어있으니까.

공부를하다보면스스로의학습방법을찾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주변에서볼수있는

선배들의학습노하우를제시해놓았으니참고하여자신만의것을만들어내도록하자.

015수학공부법특강

1. 확률분포 Δ이산확률변수의

확률분포
이항분포 Δ 연속확률변수의

확률분포
Δ 정규분포

2. 통계적추정 Δ모집단과표본 모평균의추정

이산확률변수와

확률질량함수의뜻

이항분포의뜻 연속확률변수와

확률밀도함수의뜻

모평균과

표본평균

모평균의

신뢰구간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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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의유도과정을기억하라.

수학공부를하면서암기가필요한상황이있다면바로수학공식을외울때이다. 공식을외

우지 않는다면 문제에 공식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또한 공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 자신감이

떨어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한편으로공식을외우는것만큼중요한것이공식의유도과정을기억하는것이다. 

그 이유는 작게는 여러 가지 수학 서술형, 수리 논술에서 그 유도 과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

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식의 유도 과정이 해당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단원에

대한 이해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려운 문제일수록 단순히 공식을

적용하는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식을 유도하는과정을조금 변형하여 활용해야만풀 수

있도록되어있기때문이다.

「확률과통계」에서도경우의수부터통계까지많은공식들이있다. 기본적인문제들은이공

식들의 단순 암기만으로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확률과 통계」의 학문적 특성상

문제가조금만어려워져도단순 암기로는풀기 힘들며, 문제를풀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생각해내야한다. 필자는이러한방법을생각해내기위해서공식의유도과정을차근

차근 익혀 두어 기본을 튼튼하게 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확률과 통

계」의내용자체에매우익숙해져있는것을발견하게될수있을것이다.

문제로다양한패턴을익혀라.

수학에서기본개념도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문제해결능력을길러야한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긴 하지만,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지 않고는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처음 접해 보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본개념을바로적용해보는것은쉽지않다. 

따라서기본개념을숙지한다음에는두려워하지말고많은문제에부딪혀보면서

다양한패턴을익혀실제문제해결능력을키우는것

이중요하겠다.

해설집을 100% 활용하라.

수학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 보기도 전에 해설을 먼저 보는 것은 금물이다. 다만, 문제

를 충분히 고민한 뒤에도 풀리지 않는 경우 해설을 100% 활용하는 것은 문제 풀이 능력의

향상에큰도움이된다. 해설을 100% 활용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016 수학공부법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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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해설과같은방법을생각해내야하는이유를스스로에게되묻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과 같은 해설을 보고 놀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순간 문제

의 답을 알았다는것밖에의미가없다. 해설과같은 방법을 생각하지못했다고자괴감에빠

지라는의미가아니다. 해설에서생각한방법이신기하다면해설을 100% 이해한것이아니

다. 해설을보면서해설에서제안한방법이스스로에게납득될만큼충분히고민하고, 스스로

에게 이런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야 하는 이유를 되물어라. 해설에서 제안한 방법을 비슷한

상황에서생각해낼수있을때까지!

❷해설을보았다면반드시다시풀어보도록하자.

해설만확인하고“아그렇구나.”하며곧바로다음문제해설로넘어간다면당연히다음에비

슷한문제가나왔을때, 해설에서제안한방법이생각나지않을것이다. 해설을확인한후에

는 꼭 답안지를 덮고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 보아야 한다. 다시 풀기를 해야만 온전히 내가

해결한문제가된다. 다시풀기를여러번할수록어느순간부터해설을보지않더라도문제

를풀때머릿속에서해법이떠오르게될것이다.

오답노트를작성하라.

오답노트는수학을공부하는데있어서일종의수련과같다. 자신이틀렸던문제를완벽하게

수련하여다음에비슷한문제가나왔을때, 틀리지말자는것이다. 

오답노트는스스로다시풀어본다는마음가짐을가지고작성하는것이다. 

따라서오답노트자체를위해예쁘게정성들여꾸며가면서해설을단지옮겨적는것은의미

가없다. 오로지자신만의언어로문제를풀어나가는과정을적도록해보자. 

또한이문제를통해까먹고있었던공식, 혹은이문제를통해알게된새로운아이디어등

을 중점적으로 메모해 놓는 것이 좋다. 단순히 머릿속으로‘아 이런 공식이 있었지.’혹은

‘오참신한풀이방법이네!’하는것은여전히공식은까먹고, 아이디어는매번새롭게느껴

지는지름길이다. 

수학을수련한다는마음으로한번씩오답노트를정리해보자. 

숨마쿰라우데수학기본서로제대로된공부를하여수학에대한자신감을

가지기바란다.

SUMMA 
CUM 

LAUDE~!

017수학공부법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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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수

1. 여러가지순열

2. 중복조합과이항정리

chapter I

®

[확률과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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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Ⅰ. 경우의수

INTRO to Chapter I

일상생활과가장가까운수학‘경우의수’

“우리나라가 16강에진출할경우의수는?”이는월드컵기간에뉴스를보면꼭나오는말이

다. 뉴스에서는사람들에게이질문에대한답을알려주기위해여러가지정보를분석한내

용을보도하고, 또이질문에관심이있는많은스포츠팬들도자기나름의생각을논리적으

로 펼쳐서 주변 사람들과 토의하곤 한다. 지금 이 책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당연히 경우의

수를 끊임없이생각하고있을 것이다. ‘오늘은무슨 무슨 과목을공부할까?’, ‘내일 학교에

갈때에는어떤길을택해서갈까?’, ‘대학원서는어디어디에넣을까?’등등수없이많다.

당장수없이많은수학문제를풀어봐도알겠지만실제현실의상황을응용해서만든수학

문제는거의대부분이경우의수와관련되어있다. 

디저트 카페를 가보면 쿠키들을

다양한 모양으로 진열해 둔다. 쿠

키들을 원형이나 사각형 모양으

로 진열하는 것은 일렬로 진열하

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단원을통해그차이를알아보자.

경우의수
S U M M A  C U M  L A U D E

본단원의구성에대하여...

Ⅰ. 경우의수 1. 여러 가지 01 원순열

순열 02 중복순열

03 같은것이있는순열

● Review Quiz

● EXERCISES

2. 중복조합과 01 중복조합

이항정리 02 이항정리

● Review Quiz

● EXERCISES

● 대단원연습문제

● 대단원심화, 연계학습

TOPIC (1) 점화식을이용한경우의수구하기

● 논술, 구술자료

01.여러가지조합식의직관적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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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Ⅰ. 경우의수

이번단원에서배울원순열, 중복순열, 같은것이있는순열은고등수학(하)에서배운순열의

특수한형태이다. 따라서순열의개념을잘숙지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서로다른 n개에서중복되지않게 r(0<r…n)개를택하여일렬로나열하는것을

n개에서 r개를택하는순열(Permutation)

이라하고, 이순열의수를기호로 «P®와같이나타낸다.

순열의수 «P®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이제순열을바탕으로원순열에대해알아보도록하자. 

1⃞원순열

순열이서로다른것들을일렬로나열하는것이라면원순열(circular permutation)은말

그대로서로다른것들을원형으로배열하는것이다. 일렬로나열하는것과원형으로배열하

는것에는어떤차이가있을까?

1⃞원순열

⑴서로다른것을원형으로배열하는순열을원순열이라한다. 

⑵ 서로다른 n개를원형으로배열하는원순열의수는

= =(n-1)!  
n!144
n

«P«124
n

Ⅰ-1. 여러 가지순열01
S U M M A  C U M  L A U D E

01 원순열

6부터시작하여하나씩작아지는

3개의수를곱한다.

① «P®=n(n-1)(n-2)y(n-r+1) (단, 0<r…n)

② «P«=n(n-1)(n-2)_y_3_2_1=n!
③ 0!=1, «Pº=1

④ «P®= (단, 0…r…n)
n!11122

(n-r)!

( » » » { » » » 9

r개 6부터

3개의 수

§P£=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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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Ⅰ-1. 여러 가지순열

APPLICATION  003 오른쪽 그림과 같이 1개의 의자를 중심으로 6개의

의자가 정삼각형 모양으로 놓여 있다. 7명이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

여라. (단, 한가운데의자에앉은학생이보는방향은무시한다.)

Sub Note 002쪽

E X A M P L E  003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이둘러앉는경우의수를구하여라.

ANSWER 6명이원탁에둘러앉는경우의수는 (6-1)!=5!=120

원탁에서는동일하던것이직사각형모양의탁자에서는 3가지씩다른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구하는경우의수는 120_3=360■

[다른풀이] 직사각형모양의탁자에서기준이되는한명이앉을수있는자리는 3가지이다.

한명이앉고나면나머지 5개의자리에순서가생기므로남은 5명이앉는경우의수는

5!=120

따라서구하는경우의수는 3_120=360

④ ⑤

② ①

⑥③

② ③

⑥ ⑤

④①

③ ④

① ⑥

⑤②

서로다른 n개를원형으로배열할때, 염주나목걸이처럼뒤집어볼수도있다면배열하는경우의

수는어떻게될까?

다음그림에나타난것처럼원형배열의순서는다르나서로방향이반대인(시계방향과시계반대방향)

두경우를같은배열상태로볼수있게된다.

따라서배열하는경우의수는원순열의수에서반으로줄어들게된다. 이와같이염주처럼뒤집어볼수

있는원순열을염주순열이라하고, 서로다른 n개를원형으로배열하는염주순열의수는 (n-1)!

로계산된다.

112

A

C

DB

A

C

BD

수학공부법에대한저자들의충고 - 염주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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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Ⅰ. 경우의수

원탁에둘러앉는경우의수

여학생 5명과남학생 5명이원탁에둘러앉을때, 다음 물음에답하여라.

⑴ 여학생끼리이웃하여앉는경우의수를구하여라.

⑵ 여학생끼리이웃하지않게앉는경우의수를구하여라.

001

GUIDE ⑴이웃하는여학생들을 1명으로생각한다.

⑵ 남학생들이먼저원탁에둘러앉은다음그사이사이에여학생이앉는다.

⑴이웃하는여학생 5명을 1명으로생각하여 6명이원탁에둘

러앉는경우의수는

⋯⋯(6-1)!=5!=120

여학생끼리서로자리를바꾸는경우의수는

⋯⋯5!=120

따라서구하는경우의수는

⋯⋯120_120=14400■

⑵남학생 5명이원탁에둘러앉는경우의수는

⋯⋯(5-1)!=4!=24

여학생 5명은남학생들사이사이의 5자리에앉으면되므로

이때의경우의수는

⋯⋯5!=120

따라서구하는경우의수는

⋯⋯24_120=2880■

SOLUTION

여학생 5명과남학생 3명이원탁에둘러앉을때, 다음 물음에답하여라.

⑴ 여학생끼리이웃하여앉는경우의수를구하여라.

⑵ 남학생끼리이웃하지않게앉는경우의수를구하여라.

Sub Note 017쪽

001-1⃞

유제

어른 4명과어린이 4명이원탁에둘러앉을때, 어른과어린이가교대로앉는경우의수를구하여라.

Sub Note 017쪽

001-2⃞

유제

남 남

남 남

남여

남

남 남

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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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전 예 제 최단경로의수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가

는최단경로의수를구하여라.

007

A

B

040 Ⅰ. 경우의수

GUIDE A지점에서 B지점까지갈때, 반드시거쳐가야하는지점을잡아최단경로의수를구한다.

오른쪽그림과같이네지점 P, Q, R, S를잡으면

A지점에서 B지점까지가는최단경로는

A⁄P⁄B, A⁄Q ⁄B,

A⁄R⁄B, A⁄S⁄B 

의 4가지경우로나누어생각할수있다.

⁄ A⁄P⁄B로가는최단경로의수： _1=4

¤ A⁄Q⁄B로가는최단경로의수： _ =30

‹ A⁄R⁄B로가는최단경로의수： _ =80

› A⁄S⁄B로가는최단경로의수：1_ =15

⁄~›에의하여구하는최단경로의수는

4+30+80+15=129■

[다른 풀이 1] 문제에서주어진그림은오른쪽그림

에서붉은선이없는그림과같다.

따라서 구하는 최단 경로의 수는 오른쪽 그림에서

먼저 A지점에서 B지점까지가는모든최단경로의

수를구한다음붉은선을지나는최단경로의수를

구하여빼면된다.

먼저 A지점에서 B지점까지가는모든최단경로의수는

=210
10!1145
4!6!

6!1155
2!4!

6!1155
3!3!

4!155
3!

5!155
4!

4!1155
2!2!

4!155
3!

A

B

SOLUTION

A
S

R

Q

P
B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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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Ⅰ. 경우의수

1. 다음 [ ] 안에적절한것을채워넣어라.

⑴서로다른것을원형으로배열하는순열을[ ]이라하고, 서로다른 n개를원형

으로배열하는경우의수는[ ]이다.

⑵서로다른 n개에서중복을허락하여 r개를택하여일렬로나열하는것을 n개에서 r개

를택하는[ ]이라하고, 기호[ ]로나타낸다.

⑶n개중에서같은것이각각 p개, q개, y, r개씩있을때, n개를일렬로나열하는경

우의수는[ ]이다. (단, p+q+y+r=n)

⑷실수전체의집합의두부분집합X, Y에대하여 n(X)=a, n(Y)=b일때, 함수

f :X 2⁄ Y의개수는[ ]이다.

2. 다음 문장이참(true) 또는 거짓(false)인지 결정하고, 그 이유를설명하거나적절한반

례를제시하여라.

⑴ 4명의학생이각각축구부, 농구부, 배구부중 1개의동아리에가입하는경우의수는

¢P£이다.

⑵중복순열의수 «P®에서항상 nær이어야한다.

3. 다음물음에대한답을간단히서술하여라.

⑴서로다른n개를원형으로배열하는원순열의수가 (n-1)!임을설명하여라.

⑵ a, a, b, b, b를일렬로나열하는경우의수는조합의수 ∞C™와같음을설명하여라.

S U M M A  C U M  L A U D E Sub Note 040쪽

ReviewReview Quiz f or
Ⅰ-1. 여러 가지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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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Ⅰ-1. 여러 가지순열 EXERCISES

남학생 3명과여학생 3명이원탁에둘러앉을때, 여학생끼리이웃하여앉는경우의수

는 a이고, 남학생과여학생이교대로앉는경우의수는 b이다. a+b의값을구하여라.
01

Sub Note 040쪽

EXERCISES EXERCISES Ⅰ-1. 여러 가지순열

원순열

네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부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는 m, 부부끼

리마주보고앉는경우의수는 n이다. m-n의값을구하여라.
02원순열

10명의 학생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

에둘러앉는경우의수는? 

① 9! ② 9!_2 ③ 9!_3

④ 9!_4 ⑤ 9!_5

04원순열

원순열

○, ×로 답하는 n개의문제에답하는경우의수가 256일때, n의값을구하여라.05중복순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판의 8개의 각 영역을 서로 다른 8가지 색을

모두사용하여칠하는경우의수는? 

① 8! ② ③

④ ⑤
8!155
5

8!155
4

8!155
3

8!155
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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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Ⅰ-1. 여러 가지순열 EXERCISES

여섯 개의숫자 0, 1, 2, 3, 4, 5를중복사용하여만들수있는모든자연수를크기가

작은수부터차례로나열할때, 4000은몇번째수인가?

① 860번째 ② 861번째 ③ 862번째

④ 863번째 ⑤ 864번째

03

Sub Note 043쪽

EXERCISES EXERCISES Ⅰ-1. 여러 가지순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모두

다른 직육면체의 겉면을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

여칠하는경우의수를구하여라. 

02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의 자리가 있

는 원탁에 다음 두 조건에 따라 앉으려고 할 때, 앉을 수 있는 모

든경우의수를구하여라.  

01

㈎남학생, 여학생모두각각같은성별끼리 2명씩조를만든다.

㈏같은조끼리는서로이웃하여앉는다.

㈐서로다른두개의조사이에반드시한자리를비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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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Ⅰ. 경우의수

■□□

01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1학년 학생들끼리는 이웃하

여앉지않도록하는경우의수를구하여라.

S U M M A  C U M  L A U D E Sub Note 052쪽

ChapterⅠChapterⅠExercises 난이도 ■：중 ■■：중상 ■■■：상

대단원연습문제

■■□

03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합동인 삼각형 5개로 이루어진 5개의 영역

이 있다. 서로 다른 n가지 색 중에서 5가지를 골라 모두 사용

하여칠하는경우의수가 1344일때, n의값을구하여라. 

■□□

02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분원 모양의 탁자에 8명의 학생이 둘

러앉는경우의수는?

① 7! ② 3_7! ③ 4_7!

④ 8! ⑤ 3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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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Ⅰ. 경우의수

대단원심화, 연계학습

S U M M A  C U M  L A U D E

ChapterⅠChapterⅠAdvanced Lecture

지금까지우리는경우의수를구하는아이디어로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것이있는순

열, 조합, 중복조합, 이항정리를배웠다. 이것외에도경우의수를구하는방법은수없이많은

데이번에는수학Ⅰ의수열단원에서배우는점화식을바탕으로경우의수를구하는방법을

알아보도록하자.

1⃞피보나치수열의점화식을이용한문제

피보나치수열이란 1, 2, 3, 5, 8, 13, 21, y과같이연속하는앞의두항의합이그다음항이

되도록나열한수열을말한다. 이피보나치수열의점화식은다음과같이나타내어진다.

a«=an-1+an-2(næ3), a¡=1, a™=2

이점화식이경우의수문제에서어떻게활용되는지다음문제를살펴보면서알아보자.

위문제는지금까지배운순열, 조합, 이항정리등그어떤것으로도풀기가매우애매하다.

바로이런경우에점화식의개념을적용시켜볼수있다. 점화식의개념을적용시켜보기위

해서는문제를다음과같이일반화시켜보는것이좋다.

n개의계단을오르는경우의수는마지막에 1개를오르는경우와 2개를오르는경우로나누

어볼수있다. 

TOPIC (1) 점화식을이용한경우의수구하기

민수는 10개의 계단을 올라가려고 한다. 민수는 한 번에 계단을 1개 혹은 2개 올라갈 수 있

다고할때, 민수가 10개의계단을오르는경우의수를구하여라.

민수는 n개의 계단을 올라가려고 한다. 민수는 한 번에 계단을 1개 혹은 2개 올라갈 수 있

다고할때, 민수가 n개의계단을오르는경우의수를구하여라. (단, næ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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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f or ESSAY
S U M M A   C U M  L A U D E

086 Ⅰ. 경우의수

«Cº+«C¡+«C™+y+«C«의값이 2« 이라는것은이항정리단원을공부한학생이라면

쉽게답할수있을것이다. 이를증명하기위해우리는 (x+1)« 의전개식을이용하였

던것도기억할것이다. 

여기서전개식을이용하는방법말고, 조금더조합적으로이이항계수의성질을설명

할수있는방법을소개하고자한다.

위식을조합적으로설명하기위해서집합의개념을빌려와보자. 

‘집합’을떠올리면 2«이라는수가그리낯설지않을것이다. 다름아닌

원소가 n개인집합의부분집합의개수가 2«이다.

한편 «C®가조합적으로서로다른 n개중에서 r개를뽑는것을의미함을상기하여

이를집합으로생각해보면, 서로다른 n개의원소를갖는집합A의부분집합중원

소가 r개인부분집합의개수가 «C®임을 알수있다. 즉, 

원소가 0개인부분집합의개수는⋯⋯«Cº ÓΔ á

원소가 1개인부분집합의개수는⋯⋯«C¡ ÓΔ {1}, {2}, {3}, y, {n}

원소가 2개인부분집합의개수는⋯⋯«C™ ÓΔ {1, 2}, {1, 3}, {1, 4}, y, {n-1, n} 

⋯

원소가n개인부분집합의개수는⋯⋯«C« ÓΔ {1, 2, 3, y, n} 

따라서 «Cº+«C¡+«C™+y+«C«의값은집합A의모든부분집합의개수의합이므

로 2«과같다. 

이번에는다음식을조합의수로설명해보겠다.(이식은 69쪽발전예제 014에서이항

계수의성질을이용하여증명했었다.)

(«Cº)¤ +(«C¡)¤ +(«C™)¤ +y+(«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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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Ⅰ.경우의수

S U M M A  C U M  L A U D E

여러가지순열

Sub Note 105쪽

01

Exercises√기 본

01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아

회의를하려고한다. 다음을구하여라.

⑴ 6명의학생이원탁에둘러앉는경우의수

⑵ A와 B가이웃하여앉는경우의수

⑶ A와 B가마주보고앉는경우의수

02 8명의 학생이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

자에둘러앉는경우의수를구하여라.

03 서로 다른 5통의 편지를 2개의 우체통에 넣는

경우의수를구하여라.

04 1, 2, 3, 4 네 개의 숫자로 중복을 허락하여 만

들수있는세자리의자연수중반드시 4가포함되는것

의개수는?

① 31 ② 33 ③ 35

④ 37 ⑤ 39

05 1, 2, 3, 4, 5, 6, 7의 7개의숫자를일렬로나

열할 때, 숫자 1, 2, 3이 작은 순서대로 놓이는 경우의

수를구하여라.

06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지점에서

출발하여 C지점을 지나지 않고 B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

로의수를구하여라.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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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Ⅰ.경우의수

S U M M A  C U M  L A U D E Sub Note 106쪽

경우의수I
chapter

기출문제로 1등급도전하기

01 여학생 3명과 남학생 6명이 원탁에 같은 간격

으로 둘러앉으려고 한다.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는 1명 이

상의 남학생이 앉고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 앉은 남학생의

수는 모두 다르다. 9명의 학생이 모두 앉는 경우의 수가

n_6!일때, 자연수 n의값은?

(단, 회전하여일치하는것은같은것으로본다.)

① 10 ② 12 ③ 14

④ 16 ⑤ 18

03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3개의 그릇 A, B, C에

남김없이 담으려고 할 때, 그릇 A에는 과일 2개만 담는

경우의수는?

(단, 과일을하나도담지않은그릇이있을수있다.) 

① 60 ② 65 ③ 70

④ 75 ⑤ 80

02 그림과같이서로접하고크기가같은원 3개와

이 세 원의 중심을 꼭짓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있다. 원

의 내부 또는 정삼각형의 내부에 만들어지는 7개의 영역

에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한 영역에 한 가지 색만을 칠할 때,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있는경우의수는?

(단, 회전하여일치하는것은같은것으로본다.)

① 1260 ② 1680 ③ 2520

④ 3760 ⑤ 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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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프스는 바람의 신인 아이올로스와 그리스인의 시조인 헬렌 사이에서 태어났다. 호머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시지프

스는 ‘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들의 편에서 보면, 엿듣기 좋아하고 입이 싸고 

교활할 뿐 아니라, 특히나 신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점에서 심히 마뜩찮은 인간으로 일찍이 낙인 찍힌 존재였다. 도둑질 

잘하기로 유명한 전령신 헤르메스는 태어난 바로 그날 저녁에 강보를 빠져나가 이복형인 아폴론의 소를 훔쳤다. 그는 

떡갈나무 껍질로 소의 발을 감싸고, 소의 꼬리에 싸리 빗자루를 매달아 땅바닥에 끌리게 함으로써 소의 발자국을 감쪽

같이 지웠다.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자신이 태어난 동굴 속의 강보로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행세를 했

다. 그런데 헤르메스의 이 완전 범죄를 망쳐 놓은 인간이 있었으니 바로 시지프스였다. 아폴론이 자신의 소가 없어진 것

을 알고 이리저리 찾아다니자 시지프스가 범인은 바로 헤르메스임을 일러바쳤던 것이다. 아폴론은 헤르메스의 도둑질

을 제우스에게 고발하였고 이 일로 시지프스는 범행의 당사자인 헤르메스뿐만 아니라 제우스의 눈총까지 받게 되었다. 

도둑질이거나 말거나 여하튼 신들의 일에 감히 인간이 끼어든 게 주제넘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가뜩이

나 눈밖에 나 있던 차에, 뒤이어 시지프스는 더욱 결정적인 괘씸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어느 날 시지프스는 제우스가 독

수리로 둔갑해 요정 아이기나를 납치해 가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잠시 궁리한 끝에 시지프스는 아이기나의 아버지

인 강신(降神) 아소포스를 찾아갔다. 딸 걱정에 천근같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아소포스에게 시지프스는 자신의 부탁을 

하나 들어 준다면 딸이 있는곳을 가르쳐 주겠노라 했다. 시지프스는 그 때 코린토스를 창건하여 다스리고 있었는데 물

이 귀해 백성들이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코린토스에 있는 산에다 마르지 않는 샘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게 

시지프스의 청이었다. 물줄기를 산 위로 끌어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딸을 찾는 게 급했던 터라 아소

포스는 시지프스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시지프스는 그에게 제우스가 아이기나를 납치해 간 섬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

고 아소포스는 곧 그곳으로 달려가 딸을 제우스의 손아귀에서 구해냈다. 

자신의 떳떳찮은 비행을 엿보고 그것을 일러바친 자가 다름 아닌 시지프스임을 알아낸 제우스는 저승신 타나토스(죽음)

에게 당장 그놈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제우스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보복하리라는 걸 미리 헤아리고 있

던 시지프스는 타나토스가 당도하자 그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 돌로 만든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다. 명이 다한 사람을 저

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가 묶여 있으니 당연히 죽는 사람이 없어졌다. 명계(冥界)의 왕 하데스가 이 어처구니없는 사

태를 제우스에게 고했고 제우스는 전쟁신 아레스를 보내 타나토스를 구출하게 했다. 호전적이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아레스에게 섣불리 맞섰다간 온 코린토스가 피바다가 될 것임을 알고 시지프스는 이번엔 순순히 항복했다. 그런데 타나

토스의 손에 끌려가면서 시지프스는 아내 멜로페에게 자신의 시신을 화장도 매장도 하지 말고 광장에 내다 버릴 것이며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고 은밀히 일렀다. 저승에 당도한 시지프스는 하데스를 알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읍소(泣訴)했

다. 

“아내가 저의 시신을 광장에 내다 버리고 장례식도 치르지 않은 것은 죽은 자를 수습하여 무사히 저승에 이르게 하는 이

제까지의 관습을 조롱한 것인즉 이는 곧 명계의 지배자이신 대왕에 대한 능멸에 다름아니니 제가 다시 이승으로 가 아

내의 죄를 단단히 물은 후 다시 오겠습니다. 하니 저에게 사흘간만 말미를 주소서.” 

시지프스의 꾀에 넘어간 하데스는 그를 다시 이승으로 보내 주었다. 그러나 시지프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영생

불사하는 신이 아니라 한번 죽으면 그걸로 그만인 인간인 그로서는 이승에서의 삶이 너무도 소중했던 것이다. 하데스

가 몇 번이나 타나토스를 보내 을러대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시지프스는 갖가지 말재주와 임기응변으

로 체포를 피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후 오랫동안 “천천히 흐르는 강물과 별빛이 되비치는 바다와 금수초목을 안아 기르

는 산과 날마다 새롭게 웃는 대지”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아무리 현명하고 신중하다 한들 인간이 어찌 신

을 이길 수 있었으랴. 마침내는 시지프스도 타나토스의 손에 끌려 명계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학습 교재의 새로운 신화! 이룸이앤비가 만듭니다!

정가 :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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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공부를 해야 공부가 더 쉬워집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생각이 명징하고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눈앞에 펼쳐진 어지러운 자료를 하나

로 묶어 종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슷한 것끼리 갈래로 묶고 교통정리를 하고 나면 정보간의 우열이 드러난다. 그래

서 중요한 것을 가려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추려내는데 이 과정이 바로 ‘종핵(綜核)’이다.” 이는 다산 정약용이 주장한 

공부법입니다. 제대로 공부하는 과정은 종핵처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은 복

잡한 내용들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여 간단히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숨마쿰라우데는 전체를 보는 안목을 기르고, 부분을 명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하였습니

다. 보다 쉽게 공부하는 길에 숨마쿰라우데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학습자 수준에 맞도록 공부하는 단계별 구성!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은 모두가 눈앞에 놓인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목의 개념 학습을 확실히 하여 기초를 

다지고 싶다’, ‘학교 내신 시험을 잘 보고 싶다’, ‘대학별 논·구술 시험에 대비하고 싶다’ 등등‥‥!! 숨마쿰라우데는 이런 

각각의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 목표에 따른 선택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첫째, 개념 학습 단계에서는 그 어떤 교재보다도 

확실하고 자세하게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제 풀이 단계에서는 개념 확인 문제를 비롯하여 내신형과 수능형 

문제, 서술형 문제를 실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심화 학습 단계에서는 교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인 내용과 대학별 논·구술 예상 문제를 실어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숨마쿰라우데의 단계별 

구성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목표에 맞는 부분을 찾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습의 기본은 개념의 확실한 이해

입니다. 공부하기 쉬운 숨마쿰라우데로 흔들리지 않는 학습의 중심을 잡으세요.

튼튼한 개념! 흔들리지 않는 실력!

확률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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