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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담당: 이인복 (전자관 406호, 300- 0412, 
inboklee@kau.ac.kr)

• 교재: “Discrete Mathematics for 
Computer Science” by Haggard, Schlipf, 
Whitesides – 한글판 3월중 발매 예정

• 평가: 중간 40%, 기말 40%, 기타 20%
• 강의: 칠판에 판서 (파워포인트 X)



컴퓨터수학/이산(discrete) 수학?

• 컴퓨터 전공에서 필요한 기초적기초적기초적기초적인 수학 지
식을 배움 (고등학교 수학에서 약간 발전)
–집합

–논리

–관계

–함수

–알고리즘 분석

–그래프 이론

–계수 이론



Chapter 1
Sets, Proof Templates, and 

Introduction



집합의 정의

• 집합 :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원소들의 모
임
– { George Washington, Thomas Jefferson, …, 

George W Bush, Barack Obama}

• 어떤 원소가 주어졌을 때 이 원소가 집합
에 속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 0은 { 1,2}의 원소? No

– 3은 { x: x<4이거나 x>6인 정수}의 원소? Yes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

• 집합의 원소를 나열
– { 0,1,2,3,4,5,6,7,8,9}  => { 0,1,2, …, 9}

– { 2,4, …, 65536}  => { 2,4,8,16,65536} ? { 2, 
4, 16, 65536} ? 생략된 부분은 명확해야 함

• 조건을 제시

–

–

– Paradox: A={ x: x는 A의 원소가 아님}  ??



특수한 집합



집합의 동등성

• 두 집합 A, B에 대해 만약 A와 B의 원소가 모두
같다면 A=B

• { 1,2,3} ={ 3,2,1}  (집합은 원소의 순서와 상관X)

•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면 유한집합

• 셀 수 있는 무한집합/셀 수 없는 무한집합 (차후
설명)

유한집합/무한집합



부분집합/진부분집합



진리집합

• 함축(implication)
– “IfIfIfIf a, then b” 또는 “a only ifonly ifonly ifonly if b” – a를 만족시
키는 집합(진리집합)이 b를 만족시키는 집합
의 부분집합

– “If x>1, then x*x > x.” - > { x: x>1}이 { x: x>1 
or x<0}의 부분 집합이므로 참

• Iff (if and only if)



















집합의 연산











Proof by case

• “If A or B, then C”
– “If A, then C”를 보이거나 “If B, then C” 보임

• “If A and B, then C”
– “If A, then C”를 보이고보이고보이고보이고 “If B, then C”를 보임



Q.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기사 계급과 항상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악한들이
사는 섬이 있다. A와 B 두 사람을 만났는데, A는 “B는 기사 계급이다”라고 하고,
B는 “우리는 서로 계급이 다르다”라고 하면 A와 B의 계급은 어떻게 되는가? 

Q. | xy| =| x| | y|임을 보이시오.









집합의 표현 – Bit vector

?? ??







명제 논리

명제(statement)
P - > Q

If George is a horse,
Then George is an animal.

역(converse)
Q- >P

If George is an animal,
Then George is a horse.

이(inverse)
~ P- >~ Q

If George is NOT a horse,
Then George is NOT an animal.

대우(contrapositive)
If George is NOT an animal,

Then George is NOT a horse.



Q. 임의의 22일 중 적어도 4일은 같은 요일이 되는 것이 있음을 보여라.

Q. 모든 양의 정수는 3개의 정수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없음을 보이시오.



Q. 만약 3n+2가 홀수이면 n이 홀수임을 보이시오.





정의에 의해서 AxB != BxA 임에 유의













Mathematical Induction









Q. n>=1일 때, 2^n *  2^n 크기의 격자에서 한 칸이 빠진
모양은 옆 모양의 블록을 이용하여 빼곡히 채울 수 있음을
보이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