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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만의 계산이론 강의록 (한빛미디어에서 <파인만의 엉뚱 발랄한 컴퓨터 강의 : 계산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서를 출간) 중 인상깊게 읽었던 부분을 번역해봤습니다.

1. 번역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주제들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요. 하나는 큰 그림을 잡은 후 집에

가서 어떤 명령들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겁니다. 명령어들을 줄이거나

늘인 뒤 아무 문제나 풀어보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해합니다. 전 이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

게 할겁니다 ! 이건 제가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 작업을 해 보면서 이해하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만들어

내면서 이해하는 것이죠. 당연히 백 퍼센트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 가야 할 방향에 대한 힌트는 취하되

사소한 부분은 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치있는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주의깊게 읽는 것입니다. 제게는 기본

아이디어를 이해했을 땐 첫 방법이 더 맞더라구요. 막히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는 책을 봅

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아, 그 부분을 잊었네"하고 책을 덮은 뒤 계속 진행하죠. 어떻게 했는지 알아낸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읽은 후 내 해답이 얼마나 멍청하며 그들의 답이 얼마나 똑똑하고

효율적인지 알게 되죠 ! 이 방법을 쓰게 되면 그들이 내놓은 아이디어의 똑똑함과 문제를 생각하는 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누군가가 내놓은 해답을 곧장 읽게 되면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면서 모

든 것이 한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최소한 그게 제 방식이예요 !
놀아볼만한 문제들을 책 전반에 걸쳐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들을 건너뛰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너무 어렵다면 괜찮습니다. 몇몇 문제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 누군가가 이미 했을텐데 이걸 할 이유가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미 누군가에 의해 풀린 문제들입니다 ! 그래서 뭐 ? 재미를 위해서

하세요. 이것은 무언가를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는 방법을 익히는 요령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다음과 같은 수열의 합을, 예컨대 62까지라고 해 보죠, 구하고 싶다고 해 봅시다.

1 + 2 + 3 + 4 + 5 + 6 + 7...

당연히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겠지요 ;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어린 아이일 때 접하게

되면 . . . 어떻게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즐겁습니다. 자라나면서 이것 저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을 기르게 되지요 ; 하지만 이미 누군가가 그것들을 발견했다고 해서 주눅들어서는 안됩니다. 한 바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바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바보가 당신을 이겼다고 불편해하는게 아니라 무

언가를 발견했다고 즐거워해야죠. 이 책에서 제시할 많은 문제들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풀은 것들이고,

수많은 천재적인 해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한 것들을 계속 풀어보면서 자신감을 쌓고 해

의 복잡성을 쌓아가다 보면 — 단지 재미를 위해서 — 어느 날 뒤돌아보며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를 푼

자신을 보게 되겠죠 ! 이렇게 컴퓨터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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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께요. 위에서는 자연수를 더하는 문제를 말했죠. 여러

해 전 저는 이런 문제들을 일반화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제곱수, 세제곱수, 그리고 그 이

상의 지수들에 대해서 m까지 n승들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찾고 있었죠. 결국엔 여러 흥미로운 관계식

들을 찾아내면서 문제를 깼습니다. 끝났을 땐 각 n의 합에 대해서 숫자들을 이용한 식이 나왔지만, 그

숫자들에 대한 식은 구할 수 없었죠. 흥미로운 점은 그 숫자들이 n=13까지는 정수였다는 것입니다 —

13에서는 아니었죠 (691을 조금 넘었습니다)! 매우 놀랍죠 ! 재미있기도 하구요.
어쨌든 이 숫자들이 1746년에 이미 알려졌다는 것을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746

년까지 따라잡은 것이죠 ! "베르누이 수"라고 불리더군요. 구하는 식은 상당히 복잡하고 간단히 말하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전 것으로부터 다음 것을 구하는 점화식은 구할 수 있었지만, 임의의 숫자

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 1889년에 처음 발견된 것을 찾고, 다음엔 1921년에 발견된

것을 찾고 . . . 결국엔 제가 찾은 날과 같은 날 발견된 것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비슷한 방법으로 즐거우실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서 즐길 문제들을 제시해드리는 겁니

다.(물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즐거움을 느끼죠) 제가 드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누군가 이미

했다고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 것들을 많이 연습해보지 않고는 새 것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재미

있는 관계들과 흥미로운 것들을 갖고 놀면서 많은 재미를 느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바보가 한

일을 읽게 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혹은 아닌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무엇이 그의 문제인지 등등

을 알 수 있게 되지요. 답을 읽기 전에 그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쳐 봐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에서 한 번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Original excerpt

Now there are two ways in which you can increase your understanding of these issues. One way is to

remember the general ideas and then go home and try to figure out what commands you need and make

sure you don’t leave one out. Make the set shorter or longer for convenience and try to understand the

tradeoffs by trying to do problems with your choice. This is the way I would do it because I have that

kind of personality! It’s the way I study — to understand something by trying to work it out or, in

other words, to understand something by creating it. Not creating it one hundred percent, of course;

but taking a hint as to which direction to go but not remembering the details. These you work out for

yourself.

The other way, which is also valuable, is to read carefully how someone else did it. I find the first

method best for me, once I have understood the basic idea. If I get stuck I look at a book that tells

me how someone else did it. I turn the pages and then I say "Oh, I forgot that bit", then close the

book and carry on. Finally, after you’ve figured out how to do it you read how they did it and find

out how dumb your solution is and how much more clever and efficient theirs is! But this way you can

understand the cleverness of their ideas and have a framework in which to think about the problem.

When I start straight off to read someone else’s solution I find it boring and uninteresting, with no way

of putting the whole picture together. At least, that’s the way it works for me!

Throughout the book, I will suggest some problems for you to play with. You might feel tempted

to skip them. If they’re too hard, fine. Some of them are pretty difficult! But you might skip them

thinking that, well, they’ve probably already been done by somebody else; so what’s the point? Well,

of course they’ve been done! But so what? Do them for the fun of it. That’s how to learn the knack

of doing things when you have to do them. Let me give you an example. Suppose I wanted to add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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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ries of numbers,

1 + 2 + 3 + 4 + 5 + 6 + 7...

up to, say, 62. No doubt you know how to do it; but when you play with this sort of problem as a

kid, and you haven’t been shown the answer . . . it’s fun trying to figure out how to do it. Then, as

you go into adulthood, you develop a certain confidence that you can discover things; but if they’ve

already been discovered, that shouldn’t bother you at all. What one fool can do, so can another, and

the fact that some other fool beat you to it shouldn’t disturb you: you should get a kick out of having

discovered something. Most of the problems I give you in this book have been worked over many times,

and many ingenious solutions have been devised for them. But if you keep proving stuff that others have

done, getting confidence, increasing the complexities of your solutions — for the fun of it — then one

day you’ll turn around and discover that nobody actually did that one! And that’s the way to become

a computer scientist.

I’ll give you an example of this from my own experience. Above, I mentioned summing up the inte-

gers. Now, many years ago, I got interested in the generalization of such a problem: I wanted to figure

out formulae for the sums of squares, cubes, and higher powers, trying to find the sum of m things

each up to the nth power. And I cracked it, finding a whole lot of nice relations. When I’d finished, I

had a formula for each sum in terms of a number, one for each n, that I couldn’t find a formula for.

I wrote these numbers down, but I couldn’t find a general rule for getting them. What was interesting

was that they were integers, until you got to n=13 — when it wasn’t (it was something just over 691)!

Very shocking! And fun.

Anyway, I discovered later that these numbers had actually been discovered back in 1746. So I had

made it up to 1746! They were called "Bernoulli Numbers". The formula for them is quite complicated,

and unknown in a simple sense. I had a "recursion relation" to get the next one from the one before,

but I couldn’t find an arbitrary one. So I went through life like this, discovering next something that

had first been discovered in 1889, then something from 1921 . . . and finally I discovered something

that had the same date as when I discovered it. But I get so much fun out of doing it that I figure

there must be others out there who do too, so I am giving you these problems to enjoy yourselves with.

(Of course, everyone enjoys themselves in different ways.) I would just urge you not to be intimidated

by them, nor put off by the fact that they’ve been done. You’re unlikely to discover something new

without a lot of practice on old stuff, but further, you should get a heck of a lot of fun out of working

out funny relations and interesting things. Also, if you read what the other fool did, you can appreciate

how hard it was to do (or not), what he was trying to do, what his problems were, and so forth. It’s

much easier to understand things after you’ve fiddled with them before you read the solution. So for

all these reasons, I suggest you have a go.

Feynman Lectures on Computation, p.15-16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