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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움직이기 문제란?

폭이 1이고 직각으로 꺾인 복도를 지나갈 수 있는 가장 면적이 

넓은 평면도형은 무엇인지 묻는 문제다. 1966년 캐나다의 수학자 

레오 모저가 제시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지만, 아직 

미해결이다. 아래 그림을 보며 소파 움직이기 문제를 이해해 보자.

넓이 1.57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도형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이다. 

넓이 1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가로·세로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소파를 옮겨라!
완연한 봄입니다. 친구가 이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군요. 

그런데 골칫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소파! 90°로 꺾인 

모퉁이가 있는 통로에서 커다란 소파를 옮겨야 하는데,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군요. 이렇게 돌려도 안 되고, 저렇게 돌려도 

안 되고 답답해 죽겠답니다. 신기하게도 이와 같은 고민을 

수학자도 합니다! 여러 수학자를 좌절시킨 ‘소파 옮기기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글·사진 김경환 기자(dalgudot@donga.com) 

도움 댄 로믹(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수학과 교수), 스트라타시스 코리아, 

메이커봇 코리아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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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이 2.2074 
영국의 수학자 존 해머슬리는 

아치 모양의 새로운 도형을 

소개했다.

넓이 2.2195 
수학자 조셉 거버가 제시한 새로운 

도형이다. 해머슬리의 도형과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안쪽 굽어진 

부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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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거버가 제안한 도형이 가장 면적이 넓다. 그런데 최근 댄 로믹 캘리

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수학과 교수가 원래 문제를 변형한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을 발표했다. 원래 문제는 90°로 한 번만 꺾인 통로를 지나는 도형을 찾는 

문제인데, 로믹 교수가 해결한 건 90°로 두 번 꺾인 통로를 지날 수 있는 가장 면

적이 넓은 도형을 찾는 문제다.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로믹 교수의 도형은 이 변형 

문제에서 발견된 도형 중 가장 면적이 넓다. 

로믹 교수는 3D프린터로 여러 도형을 출력해 보며 새로운 도형에 대해 영감을 

얻었다. 집에 있는 3D프린터로 도형을 출력하는 일이 로믹 교수의 취미 생활이

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로믹 교수는 “3D프린터로 도형을 만들어 움직여 보면 직

관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취미인 3D프린터를 활용하니 이번 연구

는 마치 놀이 같았다”고 말했다. 데스크톱 3D프린터 회사인 메이커봇의 황혜영 

이사는 “해외에서는 3D프린터를 여러 교육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면서, “국

내의 3D프린터 교육을 활성화해 창의력을 기

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 로믹 교수의 

발견과 같은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올 것”이라

고 3D프린터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소파 움직이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

다. 원래 문제는 물론이고, 다양하게 바뀐 문제

들도 그렇다. 기존보다 면적이 더 넓은 도형이 

발견되고 있을 뿐, 가장 큰 도형은 무엇인지 아

직 모른다. 그 말은 누구라도 문제 해결의 주인

공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쉬워 보이지만 풀기 

어려운 난제, 소파 움직이기 문제는 누구의 손

에 풀릴까? 그 주인공이 하루빨리 나타나길 기

대해 본다.  

 로믹 교수가 새롭게 

제시한 도형이 두 번 

꺾인 통로를 지나가는 

모습이다. 

➊

➋

➌

➍

넓이1.645

 로믹 교수가 소파 

문제를 해설하는 유튜브 

동영상과 소파 문제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은 

독자는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소파옮기기.indd   80 2017-04-21   오전 11:48:11



 로믹 교수가 

집에서 취미 

생활을 할 때 쓰는 

3D프린터.

댄 로믹 교수

3D프린터로 연구하는 수학자, 댄 로믹

Q소파 움직이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 시절 이 문제를 처음 접했습니다. 재미있다고는 생각했지만 크게 관심이 가진 않았어요. 나중에 

우연히 문제를 다시 마주쳤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학자들이 주로 연구하는 분야와 관련이 없었기 때

문에 더 그랬지요. 

그러던 2015년 3D프린터로 흥미로운 도형을 인쇄하는 취미를 가지면서, 다시 호기심이 생겼어요. 3D프린터

로 복잡한 수학 개념을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그렇게 이 문제에 매혹됐고, 결국에는 

논문까지 쓰게 됐습니다.

Q이 문제는 겉으로는 아주 쉬워 보입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명제는 쉬워 보이지만 난제로 악명 높

은 ‘골드바흐의 추측’입니다. 수학에는 이런 문제가 꽤 많지요. 소파 움직이기 문제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문제가 훌륭한 수학자들이 관심을 보일 만큼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수학의 다른 주제와 

큰 관련이 없는 것도 그 이유라 할 수 있지요. 

Q 2차원 문제를 3차원으로 바꿔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람이 3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차원으로 생각하면 문제를 푸

는 데 효과적이지요. 무엇보다 문제가 더 재미있어집니다! 

Q소파 움직이기 문제에 계속 도전할 생각인가요?

물론입니다. 현재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논문을 쓰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다양한 방향

으로 생각할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기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하지요. 

Q수학을 사랑하는 수학동아 독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수학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는 수학자라는 직업을 갖고 돈을 벌면서, 흥미진진한 수학 문

제를 접하고 해결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합니다. 수학은 과학과 기술, 일상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수학 공부는 유용하니 지금처럼 재미있게 즐겼으면 좋겠네요!   

댄 로믹 교수

이 문제는 겉으로는 아주 쉬워 보입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명제는 쉬워 보이지만 난제로 악명 높

은 ‘골드바흐의 추측’입니다. 수학에는 이런 문제가 꽤 많지요. 소파 움직이기 문제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문제가 훌륭한 수학자들이 관심을 보일 만큼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수학의 다른 주제와 

큰 관련이 없는 것도 그 이유라 할 수 있지요. 

2차원 문제를 3차원으로 바꿔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람이 3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차원으로 생각하면 문제를 푸

는 데 효과적이지요. 무엇보다 문제가 더 재미있어집니다! 

소파 움직이기 문제에 계속 도전할 생각인가요?

물론입니다. 현재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논문을 쓰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다양한 방향

으로 생각할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기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수학을 사랑하는 수학동아 독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수학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는 수학자라는 직업을 갖고 돈을 벌면서, 흥미진진한 수학 문

제를 접하고 해결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합니다. 수학은 과학과 기술, 일상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수학 공부는 유용하니 지금처럼 재미있게 즐겼으면 좋겠네요!   

학생 시절 이 문제를 처음 접했습니다. 재미있다고는 생각했지만 크게 관심이 가진 않았어요. 나중에 

D
a
n 

R
o
m

ik

Dan Romik

소파옮기기.indd   81 2017-04-21   오전 11:4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