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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컴퓨터 이론 분야에서 NP-hard에 속하는 그래프 문제에 대

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NP-hard 그래프 문제를 해결하는 대부분

의 state-of-the-art 알고리즘은 백트래킹을 사용한다. 알고리즘 전체가

소모하는 시간 중에서 백트래킹 과정에 소모되는 시간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기도 하므로 효율적으로 백트래킹을 구현하는 것은 NP-hard 그래

프 알고리즘의 성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여러 개의 그래

프에 반복되는 백트래킹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백트래킹의 대응 순서에

있어서 고정된 대응 순서가 아닌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대응 순서를 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인 후보 집합에 의한 대응 순서와 유효색에 의한 대

응 순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은 각각

의 단색 그래프가 많이 겹쳐있을수록 더욱 효율적으로 동작하게 되고,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의 효율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사도를 제안하였다. 실험을 위해 유사도가 높은 단색 그래프로

multi-colored graph를 구성했으며,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

과 각각의 단색 그래프에 대한 백트래킹을 백트래킹 수행 시간 및 재귀

호출 횟수로 비교하였다. 이때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은 각

각의 단색 그래프에 대한 백트래킹의 합보다 백트래킹 수행 시간이 최대

10배, 재귀 호출 횟수가 최대 250배 개선되었다.

주요어: Multi-colored Graph, 단색 그래프, 백트래킹, 유효색, 대응 순서,

유사도

학번: 2017-29422



ii

목 차

요약 ⅰ

목차 ⅱ

그림/표 목차 ⅳ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배경지식 3

2.1 그래프 3

2.2 단색 그래프에 대한 백트래킹 4

2.2.1 문제 정의 4

2.2.2. 백트래킹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6

제 3 장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 9

3.1 문제 정의 9

3.2 동기 10

3.3 접근 방법 12

3.3.1 유효색 13

3.3.2 상황에 따른 대응 순서 15

3.3.3 유사도 17

제 4 장 실험 및 분석 20

4.1 대응 순서 20

4.2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의 성능 평가 22

제 5 장 결론 및 논의 27



iii

참고문헌 28

Abstract 31



iv

그림/표 목차

[그림 1] 단색 그래프에 대한 백트래킹 5

[그림 2] 약한 명제를 이용한 백트래킹 6

[그림 3] 부분그래프 동형의 예 7

[그림 4] 개의 단색 그래프에 대한 백트래킹 11

[그림 5]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 14

[그림 6] 후보 집합에 의한 대응 순서를 적용한 백트래킹 16

[그림 7] 유효색에 의한 대응 순서를 적용한 백트래킹 17

[표 1] 대응 순서 비교 실험 결과 21

[표 2] 하나의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의 실험 결과 23

[표 3] 여러 개(각각 48개, 13개)의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

의 실험 결과 25



1

제 1 장 서 론

컴퓨터 이론에서 그래프는 꼭짓점의 집합과 변의 집합의 순서쌍

으로 정의된다. 웹페이지들 사이의 연관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서의 친구 관계, 원자 사이의 결합과 같이 어떤 두 대상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그래프는 수없이 많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프의 크기는 커지

고 종류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그래프는 지난 수십 년간 컴퓨터 이론을 포함한 다양

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알

고리즘이 개발되었지만, NP-hard에 속하는 그래프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

은 시간복잡도 상의 개선을 끌어낼 수 없었던 탓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점점 좋아지면서 NP-hard에 속하

는 그래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이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다[1].

부분그래프 동형을 비롯한 NP-hard 그래프 문제[7]는 매우 폭넓

게 활용될 수 있다. 생물학에서 단백질-단백질상호작용(PPI) 네트워크에

적용될 수 있으며[3], 화학에서는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19]. 또한 컴퓨터 비전 분야[14]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10, 13]에

역시 적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각종 NP-hard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응용

분야가 존재한다[16, 20].

이러한 NP-hard 그래프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Ullmann의 알

고리즘은 최초로 백트래킹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했고[15], 현재의 대부분의

state-of-the-art 알고리즘은 백트래킹을 이용한다[2, 5, 8, 9, 12, 17, 18].

또한 백트래킹을 이용한 알고리즘이 그래프 인덱싱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

보다 훌륭하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1]. 이러한 알고리즘의 경우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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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전체가 소모하는 시간 중에서 백트래킹 과정에 소모되는 시간의 비중

이 상당히 높아지기도 하므로 효율적으로 백트래킹을 구현하는 것은

NP-hard 그래프 알고리즘의 성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때 여러 그래프를 적절하게 하나로 합쳐서 백트래킹을 수행하

면 각각의 그래프에 대해 백트래킹을 수행한 것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

며, 그러한 방법론을 적용한 알고리즘이 개발되기도 했다[4]. 본 논문은

여러 그래프가 합쳐진 그래프의 일반적인 형태인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을 연구하고, 실험을 통해 이에 대한 백트래킹이 각각의 그

래프에 대한 백트래킹보다 효율적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그래프와 백트래킹에 대한 배경지식을 설명

하고, 3장에서는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의 문제 정의와 동

기 및 본 논문에서의 접근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에 대한 실험

결과를 4장에서 제시하고 5장에서는 결론 및 논의 사항을 제안하도록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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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지식

2.1 그래프

정의 1 (그래프). 그래프 는 다음을 만족하는 두 집합 와 의 순서쌍

으로 정의되고,   로 쓴다.

(1) 는 꼭짓점들의 집합으로 유한집합이며 공집합이 아니다.

(2) 는 변들의 집합으로, 두 꼭짓점  ∈에 대해 와 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다.

그리고 (2)의 조건이 다음과 같이 바뀌면 그래프   를 방

향그래프라 한다.

(2-1) 는 방향을 가진 변들의 집합으로, 두 꼭짓점  ∈에 대해 에

서 로 향하는 변이 있으면  ∈이다.

정의 2 (순환(cycle)). 그래프   가 있을 때,   ⋯ 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이를 순환이라 한다.

(1) 임의의 에 대해 ∈이다.
(2) ≤≤에 대해   ∈이며,  이다.

정의 3 (DAG). DAG(Directed Acyclic Graph)란, 순환이 없는 방향그래프

를 말한다. 따라서 어떤 방향그래프 에 순환이 존재하지 않으면 는

DAG이다.

정의 4 (Multi-colored Graph). 그래프   와 색의 집합 에 대하

여 함수   ×→  ,   ×→  가 정의될 때, 그래프 

는 multi-colored graph이고      로 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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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multi-colored graph      에 대해 을

만족한다면 이는 일반 그래프와 같고, 본 논문에서는 이를 단색 그래프라

부르도록 한다.

임의의 ∈, ∈에 대하여 꼭짓점 가 색 를 포함하면

   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다. multi-colored graph에서

는 각 꼭짓점이 하나 이상의 색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꼭짓점 에 칠해

진 색의 집합을

 ∈     

로 정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임의의 ∈, ∈에 대하여 변 가 색 

를 포함하면     , 그렇지 않으면    이며, 변 에 대해서

색의 집합

 ∈     

가 정의된다.

2.2 단색 그래프에 대한 백트래킹

2.2.1 문제 정의

백트래킹을 그래프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 그래프

  의 임의의 꼭짓점 ∈에 대해 에 대한 후보 집합 를 계

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마찬가지로 임의의 변 ∈에 대해서도 에 대

한 후보 집합 를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꼭짓점  (또는

변 )에 대한 후보 중 ′∈ (또는 ′∈)을 선택하였을 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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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을 각각  (또는 )에 대한 대응이라 하고,  ′과  ′들
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대응집합이라고 한다. 본 논문은 일반성을 잃지

않고 꼭짓점 ∈에 대한 후보 집합 과 그에 대한 대응 ′∈만을
고려하도록 한다.

문제가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대응집합 에 대해 참, 거짓을 판

별할 수 있는 명제가 주어졌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을 대응집합의 전

체집합이라 할 때, 주어진 문제에 대한 명제를 함수   →  로 볼

수 있다. 주어진 그래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 인 대응집합 ∈이 존재하는지 판별하는 것”

이다. 백트래킹을 수도코드로 나타낸다면 아래와 같다.

backtracking_single

{

if   then

Check  as an answer.

Select any unmatched ∈ to try matching.
For selected , compute a candidate set .

foreach ′∈
backtracking_single(∪ ′);

}

backtracking_single∅;

[그림 1] 단색 그래프에 대한 백트래킹

한편 백트래킹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는 대부분 다음을 만족하는

약한 명제 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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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대응집합 에 대해  이면,

⊆ ′을 만족하는 모든  ′에 대해  ′ 이다.”

이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집합 을 만들고 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를 만족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백트래킹을 가능

케 한다.

backtracking_single

{

if   then

return;

if   then

Check  as an answer.

Select any unmatched ∈ to try matching.
For selected , compute a candidate set .

foreach ′∈
backtracking_single(∪ ′);

}

backtracking_single∅;

[그림 2] 약한 명제를 이용한 백트래킹

2.2.2 백트래킹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그러나 백트래킹 알고리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응을 시도할 ∈를 선택하는 순서이다. 에 대한 대응을 시도

하는 시점과 이전 대응 순서에 따라 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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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백트래킹 알고리즘의 탐색 트리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

 

   ⋯  

  

[그림 3] 부분그래프 동형의 예

위 [그림 3]은 부분그래프 동형(subgraph isomorphism)의 한 예

이다. 부분그래프 동형이란 주어진 작은 그래프가 큰 그래프의 부분그래

프인지 확인하는 문제로서, 위의 예에선 오른쪽의 큰 그래프가 삼각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올바른 대응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예제에서 대응을 시도할 꼭짓점을    순서로 선택할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초기에 계산된 후보 집합은 위 그림 3의 오

른쪽과 같지만  가 대응된 이후 를 새로 계산하면서 과 연결

된 꼭짓점만 포함하면 가 된다. 또한  를 대응하고 을 새

로 계산하며 와 연결된 꼭짓점만 포함하면 가 되고,  를 대응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답이 없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응 순서를   로 두면,  ,  를 대응한

이후 는 과 연결된 꼭짓점인  ⋯  로 계산된다. 따라서

 부터  까지 1,000번을 더 대응해야 하고, 이 경우엔 총

1,002번의 대응을 시도해야 한다. 이는   으로 대응할 경우의 횟수

보다 300배 이상 더 큰 수치이다. 이렇듯 대응 순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는 백트래킹 알고리즘의 성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대응 순서 외에도 백트래킹 알고리즘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요

소는 존재한다. 후보 집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개선해도 효율적인 백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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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이 가능한데, 위의 예에서  ,  를 대응한 이후 를 계산

할 때 과 에 모두 포함된 꼭짓점만 포함하도록 하면 는 공집합

이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불필요한 1,000번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

다.

그러나 더욱 좋은 후보 집합을 계산하기 위해, 또는 좋은 대응 순

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계산에 소모되는 시간이 너무 커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생기며 이는 일종의 trade-off 관계로 이

해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계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료구조 역시 성능

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백트래킹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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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

3.1 문제 정의

multi-colored graph      의 임의의 색 ∈에 대

해   ∈     과   ∈     를 정의한다면, 그

래프    는 색 로만 칠해진 단색 그래프가 된다. 원래의

multi-colored graph 는 개의 단색 그래프들이 서로 겹쳐져 있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인 경우 는 단색 그래프가 된다. 따라서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은 앞서 설명한 단색 그래프에 대한

백트래킹의 확장이다.

백트래킹을 정의하기 위해 단색 그래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multi-colored graph에서도 후보 집합을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꼭짓

점 ∈와 변 ∈에 대한 후보 집합을 각각 와 라 한다. 또한

일반성을 잃지 않고 본 논문에선 꼭짓점 ∈에 대한 후보 집합 과

이에 대한 대응 ′∈만을 고려한다.

multi-colored graph에서는 꼭짓점과 후보를 모든 색에 대해 대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후보들의 전체집합을 라 할 때, 꼭짓점

∈와 후보 ′∈에 대한 대응이 색 ∈에 대해 유효하다면

 ′   , 그렇지 않으면  ′  을 만족하도록 하는 함수

  ××→  가 존재한다. ∈와 ′∈에 대해 가

 ′  을 만족한다면 를 대응가능색이라 하며, 대응가능색의 집합

을

 ′ ∈    ′  

이라 하고,  ′는 에 칠해진 색의 집합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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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집합이라 가정해도 무방하다. 만약  ′∅이면 와 ′을 어떤

색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없으며,  ′≠∅을 만족할 때 와 ′을 대

응시킬 수 있다. 꼭짓점 에 후보 ′을 대응시킨 경우, 단색 그래프에 대

한 백트래킹에서와 같이 ′을 에 대한 대응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
들의 집합을 대응집합이라 한다.

한편, 문제의 정의도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마찬가지로 을 대

응집합의 전체집합이라 할 때 단색 그래프 문제에 대한 명제 를 함수

  →  로 나타낼 수 있었다면, multi-colored graph 문제에 대한

명제 는 함수   ×→  로 나타낼 수 있다. 명제 에 대한 약

한 명제 이 존재한다면 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어떤 ∈과 ∈에 대해   이면,

⊆ ′인 모든  ′에 대해  ′  이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multi-colored graph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각 ∈에 대해   인 ∈이 존재하는지 판별하는 것”

이 된다.

3.2 동기

multi-colored graph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색을 각각 하나의 단

색 그래프로 이해하면, 하나의 multi-colored graph는 여러 개의 단색 그

래프가 서로 부분그래프를 공유하며 겹친 형태로 볼 수 있다. 만약 이 특

징을 이용해서 multi-colored graph에 대해 한 번의 백트래킹을 개의

단색 그래프들에 대해 각각 백트래킹을 수행한 것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

면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은 NP-hard 그래프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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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정의에 따르면 개의 단색 그래프들에 대해 각각 백

트래킹을 수행하는 것은 색 ∈를 먼저 결정한 후   인 대응 

을 각각 찾는 것이며, 이를 나타낸 수도코드는 아래와 같다.

backtracking_multi 

{

if    then

return;

if    then

Check   as an answer.

Select any unmatched ∈ to try matching.
For selected , compute a candidate set .

foreach ′∈
if   ′   then

backtracking_multi∪ ′ ;
}

foreach ∈
backtracking_multi∅ ;

[그림 4] 개의 단색 그래프에 대한 백트래킹

그러나 위의 [그림 4]와 같은 코드는 먼저 색 를 결정한 후 각각

의 백트래킹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그래프가 서로 겹쳤다는 특성

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 색 에 대한 그래프    와 색 ′에 대

한 그래프 ′  ′ ′ 가 서로 부분그래프를 공유하면서 겹쳤다는 것

은, 비슷한 대응집합 과  ′에 대해    ′ ′ 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그래프에 대한 백트래킹으로 와 ′을 동



12

시에 처리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앞으로 본 논문은 주어진 대응집

합 에 대해 ∈    에 포함되는 색들을 한 번의 백트래킹으

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3 접근 방법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꼭짓점 와 후보 ′∈가 주어졌을 때

이 둘을 대응시킬 수 있는 색 를 대응가능색이라 하고, 대응가능색의 집

합은  ′ ∈    ′  으로 표현한다. 주어진 multi-colored

graph 문제에 대한 명제를 라 하고 이에 대한 약한 명제 이 존재한

다고 가정한다.

먼저 3.3.1절에서는 유효색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

번의 백트래킹으로 여러 색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3.3.2절

에서는 하나의 고정된 대응 순서가 아닌 상황에 따른 대응 순서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백트래킹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탐색

트리의 크기의 상한은 ∏∈이고[6, 17], 이는 꼭짓점의

개수가 적을수록 백트래킹 알고리즘이 소모하는 시간의 상한이 낮음을 의

미한다. 하나의 multi-colored graph는 각각의 단색 그래프보다 꼭짓점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탐색 트리의 크기가 커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하나

의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이 보다 효과적이려면 비교적 유

사한 단색 그래프들이 최대한 큰 부분그래프를 공유하며 겹쳐야 할 것이

다. 3.3.3절에서는 유사도의 개념을 제안하여 두 그래프 사이의 유사도를

정의하고,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을 더욱 효율적으로 적용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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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유효색

현재까지의 대응집합 이 주어졌을 때,   이라면 를

유효색이라고 부르고 유효색의 집합을 라 하자. 즉 는 대응이

더욱 더 진행된다면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색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백트래킹을 진행하며 새로운 꼭짓점 에 ′을 대응시킬 때는 새로운 대응

집합  ′∪ ′에 대한 유효색의 집합  ′을 계산해야 하고 과정

을 [그림 5]의 수도코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줄 1~3에서는 에 속하는 모든 유효색에 대하여 문제 조건을 만족

하는지 확인한다.

(2) 줄 4~5에서는 다음으로 대응을 시도할 꼭짓점 를 선택하고 이에 대

한 후보 집합 를 계산한다.

(3) 에 대한 각 후보 ′∈에 대해 줄 7~14를 반복하며, 줄 7~8은 다

음 대응집합  ′과 유효색 집합  ′를 만들고, 줄 9에서는 와 ′에 대한

대응가능색의 집합  ′을 계산한다.
(4) 만약 어떤 ∈가  ′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는 이 대응에 전

혀 영향 받지 않으므로 ∈ ′이며, ∈가  ′에 포함된다면

 ′  인 경우에만 ∈ ′이다. 따라서 줄 10~12에서는 각

∈∩ ′에 대해  ′  인지 확인하여  ′에서 제외한다.

(5)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에 대한 유효색의 집합  ′가 공집합이

아니면 다음 백트래킹을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수도코드처럼 모든 ∈에 대해

backtracking_multi∅ ;

를 각각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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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tracking_multi 

{

1 foreach ∈
2 if    then

3 Check   as an answer.

4 Select any unmatched ∈ to try matching.
5 For selected , compute a candidate set .

6 foreach ′∈
7  ′←∪ ′;
8  ′←
9 compute  ′.
10 foreach ∈∩ ′
11 if  ′   then
12  ′←;
13 if  ′≠∅ then

14 backtracking_multi ′  ′;
}

backtracking_multi∅ ;

[그림 5]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

backtracking_multi∅ ;

와 같이 한 번의 백트래킹으로 모두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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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상황에 따른 대응 순서

앞서 2.2.2절에서 백트래킹 알고리즘의 대응 순서가 얼마나 성능

에 중요한 요소인지 설명하였는데, 특정한 그래프에 대해 가장 좋은 대응

순서가 다른 그래프에 대해서는 최악의 대응 순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대응 순서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할지라도 훌륭한 방법이 아니

다. 이번 절에서는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에서 어떠한 기준

으로 대응 순서를 선택해야 적절한지 논의하며, 상황에 따라 대응 순서를

바꿀 수 있게 한다.

Ÿ 후보 집합에 의한 대응 순서

본 논문에서 첫 번째로 제안하는 대응 순서는 후보 집합에 의한

대응 순서로, 후보 집합의 크기가 작은 꼭짓점을 먼저 선택하는 방식이다.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대한 탐색 트리의 크기는 최대 ∏∈이지만,
평균적인 크기는 이보다 작다. 그리고 탐색 트리의 루트에 가까운 노드에

서 후보 집합의 크기가 작을수록 탐색 트리의 크기를 적게 증가시키므로

후보 집합에 의한 대응 순서를 고려해볼 수 있다. 만약 맨 처음에 계산된

후보 집합의 크기만을 가지고 대응 순서를 정한다면 대응 순서가 고정되

겠지만, 대응이 진행되면서 새로 계산된 후보 집합의 크기를 반영한다면

더욱 백트래킹 상황에 따라 대응 순서를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래의 수도코드에서 줄 4~7만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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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tracking_multi 

{

(...)

4 Select an unmatched ∈ with the lowest .
5 foreach ′∈
6  ′←∪ ′;
7 update  for all unmatched .

(...)

}

[그림 6] 후보 집합에 의한 대응 순서를 적용한 백트래킹

이전의 수도코드에서는 아직 대응되지 않은 꼭짓점 중 하나를 선

택해서 그에 대한 후보 집합만 계산하면 되었지만, 후보 집합의 크기가

제일 작은 꼭짓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응되지 않은 꼭짓점에 대

해서 후보 집합이 계산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와 ′을 대응시킨 시점

에서 다른 꼭짓점에 대한 후보 집합을 갱신한다.

Ÿ 유효색에 의한 대응 순서

두 번째로 제안하는 대응 순서는 유효색에 의한 대응 순서로, 유

효색과 겹치는 색이 많은 꼭짓점을 먼저 선택하는 방식이다.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의 의의는 여러 개의 유효색을 한

번에 처리하는 데 있으며, 꼭짓점 에 대한 색의 집합 가 현재의 유

효색과 많이 겹친다는 것은 에 대해서 대응을 시도했을 때 더욱 많은

색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백트래킹 상황에 따라 유효색

의 집합이 때문에, 이 방식 역시 상황에 맞게 대응 순서를 바꿔나가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수도코드는 원래의 수도코드에선 줄 4만 다음과 같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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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tracking_multi 

{

(...)

4 Select an unmatched ∈ with the largest ∩.
(...)

}

[그림 7] 유효색에 의한 대응 순서를 적용한 백트래킹

∩를 계산하는 것은 원래의 구현에선 필요하지 않았던

부가적인 연산이지만, 이로 인해 좋은 대응 순서를 결정해서 탐색 트리를

훨씬 작게 만들 수 있다면 전체 백트래킹 알고리즘이 소모하는 시간이 짧

아질 수 있다.

3.3.3 유사도

두 그래프    과     사이의 유사도를 정확하

게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두 그래프를 DAG로 변환하여

꼭짓점들 사이에 순서를 부여한 후 동적계획법으로 다음과 같은 유사도를

계산한다.

(1) 먼저 두 그래프에 대해서 ∈과 ∈를 임의로 선택하고, 원래의
그래프로부터 과 를 루트로 하는 DAG를 만든다.

(2) ∈과 ∈에 대해 bottom-up 방식으로 유사도 테이블

   를 계산하며, 가중치 함수   ×→  에 대해 점화식

    ∑∈ max∈    



18

을 사용한다. 이때  함수의 값을 항상 1로 설정할 수도 있으나, 보다 루

트에 가까울수록 유사도에 높은 가중치를 주기 위하여

 min ,












  

  

  

  

 ≥

과 같은 가중치 함수를 사용하였다.

(3) 최종적으로 두 그래프 사이의 유사도는    에 저장된다.

(4) 이 유사도는 꼭짓점과 변의 개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다르

지만 꼭짓점과 변의 개수가 많은 그래프 사이의 유사도가 비교적 유사하

지만 꼭짓점과 변의 개수가 적은 그래프 사이의 유사도보다 클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인 유사도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min 
   

,


∈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유사도 테이블에는 두 그래프에 대한

DAG의 경로 트리(path tree) 사이의 유사도이다. 경로 트리란 주어진

DAG의 루트로부터 모든 리프까지의 경로를 나타낸 트리로, 위의 유사도

테이블의 값은 두 패스 트리가 루트로부터 얼마나 많이 겹치는지를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을 각 그래프의 꼭짓점과 변에 대해 가중치 함수

를 더한 값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면 두 그래프 간의 유사도를 꼭짓점과 변

의 개수에 덜 영향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된 유사도가 높은 단색 그래프들끼리 서로 겹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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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olored graph일수록 효율적인 백트래킹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결과

역시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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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결과

앞서 제시한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의 성능을 측정

하기 위해, 4.1절에서 3.3.2절의 두 가지 대응 순서 중 어떤 대응 순서가

실제 데이터에 대해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 가려낸다. 그리고 4.2절에서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이 소모하는 시간을 각각의 단색 그

래프에 대한 백트래킹이 소모하는 시간의 합과 비교하도록 한다.

데이터는 NP-hard 그래프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에 주로 사용되

는 데이터셋인 PubChem과 NCI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두 데이터셋 모두

단색 그래프로만 구성된 데이터셋이므로 본 논문을 위한 multi-colored

graph는 서로 비슷한 단색 그래프들을 합쳐서 구성했다. PubChem과 NCI

의 둘 모두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셋 중 꼭짓점의 개수가 20 이상인 그래

프 1,000개를 임의로 선택한 후, 3.3.3절에서의 방법으로 계산한 유사도가

일정 수치 이상인 그래프들끼리 모아서 각각 77개, 8개의 multi-colored

graph를 만들었다.

두 multi-colored graph에 대해서 10번의 서로 다른 백트래킹을

수행하여, 백트래킹 수행 시간, 전처리 시간을 합한 전체 시간을 측정하였

다. 백트래킹 알고리즘은 모두 C++로 구현하였고, 실험은 256GB CentOS

Linux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4.1 대응 순서

대응 순서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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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색에 의한
대응 순서

후보 집합에 의한
대응 순서

비율 (= 후보 집합
/ 유효색)

backtrack
(ms) call backtrack

(ms) call backtrack call

PubChem

2.373 1133 2.221 823 0.940 0.726

2.268 1477 2.580 1166 1.140 0.789

5.082 3811 4.792 4093 0.940 1.074

2.618 1793 2.350 1487 0.900 0.829

2.836 2137 2.589 1830 0.910 0.856

7.915 6030 6.814 5959 0.860 0.988

11.624 9360 11.166 8850 0.960 0.946

12.071 9475 10.588 8965 0.880 0.946

11.19 9292 9.34 8782 0.83 0.945

5.080 3811 4.810 4093 0.950 1.074

avg 6.306 4831.900 5.725 4604.800 0.910 0.950

NCI

3.700 845 4.518 1710 1.220 2.020

2.690 845 3.222 1710 1.200 2.020

2.914 845 3.592 1710 1.230 2.020

2.555 845 3.152 1710 1.230 2.020

2.479 845 5.102 1710 2.060 2.020

4.029 1109 5.209 1974 1.290 1.780

5.379 2090 8.529 2990 1.590 1.430

12.426 2508 12.474 3598 1.000 1.430

1.450 1380 1.796 1268 1.240 0.920

3.407 810 3.353 1410 0.980 1.740

avg 4.103 1212.20 5.095 1979.00 1.240 1.630

[표 1] 대응 순서 비교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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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왼쪽은 유효색에 의한 대응 순서, 오른쪽은 후보 집합에

의한 대응 순서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고, 백트래킹이 소모한 시간과 재귀

호출 횟수를 각각 나타냈다. 비율은 후보 집합에 의한 대응 순서의 결과

를 유효색에 의한 대응 순서의 결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1보다 클수

록 유효색의 의한 대응 순서가 더 빠름을 의미한다.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 유효색에 의한 대응 순서와 후보 집합에

의한 대응 순서의 성능 양상이 달랐는데, PubChem 데이터셋에 대해선

후보 집합에 의한 대응 순서가 약 1.1배 빨랐지만, NCI 데이터셋에 대해

서는 반대로 유효색에 의한 대응 순서가 약 1.24배 빠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대응 순서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multi-colored graph가 3.3.3절의 유사도의 개념을 통해 비교적 잘 구성되

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앞으로의 실험에 PubChem 데이터셋에 대해서

는 후보 집합에 의한 대응 순서를, NCI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유효색에

의한 대응 순서를 사용한다.

4.2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의 성능

평가

이제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과 각각의 단색 그래프

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PubChem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1,000개의 그래프로부터 77개의 multi-colored graph를 구성했는

데, 그 중 가장 큰 multi-colored graph는 75번째 그래프로 전체의 약 절

반에 가까운 447개의 그래프가 합쳐진 형태이다. 마찬가지로 NCI 데이터

셋의 경우에도 1,000개의 그래프로부터 13개의 multi-colored graph를 구

성했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은 4번째 그래프로 571개의 그래프가 합쳐졌

다. 즉, PubChem 데이터셋에 대해선 447개의 색을 가진 multi-colored

graph가, NCI 데이터셋에 대해선 571개의 색을 가진 multi-colored graph

가 구성됐고, 이에 대한 백트래킹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음 [표 2]의 왼쪽은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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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olored
graph 단색 그래프 비율

backtrack
(ms) call backtrack

(ms) call backtrack call

PubChem

0.182 99 7.254 17573 39.860 177.505

0.272 121 8.988 33318 33.040 275.355

0.797 303 10.312 36080 12.940 119.076

0.364 124 11.287 35103 31.010 283.089

0.407 146 15.643 51015 38.430 349.418

1.494 930 13.278 50310 8.890 54.097

2.493 1685 15.989 69267 6.410 41.108

2.557 1685 16.910 69267 6.610 41.108

2.42 1685 17.08 69267 7.07 41.108

0.930 303 9.879 35244 10.620 116.317

avg 1.191 708 12.662 46644 10.630 65.873

NCI

1.528 159 10.205 15025 6.680 94.497

1.249 159 11.576 15025 9.270 94.497

1.295 159 7.720 15025 5.960 94.497

1.576 159 7.244 15025 4.600 94.497

1.205 159 7.199 15025 5.970 94.497

1.400 159 18.071 56137 12.910 353.063

1.870 179 32.487 99703 17.370 557.000

2.953 286 35.428 148925 12.000 520.717

0.044 0 0.581 72 13.200 0.000

1.192 136 6.134 9108 5.150 66.971

avg 1.431 156 13.665 38907 9.550 250.206

[표 2] 하나의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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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은 각각의 단색 그래프에 대한 백트래킹의 결과이고, 백트래킹이 소모

한 시간 ms 단위로 나타냈으며 재귀 호출의 횟수를 지표로 사용했다. 비

율은 단색 그래프에 대한 백트래킹의 결과를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의 결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1보다 클수록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이 더 빠름을 의미한다.

PubChem 데이터셋에 대해선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

킹이 약 10.6배 빨랐으며 65배 적은 재귀 호출이 이루어졌다. NCI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이 약 9.5

배 빨랐으며 250배 적은 재귀 호출이 이루어졌다. NCI 데이터셋의 경우

에 재귀 호출 횟수가 더 큰 비율로 감소했는데, 백트래킹의 시간의 감소

비율은 PubChem 데이터셋의 경우에 더 높았다. 이는 NCI 데이터셋에 대

한 multi-colored graph가 비교적 덜 유사한 그래프가 합쳐졌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즉, NCI 데이터셋에 대한 multi-colored graph가 PubChem 데이

터셋에 대한 multi-colored graph보다 질이 낮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는

4.1절에서와 같이 두 데이터셋에 대한 대응 순서의 성능이 다른 이유로

볼 수 있다. NCI 데이터셋에 대해서 multi-colored graph가 더 부적절하

게 형성되었으며 이 때문에 유효색에 의한 대응 순서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예상된다.

다음 페이지의 [표 3]은 PubChem 데이터셋으로부터 구성한 77개

의 multi-colored graph와 NCI 데이터셋으로부터 구성한 8개의

multi-colored graph 전체에 대해 위의 실험을 반복해서 합산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이 더 우수한 결

과를 냈으며, 백트래킹 시간은 각각 4.5배와 5.2배 빨랐고 재귀 호출 횟수

는 각각 21배, 57배 적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앞서 보인 하나의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결과보다 나쁜데, 이는 잘못 구성된, 즉 탐색

트리가 크게 형성되도록 하는 multi-colored graph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다.

[표 2]와 [표 3]의 비교를 통해 잘못 구성된 multi-colored graph

가 백트래킹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1,000개의 단색 그래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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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olored
graph

단색 그래프 비율

backtrack
(ms) call backtrack

(ms) call backtrack call

PubChem

2.221 823 13.124 38608 5.910 46.911

2.580 1166 19.645 73963 7.610 63.433

4.792 4093 24.208 78571 5.050 19.196

2.350 1487 23.463 73572 9.980 49.477

2.589 1830 23.438 109088 9.050 59.611

6.814 5959 27.804 104214 4.080 17.489

11.166 8850 34.852 147011 3.120 16.611

10.588 8965 35.368 147851 3.340 16.492

9.34 8782 36.04 145770 3.86 16.599

4.810 4093 21.866 74535 4.550 18.210

avg 5.725 4604.800 25.980 99318 4.540 21.568

NCI

3.700 845 16.098 29589 4.350 35.017

2.690 845 13.567 29589 5.040 35.017

2.914 845 13.665 29589 4.690 35.017

2.555 845 13.448 29589 5.260 35.017

2.479 845 13.487 29589 5.440 35.017

4.029 1109 36.303 101589 9.010 91.604

5.379 2090 43.714 171345 8.130 81.983

12.426 2508 49.288 254660 3.970 101.539

1.450 1380 2.14 1792 1.47 0.000

3.407 810 12.708 19893 3.730 24.559

avg 4.103 1212.20 21.441 69722 5.230 57.517

[표 3] 여러 개(각각 77개, 8개)의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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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수행한 백트래킹의 결과는 두 데이터셋에 대해 각각 26.0초, 21.4초

이고 ([표 3]), 그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447개, 571개에 대해 수행한 백

트래킹의 결과는 각각 12.7초, 13.7초로 ([표 2]) 시간 역시 절반에 가까웠

다. 이를 통해 단색 그래프에 대한 백트래킹이 그래프의 개수에 비례하는

경향성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의 결과는 이와 다르다. PubChem 데이터셋의 경우 1,000개의 그

래프에 대한 백트래킹은 5.7초이고 ([표 3]), 495개의 그래프에 대한 백트

래킹은 1.2초로 ([표 2]) 전체의 약 20.8%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NCI 데이

터셋의 경우 역시 확인하면 1,000개의 그래프에 대한 백트래킹은 4.1초이

고 ([표 3]), 417개의 그래프에 대한 백트래킹은 1.4초로 ([표 2]) 전체의

약 34.8%을 차지했다. 따라서 multi-colored graph에 유사한 단색 그래프

들이 모여 있을 경우에 백트래킹의 효율이 극대화되고, 만약 유사도가 높

다면 그래프의 개수는 백트래킹의 성능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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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에서는 multi-colored graph와 이에 대한 백트래킹을 정의

하였고, 두 가지 대응 순서인 후보 집합에 의한 대응 순서와 유효색에 의

한 대응 순서를 제안했다. 또한 유사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유효색에 의한 대응 순서로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구현했을 때 더 좋

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multi-colored graph에 대한 백트래킹은 각

각의 단색 그래프에 대한 백트래킹보다 짧은 시간을 소모하였고 재귀 호

출 횟수 또한 적었다. 유사도가 잘 적용된 경우 백트래킹의 성능은 더욱

좋아졌고 기존의 단색 그래프에 대한 백트래킹보다 최대 10배까지 빨라졌

다. 따라서 백트래킹을 사용하는 여러 NP-hard 그래프 알고리즘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에 더욱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유사도의 개념을 더

욱 엄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높은 유사도를 보인

여러 그래프들이 어떻게 합쳐져야 백트래킹에 유리한 multi-colored

graph가 형성될지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하나의 multi-colored

graph의 탐색 트리의 크기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제약하는 방법에 대해

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

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8-0-00551, Framework of

Practical Algorithms for NP-hard Grap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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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fficient Implementation of

Backtracking in Multi-colored Graphs

Jeongmoon Le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jority of the state-or-the-art algorithms for NP-hard

graph problems are based on the framework of backtracking. An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backtracking is important to performan-

ce of the algorithms for NP-hard graph problems. In this work, we

proposed backtracking in multi-colored graphs, which can make

repetitive backtracking in many graphs more efficient. We also

suggested two strategies of adaptive matching order called candidate-

size matching order and color-size matching order. Backtracking is

more efficient when each single-colored graphs in a multi-colored

graph are similar, and we presented a notion of similarity that can be

used as an indicator of efficiency. For the experiments, we constructed

multi-colored graphs with similar single-colored graphs, and we

measured the running time of backtracking algorithm and the number

of recursion calls. The experiments showed that backtracking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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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olored graph is faster than each backtracking in single-colored

graphs by up to 10, while the number of recursion calls is decreased

by up to 250.

Keywords: Multi-colored Graph, Single-colored Graph, Backtracking,

Valid Color, Matching Order, Similarity

Student Number: 2017-2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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