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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 행렬이나 불리언 행렬의 연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두 행렬의 효율

적 곱셈을 다루고 있으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 응용에 적합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모든 행렬 쌍의 곱셈에 대한 연구는 NP-완전 계산 복잡도와 이러한 곱셈을 요구하는 응용의 희소성

으로 인해 관심밖에 있었으며 최근에야 원소가 불리언 값을 가지는 n 차 정사각 불리언 행렬을 대
상으로 기초적인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모든 n 차 정사각 불리언 행렬 사이의 곱셈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벡터 기반 불리언 행렬 곱셈 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설계한 알고리즘 
그리고 실행 결과에 대하여 논한다. 

 

1. 서론 

행렬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행렬의 연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1-15]. 
대부분의 연구는 일반 행렬이나 특수한 구조를 갖는 
두 행렬 사이의 곱셈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응용에 적합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제시 되었다[6-15]. 
모든 행렬 사이의 곱셈에 대한 연구는 NP-완전 계산 
복잡도와 이러한 곱셈을 요구하는 응용의 희소성으로 
인해 관심 밖에 있었으며, 최근에야 원소가 불리언 
값을 가지는 n 차 정사각 불리언 행렬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연구가 보이고 있다[17, 18]. 

불리언 행렬은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11-15]. 불리언 행렬의 곱셈을 다루는 많은 
연구가 수행 되었으며[6-10] 두개의 n 차 정사각 행렬 
사이의 최적화된 곱셈을 위한 이론과 알고리즘은 
[11]에 제시되어 있다. 두 불리언 행렬 사이의 곱셈을 
초점으로 하는 다른 응용과 달리 D-클래스 계산 
문제는 n 차 정사각 불리언 행렬의 전체 집합을 

대상으로 이 집합에서 조합할 수 있는 모든 두 행렬 

사이의 곱셈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며 이를 기반으로 

모든 가능한 조합의 세 행렬 사이 곱셈을 요구한다. 

이러한 D-클래스의 계산은 NP-완전 문제이며 이로 
인해 현재 4 × 4 이하 크기의 불리언 행렬에 대한 
결과만이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모든 가능한 조합의 두 n 차 정사각 
불리언 행렬 사이의 곱셈을 벡터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계산 할 수 있는 수학적 이론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한 개선된 
알고리즘과 실행 결과에 대하여 논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은 관련연구에 대하여 
기술하며 3 장은 모든 두 n × n 불리언 행렬 사이의 
효율적인 곱셈을 위한 수학적 이론을 제시한다. 4 장은 
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한 알고리즘과 여러 
실행결과를 기술하며 5 장은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한다. 

 
2. 관련 연구 

일반 행렬이나 불리언 행렬의 연산에 대하여 많
은 연구가 수행 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일반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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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특수한 구조를 갖는 두 행렬 사이의 곱셈에 초
점을 두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효율적 곱셈

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1-5]. n 차 정사각 
불리언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단지 두 n
차 정사각 불리언 행렬의 곱셈에 대하여 수행 되었다

[6-15]. [10]은 두 n × n 불리언 행렬의 최적 곱셈을 위
한 이론과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으며, 알고리즘은 
두 n × n 불리언 행렬 A x B 연산에서 앞의 불리언 행
렬 A 를 불리언 행렬 B 의 행에 대한 OR-연산 지시자

로 사용하여 곱셈 결과를  얻는다. 
모든 행렬 사이의 곱셈에 대한 연구는 일반 행렬

이나 불리언 행렬에 상관없이 NP-완전 계산 복잡도와 
이러한 곱셈을 요구하는 응용의 희소성으로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아 관심 밖에 있다. D-클래스는 모든 n × n 
불리언 행렬의 전체 집합에서 특정 관계(relation)에 따
라 동등(equivalent)한 관계에 있는 행렬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6]. F={0, 1}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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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D-클래스 계산을 위한 핵심 문제는 다른 응용

과 달리 n × n 불리언 행렬의 전체 집합을 대상으로 

이 집합에서 조합할 수 있는 모든 두 행렬 사이의 곱

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 설계이다. 
최근 D-클래스를 계산하기 위하여 n × n 불리언 

행렬의 전체 집합을 대상으로 이 집합에서 조합할 수 

있는 모든 두 행렬 사이의 곱셈에 대한 기초적인 연
구가 수행 되었다[17. 18]. 그러나 [17, 18]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여러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행시간과 
메모리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모든 n × n 불리언 행렬 쌍의 곱셈에서 
실행시간과 메모리 사용량 등에 대한 개선이 단순한 
불리언 행렬 곱셈의 산술계산이나 약간의 코드 개선

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며, 곱셈 연산의 근본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수학적 특성과 이론의 정립 그리고 이
를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
여 준다. 

 
3. 벡터 기반의 불리언 행렬 곱셈 

3 장은 모든 두 n × n 불리언 행렬 사이의 곱셈을 
n 차원 벡터와 n × n 불리언 행렬의 곱셈으로 대체 
하여 효율적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수학적 이론을 
논한다. 

A 가 n × n 불리언 행렬일 때 iA와 iA 는 각각 A 
행렬의 i 번째 행과 열을 의미하며, 다음 정의를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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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n 에 속한 모든 두 n × n 불리언 행렬의 

곱셈은 행렬 사이의 직접 곱셈 대신 n × n 행렬과 
n 차원 벡터의 곱셈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 를 )(FM n 에 속한 임의의 n × n 불리언 행렬이라 
하자. A 에 )(FM n 의 모든 불리언 행렬을 곱하여 
얻는 불리언 행렬의 집합은 다음과 같다. 

 
})(|{ FMXAXP nA ∈=  

 
A 를 n 개의 행 벡터, X 를 n 개의 열 벡터로 

나타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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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임의의 )10( −≤≤ niEi 는 X 의 i 번째 열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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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계를 얻는다. A 를 )(FM n 의 모든 불리언 
행렬에 곱한다면 X 에 )(FM n 의 모든 불리언 행렬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X 의 각 n 차원 열벡터 

iX 에도 서로 독립적으로 n2 개의 n 차원 벡터가 
나타나게 되며 AT 를 

 
}|{ XofcolumnaisXandVXAXT icii

A ∈=  
 

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다. 
 

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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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 사실로부터 유도한 정리이다. 

 
[정리 1] )(FM n 에 속한 임의의 n × n 불리언 행렬 A
에 대해 AΜ 와 AT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n
AA T⊂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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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AP Μ∈ 이라 하자. 이 경우 P 의 각 열 iP 는 
어떤 )120( −≤≤∈ n

k kVv 에 대해 c
k

i vAP )(= 가 된다. AT
는 불리언 행렬 A에 n 개의 원소를 가지는 모든 벡
터 cv 를 곱하여 얻은 열벡터의 전체 집합이므로 0 과 

1−n  사이의 모든 i 에 대해 A
i TP ∈ 이며, 따라서 

n
ATP∈ 이다. 

 
[정리 2] A를 )(FM n 에 속한 임의의 n × n 불리언 행
렬이라 하고 AΜ 와 AT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A
n
AT 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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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이라 하자. 만약 AP Μ∉ 이라면 AΜ 에 
속하는 모든 불리언 행렬 D에 대하여 DP ≠ 이고 따
라서 P 의 어떤 벡터열 iP 가 모든 행렬 D 의 i번째 
벡터열 iD 와 같지 않다. )(FM n 는 모든 n × n 불리언 
행렬의 집합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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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정에 의해 n

ATP∈ 이므로 V 의 어떤 벡터 
)120(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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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P가 AΜ 에 속하게 되어 모순이 된다. 

 
[정리 1]과 [정리 2]에 의해 )(FM n 에 속한 어떤 

불리언 행렬이 주어졌을 때 A에 )(FM n 의 2

2n 개 불
리언 행렬을 곱하는 대신 n2 개의 열벡터를 곱하여 나
오는 열벡터의 집합을 얻는다. 이 집합에 있는 열벡터

를 n 번 조합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행렬의 집합은 
A에 )(FM n 의 모든 행렬을 곱하여 얻는 행렬의 집합

과 동일하다. 
위의 정의에서 보듯 D-클래스는 AD 를 계산하여 

얻으며, AD  정의에서 CAX = 와 CVB = 를 BUC = 와 
ACY = 에 각각 대입하면 다음 AD  정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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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에서 UAX 와 VBY  계산은 불리언 행렬 A
와 B에  )(FM n 의 각 불리언 행렬을 곱하고 그 결과

와 )(FM n 의 각 불리언 행렬에 대한 곱셈을 반복하여 
요구한다. 이 경우에도 행렬 사이의 직접 곱셈 대신 
위의 정리를 적용하여 행렬과 벡터 사이의 곱셈을 이
용하여 다음 장에서 보듯 UAX 나 VBY를 보다 효율적

으로 계산할 수 있다 

 
4. 알고리즘 및 실행 결과 

(그림 1)은 3 장의 정리를 이용하여 작성된 UAX  
계산 알고리즘의 개요를 보이고 있다. 알고리즘은 먼
저 )(FM n 에 속한 각 불리언 행렬에 대하여 n개의 원
소를 가지는 모든 n2 개의 벡터를 곱한다. 불리언 행
렬과 각 벡터의 곱셈으로부터 얻은 벡터는 현 불리언 
행렬에 대한 집합 1SV 에 삽입한다. 모든 벡터와의 곱
셈이 종료되면 AX 에 대한 열벡터 집합 1SV 을 얻는다. 

1SV 의 열벡터를  n 번 조합하여 얻는 각 행렬에 대해 
모든 n 차원 행벡터를 곱하여 벡터집합 2SV 를 계산하

고 현재 선택된 바깥 순환문의 행렬 A의 CVS  클래

스에 2SV 를 삽입한다. 모든 조합된 행렬에 대하여 벡
터집합 계산이 완료되면 CVS  클래스는 행렬 A에 대
해 UAX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행렬의 집합을 
나타내게 되며 ( A , CVS ) 짝을 UAXMap 에 삽입한다. 
알고리즘이 종료하면 )(FM n 의 모든 행렬에 대한 UAX
계산 결과가 UAXMap에 존재한다. 

알고리즘은 행렬의 직접 곱셈에서 필요하지 않은 
행렬 조합 단계가 추가 되지만 <표 1>은 알고리즘의 
실행시간이 행렬의 직접 곱셈보다 대폭 개선된 결과

를 보이고 있다. 알고리즘은 Java 언어로 구현하였으

며 펜티엄 3.0GHz, 512MB RAM, Windows XP/Pro 환경

에서 실행되었다. 불리언 행렬과 벡터의 곱셈은 비트 
사이의 논리 연산으로 수행한다. 

V : a set of all n-element vectors whose element 
       belongs to F 

1SV , 2SV : a set of vectors 
CVS : a class of a set of vectors 
UAXMap: a set of (A, A’s CVS class) pairs 
        where )(FMA n∈  
 
for each boolean matrix A  in )(FM n  
     1SV  = ∅  
     for each n-element vector 1v  in V  
          compute an 1Av  vector 
          insert the vector into a set 1SV  
 
  for each matrix M synthesized from 1SV  
      2SV = ∅  
      for each n-element vector 2v  in V  

compute an Mv2  vector 
 insert the vector into a set 2SV  

          insert the set 2SV  into CVS  
      insert a pair ( A , CVS ) into UAXMap 
 

(그림 1) 알고리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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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행렬의 연산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대부분 일반 행렬이나 특수한 구조를 갖는 두 행렬 
사이의 곱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모든 행렬 쌍의 
곱셈에 대한 연구는 NP-완전 계산 복잡도와 응용의 
희소성으로 인해 관심 밖에 있었으며, 최근에야 n 차 
정사각 불리언 행렬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연구가 
보이고 있다[17-18]. 그러나 제시된 알고리즘은 
실행시간이나 메모리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모든 행렬  쌍에 대한 곱셈 
연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벡터를 사용한 행렬 
곱셈의 수학적 특성과 이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이론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설계 및 
구현하였으며 실행시간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음을 
보였다. 

모든 n 차 정사각 불리언 행렬 쌍에 대한 곱셈은 
NP-완전 계산 복잡도를 가지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찾기 쉽지 않다. 그러나 D-클래스 계산과 
같은 미해결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모든 n차 정사각 
불리언 행렬 쌍의 효율적 곱셈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개선은 수학적 
이론과 증명, 알고리즘 최적화 연구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논문에서 제시한 벡터 기반 
곱셈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알고리즘일 뿐이다. 앞으로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최적화된 알고리즘의 설계와 구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실행시간 개선을 위한 다른 수학적 
이론, 병렬 및 분산 컴퓨팅의 적용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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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행시간 비교 
 

종류 
행렬크기 기존 알고리즘 벡터기반 

알고리즘 

2 x 2 0.016 초 0.015 초 

3 x 3 13.469 초 0.016 초 

4 x 4 2294초 75.094 초 

5 x 5 553650000초 이상 
( 6407일 이상) 21350.097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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