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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가중치 독립집합 문제의 최대 가중치 독립정점 쌍 
병합 알고리즘

Merge Algorithm of Maximum weighted Independent Vertex 
Pair at Maximal Weighted Independent Set Problem

이상운*

Sang-Un, Lee*

요  약  본 논문은 NP-난제로 널리 알려진 최대 가중치 독립집합(MWIS) 문제에 대해 다항시간으로 풀 수 있는 알고리즘
을 제시하였다. MWIS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는 특정 그래프 형태에 특화된 다항시간 알고리즘, 또는 분산형, 클러스터 
형성 방법들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모든 그래프 형태에 적합한 단일화된 알고리즘이 제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그래프에도 적합한 유일한 다항시간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최대 가중치를 
갖는 정점 를 와 이웃하지 않은 정점 들 중 최대 가중치를 갖는  정점과 병합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무방향
그래프와 트리에 적용한 결과, 최적 해를 얻었다. 특히,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해를 개선하는 결과도 
얻었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polynomial-time algorithm for maximum weighted independent set(MWIS)
problem that is well known as NP-hard. The known algorithms for MWIS problem are polynomial-time
to specialized in particular graph type, distributed, or clustering method. But there is no unified 
algorithm is suitable to all kinds of graph typ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unique polynomial-time
algorithm that is suitable to all kinds of graph types. The proposed algorithm merges the maximum 
weighted vertex   and maximum weighted vertex  that is not adjacent to  . As a result of apply to
undirected graphs and trees, this algorithm can be get the optimal solution. This algorithm improves 
previously known solution to new optima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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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방향 그래프  에서 독립집합(independent 
set,  ⊆)는 의 원소들이 상호간에 모두 인접하지 않

은 독립 정점들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1] 만약, 각 
정점 가 가중치  를 갖고 있는 경우, 우리는 최대 
가중치를 갖는 독립집합을 찾고자 한다. 이를 최대 가중
치 독립잡합 문제(maximal weighted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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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problem, MWISP)라 한다.[2]

MWISP는 다음의 2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무선통신
망(wireless network)에서 활용되고 있다. 첫 번째 특성
은 무선통신망 채널의 어느 한 노드에서 송신된 메시지
는 그 노드에 이웃하는 모든 노드들이 수신하는 속성을 
가진 동시통신(broadcast)이며, 두 번째는 무선통신망이 
이동성(mobility)을 허용하여 모든 노드들이 이동함으로 
인해 짧은 통신범위를 갖더라도 중간 중간에 라우터 역
할을 하는 많은 노드들이 릴레이 역할을 해주어 송신 노
드가 멀리 떨어진 수신 노드와 가상의 링크를 연결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다중 홉 이동 망(multi-hop mobile 
network) 또는 노드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기
반 구조 없는 네트워크인 에드 혹 망(ad hoc network)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2]

무선통신망에서 두 정점 간 간선을 이웃하는 정점 간
에 충돌 또는 간섭으로 표현한 충돌 그래프(conflict 
graph)로 표현하면, 연결되지 않은 정점들의 집합인 독
립집합은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각 정
점이 갖고 있는 가중치는 연결율(link rate)와 큐 길이
(queue length)의 곱으로, 큐 길이 변동과 시간 변동 채
널로 인해 시간에 따라 변화된다. 따라서 이 경우 어느 
한 시점에서 전송할 수 있는 최대의 데이터 통신량을 얻
기 위해서는 MWIS를 찾아야만 한다.[3] 즉, 무선통신망에
서의 MWIS는 망의 노드(정점)들을 계층적으로 구성하여 
통신정보에 대한 저장 용량을 최소화시키고 망의 대역폭 
사용을 최적화시키는 분산형 자원 처리를 하는 망을 구
성해야만 한다. 또한, 공유채널의 공간적 재사용을 제어
하기 위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라우팅과 제어 정보를 유
지하기 위해 교환되는 데이터를 최소화 시키며, 클러스터 
기반의 가상 망 아키텍쳐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드(정점)들을 클러스터 그룹으로 분할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 이 클러스터 그룹이 MWIS이다.[2]

MWIS 문제는 NP-난제(NP-hard)로 알려져 있어 다
항시간으로 정확한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제안되지 않
고 있다.[4,5]

MWIS 문제에 대해 Hifi[6]는 다항시간으로 문제의 해
를 찾아가는 규칙을 찾지 못해 부득이 메타휴리스틱의 
일종인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Basagni[2], 
Joo et al.[3]과 Du와 Zhang[7]은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
산형 알고리즘의 휴리스틱 다항시간 규칙을 제안하였다. 
Warrier et al.[8]은 분기비용(branch-and-Price, BP)
법을, Warren과 Hicks[9]는 분기한정(branch-and-bound, 
BB)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Afif et al.[10]과 

Luby[11]은 병렬 알고리즘을, Li와 Lateki[12]는 클러스터 
응집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그래프 형태에 모두 적합한 하나의 알고리즘을 
제안하지 못하고, 특정 그래프에 적합한 특화된 다항시간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로, Grzesik et al.[13]은 -free 
그래프에 대해, Liang et al.[14]은 구간(interval)과 원호
(circular-arc) 그래프에 대해, Keil et al.[15]은 
Outerstring 그래프에 대해, Köhler와 Mouatadid[16]

은 공동비교성(cocomparability) 그래프에 대해, 
Brandstädt와 Mosca[17]는 crew-free 그래프에 대해, 
Chen et al.[18]은 트리에 대해, Verhetsel et al.[19]은 간
접 6각형 그물(indirect hex-mesh) 그래프에 대해 알
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MWIS 문제에 대해 다양한 그래프에 모두 
적합한 단일의 다항시간 탐욕 알고리즘이 아직까지는 제
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MWIS 문제에 분산형이 아닌 중앙집중
형 알고리즘으로, 주어진 그래프 망에서 최대 가중치를 
갖는 정점(또는 노드) 쌍을 병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장에서는 MWIS 문제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탐욕 알고리
즘을 널리 알려진 분산형 알고리즘[2]을 고찰하여 본다. 3
장에서는 MWIS의 최적 해를 구할 수 있는 휴리스틱 탐
욕 알고리즘으로 중앙집중형인 최대 가중치 정점 쌍을 
병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무방향 그래
프와 트리의 벤치마킹 데이터들에 대해 제안된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알고리즘 적합성을 검증하여 본다.

Ⅱ. MWIS 문제 정의와 분산형 알고리즘

무선통신망에서 노드(정점)들 간에 송수신되는 메시지
가 충돌 또는 간섭되는 경우를 간선으로 표기한 충돌 그
래프(conflict graph)로 표현하면, 연결되지 않은 정점
들의 집합인 독립집합은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어느 한 시점에서 전송할 수 
있는 최대의 데이터 통신량을 얻기 위해서는 MWIS인 클
러스터를 찾아야만 한다.[3] 

정점 ⋯간선 ⋯과 가중치 
 ⋯를 갖는 무방향 그래프 에서의 
MWIS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1)

subject 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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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IS 문제에 대해 Basagni[2]는 다음과 같은 분산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각 노드 는 보다 큰 가중치를 가진 이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클러스터 우두머리(clusterhead) 
또는 보통의 평범한 노드(ordinary node)인지 여
부에 대한 자신의 임무를 가진다.

 초기에, 근방에서 보다 큰 가중치를 가진 노드만이 
자신의 이웃으로 데이터를 동보통신(broadcast)
할 수 있는  clusterhead(독립 노드)로 결정된다.

 clusterhead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노드 는 보다 
큰 가중치를 갖고 있는 이웃하는 clusterhead의 
클러스터와 결합 여부를 결정한다.

 보통의 노드인 다른 클러스터와 결합하는 것을 가
리키는 메시지를 가진 보다 큰 가중치를 가진 노드
가 없으면 는 clusterhead로 메시지를 보낸다.

Basagni[2]의 MWIS 알고리즘을 그림 1의 8개 노드를 
가진 망에 적용하면 MWIS={4,7,3}으로 가중치 합은 
9+5+2=16의 결과를 얻는다.

그림 1. 예제 망의 MWIS
Fig. 1. MWIS for example network

Basagni[2]의 MWIS 알고리즘은 Step 1에서 모든 노
드들이 인접한 노드들에 가중치를 상호 전송하여  비교
하는 초기 절차를 수행하여 4와 7 노드가 자신의 이웃들 
중에서 가장 큰 가중치를 갖게 됨을 알아 clusterhead를 
선언하는 CH 메시지를 인접한 노드들로 전송한다. 이 결
과 Step 2에서는 {1,5}와 {2,6}은 ordinary node로 결
정되어 JOIN(5,4), JOIN (1,4), JOIN(2,7)과 JOIN(6,7) 
메시지를 전송하여 {4,1,5}, {7,2,6}의 클러스터를 형성한
다. 다음으로, 1과 2 노드는 인접하여 있으므로, 인접한 
클러스터가 병합되어 {4,7}의 clusterhead 집합이 형성
된다. 남아 있는 3과 8 노드는 이후 경쟁하여 3이 
clusterhead로 결정되어, 마지막으로 {4,7,3}의 MWIS
를 얻는다.

Ⅲ. 최대가중치 정점 쌍 병합 알고리즘
MWIS를 얻기 위해 본 장에서는 주어진 망의 최대 가

중치를 갖는 노드(정점) 를 결정하고, 와 이웃하지 않
은 다음으로 최대 가중치를 갖는  노드에 대해 
로 병합하는 단순한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을 최대 가
중치 정점 쌍 병합 알고리즘(maximum weight vertex 
pair merge algorithm, MWVPMA)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Step 1. 단 노드(terminal node) 들을 대상으로 제 
노드(sibling) 간에 결합

Step 2.  최대 가중치 정점 를   ∅가 될 때까
지, 최대 가중치 정점 ∈ 와 결합

Step 3. 최대 가중치 정점 를 MWIS로 결정

제안된 MWVPMA를 그림 1의 예제 망에 적용한 결과
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예제 망의 MWVPMA로 구한 MWIS
Fig. 2. MWIS of MWVPMA for example network

MWVPMA로 구하는 방법은 주어진 망에서 최대 가중
치를 갖는 4 노드(정점)이 인접하지 않은 최대 가중치를 
갖는 7 노드와 병합된다. 다음으로 최대 가중치를 갖는 
14{4,7} 노드가 인접하지 않은 최대 가중치를 갖는 3 노
드와 병합되어 16{4,7,3}을 얻는다. {4,7,3}과 인접하지 
않은 노드(정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결국 주어진 
그래프에서의 MWIS는 16{4,7,3}이 됨을  알 수 있다.

Ⅳ. 알고리즘 적용 및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그림 3의 4개 데이터에 대해 제안된 
MWVPMA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본다. 

(a)의 무방향 그래프-2는 Sariel[20]에서, (b)의 무방향 
그래프-3은 Erciyes et al.[21]에서, (c)의 Tree-1은 
Chen et al.[18]에서, (d)의 Tree-2는 Sariel[20]에서 인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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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directed graph-2

(b) Undirected graph-3

(c) Tree-1

(d) Tree-2

그림 3. 실험 데이터
Fig. 3. Experimental data

그림 3의 데이터들에 대해 MWVPMA로 MWIS를 구
한 결과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4개 데이터 
모두에서 최적 해를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b)의 
무방향 그래프-3은 원 논문에서는 57을 얻었는데 반해, 
MWVPMA는 67로 해를 개선하는 결과도 얻었다.

(a) Undirected graph-2

(b) Undirected graph-3

(c) Tree-1

(d) Tree-2

그림 4. 실험데이터의 MWVPMA로 구한 MWIS
Fig. 4. MWIS of MWVPMA for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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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NP-난제로 알려진 최대 가중치 독립집
합 문제의 해를 다항시간으로 빠르게 해를 구하는 규칙
을 가진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
즘은 주어진 그래프에서 최대 가중치를 갖는 정점 를 
결정하고, 와 이웃하지 않은 최대 가중치를 갖는 
∉ 를 선택하여 로 병합하는 단순한 방법
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무방향 그래프 3개와 트리 2개의 
벤치마킹 실험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모든 그래프에서 
최적 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무방향 그래프-3의 경우 원문에서 제시한 57을 67로 개
선한 결과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그래프 분야에서 적용된 중앙집중
형(전역적, global) 알고리즘으로, 모든 정점(노드)의 통
신량(접속 건수)을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수행되는 방법
으로, 자신과 이웃하는 기지국의 통신량만 알 고 있는 일
반적인 무선통신망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무선통신망에서의 MWIS를 구하는 분산형(지역적, 
local) 알고리즘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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