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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집합 합 문제의 일반화된 감산 알고리즘

A Generalized Subtractive Algorithm for Subset Sum Problem

이상운*

Sang-Un Lee*

요  약  본 논문은 부분집합 합 문제의 해를 수행 복잡도 log으로 얻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SSP는 집합 의 
원소가 초증가수열과 랜덤수열로 구성된 경우로 구분된다. 초증가수열 SSP의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수행 복잡도 
log의 가산 알고리즘 (Additive Algorithm)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랜덤수열 SSP의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의 가능한 모든 경우수를 확인하는 Brute-Force 방법으로 수행 복잡도는  만이 알려져 있다. 결국, SSP는
NP-완전 (NP-Complete) 문제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초증가수열과 랜덤수열 SSP에 대해 수행 복잡도 log으
로 해를 구하는 감산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다. 기존 개념은 목표 값 보다 작은 값으로 구성된 부분집합 에 대해 부분
집합의 합에서 목표값을 뺀 값을 잉여량 (Residual, r)으로 하여 잉여량 보다 작은 값들 중 최대 값을 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다양한 초증가수열과 랜덤수열 SSP에 적용한 결과 의 원소 개수보다 적은 수행
횟수로 해를 빠르게 얻는데 성공하였다. 결국, 제안된 알고리즘은 SSP의 해를 얻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ubset sum problem (SSP) algorithm which takes the time complexity of 
log. The SSP can be classified into either super-increasing sequence or random sequence 
depending on the element of Set . Additive algorithm that runs in log has already been proposed 
to and utilized for the super-increasing sequence SSP, but exhaustive Brute-Force method with time 
complexity of   remains as the only viable algorithm for the random sequence SSP, which is thus 
considered NP-complete. The proposed subtractive algorithm basically selects a subset  comprised of
values lower than target value , then sets the subset sum less the target value as the Residual r, only
to remove from  the maximum value among those lower than . When tested on various 
super-increasing and random sequence SSPs, the algorithm has obtained optimal solutions running less 
than the cardinality of . It can therefore be used as a general algorithm for the 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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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부분집합 합 문제(subset sum problem, SSP)는 계
산 복잡도 이론과 암호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
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이다. SSP는 유한 집합 
 ⋯ ⊂ 과 목표 값 ∈이 주어졌을 때 
 ′ ⊆ 의 원소들의 합이 목표 값 가 되는  ′를 찾는 문
제로 식 (1)과 같이 표현된다.[1]

     

                ′ ⊂     ∈ ′  (1)

SSP는 이득(profit, )과 가중치(weights, )가 모
두 동일한 물품 ⋯ 을 용량 를 가진 배낭
(knapsack)에 넣는 문제와 같은 개념으로, 일반적인 배
낭문제(knapsack problem)의 특수한 경우로 다루고 
있으며, 식 (2)로 표현된다.[2]

 
 





such that 
 



 ≤ ∈        (2)

여기서, 는 번째 물품을 배낭에 넣을 경우 , 넣지 않
을 경우 이 된다.

SSP는 의 원소들이 초 증가수열(superincreasing 
sequence)인 경우와 랜덤수열(random sequence 또
는 non-superincreasing sequence)인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초 증가수열은 양의 정수(positive integer) 수
열 ⋯ 의 모든 원소 가 자신보다 이전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의 합 
 

  

보다 큰 경우로  
 

  

로 표현

된다. 초 증가수열에 대한 SSP는 암호학 분야에서 암호
키(private key)로, 랜덤수열은 공개키(public key)로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Merkle-Hellman 알고리즘이다.[3-5] 초 증가수열에 대
한 부분집합의 합이 목표 값 가 되는 는 욕심쟁이 알고
리즘(greedy algorithm)으로   수행 복잡도로 빠르
게 찾는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6-9] 이 방법을 선택 알고
리즘(selective or additive algorithm)이라 하자. 그러
나 랜덤수열인 경우는 NP-완전(NP-complete, NPC) 
문제로 가능한 모든 조합의 경우 수  를 나열하여 
찾는 수행 복잡도  의 전수탐색 법(brute-force, 
exhaustive search) 또는 분기한정(branch-and-bound)

법인 정확한 알고리즘(exact algorithm)[8,10,11]이 있다. 
만약, 전수탐색 법을 적용할 경우  인 경우 
×회를 수행하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으며 이는 컴퓨터를 활용하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논문은 SSP의 초 증가수열과 랜덤수열 모두에 적
용할 수 있는 수행 복잡도 log의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만약 주어진 의 원소들이 초 증가수열 또는 오름
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행 복잡도가 
으로 선택 알고리즘과 동일하다. 그러나 랜덤하게 배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름차순 정렬에 log의 수행
시간이 필요하여 일반적으로 log의 수행 복잡도가 
요구된다. 결국, 전수탐색법의 수행 복잡도  을 
log으로 현저히 감소시킨 결과를 얻었다.  
인 경우 ×회를 회로 감소시킬 수 있다.

2장에서는 SSP 관련연구와 문제점을 고찰한다. 3장에
서는 SSP의 해(solution)를 빠르게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다양한 SSP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의 적용성을 검증한다.

Ⅱ. 관련연구와 문제점

NPC 문제는 빠른 해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 가
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문제의 크기가 커질수록 현재 
알려진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
는 시간은 매우 빠르게 증가한다. 그 결과, 제법 큰 문제
를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현재의 컴퓨터를 활용하더라
도 수백 또는 수천 년이 걸린다. 결국, 이들 문제를 빠르
게 풀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오늘날 컴퓨터과
학 분야에서 주요한 미해결 문제들 중 하나로 남아 있
다.[10]

SSP도 NPC 문제들 중 하나로, 해를 얻는 정확한 방
법인 전수탐색 법으로 의 개의 원소에 대해 가능한 모
든 경우를 나열하면  개의 경우수가 존재한다. 결
국,  회를 확인해야 최적 해를 얻을 수 있다.[11] 예
로, 다음의 

[11]에 대해  ′의 가능한 경우 수 
  을 나열하여 각 부분집합의 합이 가 되는지 
검증해야 해를 찾을 수 있다. 참고로 의  해는 존재
하지 않는다.

  :  {2,7,13,15,1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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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7}=7, {13}=13, {15}=15, {17}=17, {2,7}=9, 
{2,13}=15, {2,15}=17, {2,17}=19, {7,13}=20, {7,15} 
=22, {7,17}=24, {13,15}=28, {13,17}=30, {15,17}=32, 
{2,7,13}=22, {2,7,15}=24, {2,7,17}=26, {2,13,15}=30, 
{2,13,17}=32, {2,15,17}=34, {7,13,15}=35, {7,13,17} 
=37, {7,15,17}=39, {13,15,17}=45, {2,7,13,15}=37, 
{2, 7,13,17}=39, {2,7,15,17}=41, {2,13,15,17}=47, 
{7,13, 15,17}=52, {2,7,13,15,17}=54}

결국, 정확한 알고리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 큰 경
우, 컴퓨터를 활용하여도  의 가능한 경우수를 검증
하는데 과다한 시간이 요구되어 암호학 분야에 적용할 
수 없다.

만약, 의 개의 원소가 와 같이 초 증가수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산 또는 선택(additive or 
selective) 알고리즘으로 회만 수행하면 쉽게 해를 얻
는다. 가산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6-9,11]

(1)  인 값은 배낭에 넣을 수 없으므로 제외시킨다.
(2) 남아 있는  ≤ 인 값들에 대해 배낭의 여유분 

보다 작은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하여 배
낭에 넣고, 배낭의 여유분을 계산한다. 이 과정을 
배낭의 여유분이 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
한다.


[7]에 가산 알고리즘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2,5,13,21,42,84,168,336,672,1344}
 889

 ′  
 



 추가

초기치 ∅  889 672

알고
리즘 수행

{672} 889-672=217 168
{672,168} 217-168=49  42

{672,168,42} 49-42=7   5
{672,168,42,5} 7-5=2   2

{672,168,42,5,2} 2-2=0 -

결국, 초 증가수열을 사용하면, 암호화된 메시지를 수
신하였을 때, SSP를 적용하여 이 메시지를 쉽게 복호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제3
자가 동일한 기법을 적용하여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11,12] 결국, SSP를 암호학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초 증가수열이 아닌 랜덤수열 SSP로 개인키를 만들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랜덤수열 SSP 문제를 빠
르고 간단히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절실히 요구된다.

Ⅲ. SSP의 일반화된 감산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초 증가수열 뿐만 아니라 랜덤수열의 
SSP에 대해서도 해를 빠르게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Yasinsac[6], Merkel과 Hellman[7]

와 Nacin[11]에서 거론된 가산 알고리즘과 반대 개념으로 
감산 알고리즘(delete, subtractive, or reverse-selective  
algorithm)이라 하자. 감산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개념은 
초 증가수열에 대해서는 그림 1과 같이 간단히 수행된다. 
여기서 max는  ′ 집합 원소들 중 최대치를  가진 원소
이다.

Do until 
  



   


  



   계산.

if 
 



    ′  then   삭제, exit

else if 
 



   max ′  then max ′ 삭제

else if 
 



   max ′  then 
 



   이하  

값들 중 최대치 삭제
Loop

그림 1. SSP 감산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
Fig. 1. Basic Concept of Subtractive SSP Algorithm

에 대해 감산 알고리즘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가산 알고리즘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2,5,13,21,42,84,168,336,672,1344}, 
        889

 ′ 




   삭제

{2,5,13,21,42,84,168,336,672} 454 336

{2,5,13,21,42,84,168,672} 118  84
{2,5,13,21,42,168,672}  34  21

{2,5,13,42,168,672}  13  13
{2,5,42,168,672}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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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랜덤수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감산 알고리즘
이 적용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따라서 랜덤수열
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SSP 알고리즘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감
산 알고리즘을 확장하여 그림 2와 같이 일반적인 SSP 감
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알고리즘은 목표 값 를 만
족하는 부분집합  ′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반하
고 있다.

그림 2. 일반화된 SSP 감산 알고리즘
Fig. 2. Generalized SSP Subtractive Algorithm

제안된 감산 알고리즘의 수행 복잡도는  집합의 원
소들을 오름차순 정렬하는데  log, 를 만족하는 
부분집합 합을 찾는데 으로 결국  log의 수행
시간으로 수행되며, 초 증가수열과 랜덤수열 모두에서 
해를 찾을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어 단순하면서도 빠른 
장점을 갖고 있다.

Ⅳ. 알고리즘 적용 및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그림 3의 다양한 SSP를 대상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이 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 검증해본다. 실
험에 적용되는 데이터는 은 Blair[13], 와 는 
Pope[14], 는 Yasinsac[6], 은 Fee[15], 은 
Dogar et al.[16], 은 Umans[17], 은 Bakker[18], 
은 James et al.[19], 는 Nacin[11], 은 
Moffat[20]에서 인용되었다.

[초증가수열]
   {1,3,6,14,27,60,150,300,650,1400},  836
   {1,3,5,11,21,44,87,173,349,701},  157
   {3,5,9,18,38,75,155,312},  178
   {76,103,225,464,906,1798,3587,7234,14425, 

28916,57748,115573,231098,462180,924405,184
8749},  1,679,661

[랜덤수열]
   {40,45,50,55,80},  140
   {1,7,28,3,2,5,9,32,41,11,8},  30
   {43,129,215,473,903,302,561,1079,697,    1523}, 

 3,145
   {575,436,1586,1921,5690,721,1183,1570, 1344}, 

 6,665
   {1.56,1.21,1.02,0.99,0.73,0.65},  4±0.05
   {181,543,905,1810,3620,7240,3641,7242}, 

 10,136
   {34,38,39,43,55,66,67,84,85,91,101,117,128, 

138,165,168,182,184,186,234,238,241,276,279,2
88,386,387,388,389},  1,000

그림 3. SSP 실험 데이터
Fig. 3. Experimental Data for 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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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초증가수열 SSP의 해
Fig. 4. The Solution of Superincreasing Sequence SSPs 그림 5. 랜덤 수열 SSP의 해

Fig. 5. The Solution of Random Sequence SSPs

제안된 감산 알고리즘은 표 1과 같이 원소 개수가 5 
~ 29개인 집합 에 대해 감산을 최소 1회, 최대 6회 수
행으로 해  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결국, SSP에 대해 감산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해를 구하면 잔수탐색 법보다 수행
횟수를 평균 98.85%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표 1 SSP의 알고리즘 수행 횟수 비교
Table 1. The Number of Trials for SSP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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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은 초 증가수열과 랜덤수열 등 주어진 집합 
의 원소 수열에 상관없이 의 부분집합  ′의 합이 목표 
값 를 만족하는  ′를 찾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알고리즘은 목표 값 가 허용오차(tolerance)를 가
진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부분집합의 합에서 목표 값을 뺀 

잉여량  
  



 값을 기준으로 하여  ′에서 원하는 

값을 빼거나 더하는 과정을 거쳐 단순히 해를 구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의 원소 개수보다 작은 횟수로 해
를 빠르게 구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단지 수행 복잡도  log으로 SSP의 해
를 빠르게 도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증명되었다. 결
국, 본 알고리즘은 SSP의 해를 도출하는 일반적인 알고
리즘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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