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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분할 문제는 각각의 가중치가 주어진 에지와 노드를 정해진 목적에 맞게 몇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

는 휴리스틱 방법으로 해결되어져 왔으나, NP-hard 문제로 인한 지역 최적해에 빠지기 쉬운 단점을 갖는다. 유전자 알고리즘이 

해결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초기의 모집단 메모리(population memory)를 이용하여 적은 

크기의 모집단을 생성하고 외부메모리에 최적해들을 저장하고 있어 GA의 효율성을 높이며, 다수의 지역 최적해에 빠지지 않게 

하며 수렴 속도를 향상시키는 마이크로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μ-GA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들의 가중치를 비교

적 동일하게 하는 GPP를 해결하고자 한다.

키워드: 그래프 분할(graph partition), 마이크로 유전자 알고리즘(micro genetic algorithm)

I. 서론

그래프 분할 문제는 전산과학 분야의 대표적 어려운 문제인 

NP-hard 문제군에 속한다[1]. 현재까지 그래프 이분할 문제에 유

전자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푸는 방법과 기존의 다중 분할의 문제

점을 개선하여 좀 더 효율적인 다중 분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

들이 진행되었다. 그래프 분할 문제(graph partition problem)는 

무방향그래프(undirected graph)의 각 에지(edge)별 가중치 및 노

드(node)별 가중치가 주어져 있을 때, 정해진 목적에 가장 부합하

도록 노드를 몇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문제이다. 분할된 노드의 

그룹을 클러스터(cluster)라고 부르며 클러스터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제약이 주어진다. 
이러한 그래프 분할 문제(GPP)는 반도체 레이아웃과 네트워

크 배치, 행렬 계산 시간 단축, 프로세서들의 스케줄링 및 클러

스터링(clustering), VLSI 설계 등 다양한 문제에 응용될 수 

있고, 조합최적화(combinatorial optimization) 분야의 대표적 

문제 중 하나라는 이론적 중요성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3]. 특히 최근에는 통신네트워크의 설계와 관련한 응용 예

도 많이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GPP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공

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 그래프 분할 후에 에지의 연결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

다. 이것은 전체적인 연결의 변화가 생기면 안되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로 분할된 그래프 사이의 에지의 수는 특정 개수를 

넘을 수 없다. 여러 목적과 조건으로 인하여 그래프의 분할된 

집단 사이의 에지 개수가 너무 많으면 관로나 혹은 공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분할된 그래프를 연

결하는 에지의 비용(cost)은 낮아야 한다. 이것은 중요한 에지

들이 분할되는 구역에 들어가면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GPP의 유형으로는 clustering 문제, -cut 문제, multiterminal 

cut 문제, multicut 문제, sparsest cut 문제, 네트워크 공격문제, 
네트워크 단절문제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들의 가중치를 비교적 동일하게 하는 

GPP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소수의 모집단으로 진화시켜 단

순 유전자 알고리즘보다 수렴 속도 효율이 좋은 마이크로 유전

자 알고리즘(micro genetic algorithm)을 적용하여 다수의 지

역 최적해에 빠지지 않게 하며 수렴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GPP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3

장에서 기존 연구 방법 및 일반적인 유전자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 GPP를 위해 제안된 μ-GA에 대해서 설명하

고, 5장에서는 결론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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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1. 문제 정의

본 절에서는 일반적인 그래프의 분할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

하기로 한다[3].
무향 그래프 G=(V,E) (V:노드들의 집합, E:에지들의 집합)는 

n개의 노드를 갖고 있으며, 각 노드에는 가중치 wi

( 0 <wi≤p, i=1,⋯,n, p> 0)를 갖고 있다. 노드 i, j간

의 cost는 두 노드들의 가중치의 합을 의미한다.

c ij=wi+wj, i,j=1,⋯,n .

k를 자연수라고 할 때, k-way partition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
k

i= 1
Vi=V, V i∩V j=∅, i,j= 1,⋯k,i /= j  

일 때, 

∑
a∈V i, b /∈V i

c ab≤p, i= 1,⋯,k

를 만족하는 V i(i=1,⋯,k)로 분할하는데, 이때

f= ∑
k

i= 1
∑

a∈V i, b /∈V i

c ab

를 최소화하는 문제로 정리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그래프가 3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표현한다. 선의 

두께는 에지의 비용을 표현한다. 나누어진 그래프를 연결하는 에

지의 비용은 나누어진 그래프 안에 포함된 에지의 비용보다 낮다. 
즉, 그래프를 연결하는 에지의 비용을 최소로 하는 문제이다[7].

그림 1.  문제 정의

Fig. 1. Problem definition 

2. 기존 연구

그래프 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방법들이 사용

되어져 왔다. Jones and Beltramo[5]가 제안한 greedy algorithm
에서의 PMX 연산자가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ST(strict 
transmission) 연산자가 있다.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은 자연의 진화와 적자생존

의 원리를 이용해 만든 알고리즘이다. 자연에서는 같은 종류 사이

에도 우성의 특성과 열성의 특성을 가진 개체가 있고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진화하고 발전한다. 먼저 초기 집단을 구성한다. 이 

집단은 진화원리를 모방한 유전 연산자에 의해 점진적으로 개선되

어 진다. 집단에서의 구성원인 각 개체의 우수성은 적합도(fitness) 
함수에 의해 계량화 된다. 유전자 알고리즘(GA)에서는 적합도가 

큰 개체들을 선택하고 이들 개체들 간에 유전정보가 교환되어 다

음 세대의 집단이 형성된다.
GA은 최소화 및 최대화문제의 휴리스틱 해를 얻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Procedure GA;
Begin

initialize population P(0);
evaluation P(0);
t=1;
repeat

select P(t) from P(t-1);
crossover P(t);
mulate P(t);
evaluate P(t);

until (termination condition);
End.

그림 2. 단순 유전자 알고리즘

Fig. 2. Simple genetic algorithm 

그림 2와 같이 GA에서 임의의 해들로 초기 모집단을 구성하고, 
교배나 돌연변이와 같은 유전 연산을 수행한다. 유전 연산은 해들

을 교배시켜 더 나은 해를 탐색하게 하고, 돌연변이를 통하여 탐색 

공간이 지역적인 공간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새로

운 해를 얻고, 기존의 해와 새롭게 얻은 해들 중 우수한 해들로 

다시 모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 모집단으로부터 반복

적인 수행을 통해 좋은 해로 수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GA의 기

본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과정은 GA이 최적 해와 근사한 해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III. 본론

1. 제안된 마이크로 유전자 알고리즘 적용

1.1 마이크로 유전자 알고리즘

GA은 많은 개체를 운용할수록 최적값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체 수만큼의 연산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부담을 해결하기 위

하여 Krishnakumar[6]는 매우 작은 집단을 운용하는 마이크로 유

전자 알고리즘(micro-genetic algorithm)을 제안하였다. 또한 적

은 디자인 변수를 갖고 있는 문제에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며 단순 

유전자 알고리즘에 비해 더욱 단순한 유전 연산을 사용하므로 유

전자 알고리즘에서와 같은 까다로운 매개변수(돌연변이 확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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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피할 수 있으며 적은 수의 개체를 사용하므로 개체 수 증가

에 따른 해석시간을 줄일 수 있다. μ-GA에서 채용하고 있는 엘리

트 보존전략은 집단 중에서 가장 적응도가 높은 개체를 그대로 다

음 세대로 남기는 방법이다. a를 N세대까지 가장 좋은 개체라고 

가정한다. 만일, 새로운 세대 N+1세대에서 a가 존재하지 않는다

면 N+1세대에서 가장 낮은 적응도를 가진 염색체와 교체하는 전

략이다. 이 방법은 가장 좋은 해가 교차나 돌연변이에 의해서 파괴

되지 않음으로 좋은 유전자의 확률적 손실을 방지해 줄 수 있다.

1.2 μ-GA 적용

1.2.1 μ-GA

그림 3. 마이크로 유전자 알고리즘 흐름도

Fig. 3. Micro genetic algorithm flowchart 

μ-GA은 초기의 모집단 메모리(population memory)를 이용하

여 적은 크기의 모집단을 생성하고 외부메모리에 최적해들을 저장

하고 있어 GA의 효율성을 높이며, 다수의 지역 최적해에 빠지지 

않게 하며 수렴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8]. 
μ-GA의 흐름도는 그림 3과 같다.

1.2.2 유전자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유전자는 그래프(G)에서 분할된 클러스

터의 수를 3개로 구성하였다.

V4

V6

V9

V1

V5

V2

V3

V7

V8

Cluster 1

Cluster 3

Cluster 2

그림 4. 임의의 그래프 G

Fig. 4. Random of Graph, G

그림 5는 그림 4의 임의의 그래프 G를 유전자로 나타낸 것이

다. (V1, V4, V7) 노드의 경우 클러스터 1에 포함되므로 1으로 

나타나고, (V2, V5, V8) 노드의 경우는 클러스터 2에, (V3, V6, 
V9) 노드의 경우는 클러스터 3에 각각 나타난다. 

1 2 31 2 31 2 3

V1 V2 V3 V4 V5 V6 V7 V8 V9

그림 5. 유전자 구성

Fig. 5. Genetic organization

1.2.3 선택 연산

선택 연산은 이전 세대에서 우성의 성질을 갖는 개체들을 선택

하여 그 특성들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교차 연산과 

돌연변이 연산이 선택 연산에 의해 선택된 스트링으로 새로운 개

체들을 조합하기 때문에 선택 연산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 연산은 우성과 열성간의 선택 기준이 되는 Fitness 

함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선택 연산을 위해서는 각 개

체의 선택 연산에 의해 선택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확률값( )을 

계산해야 한다. 가 k번째 스트링의 fitness 값을 가리키고, 한 

세대 내의 전체 스트링의 수를 L이라고 하면,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이 때 가 크면 우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4]. 그리

고 이 값은 각 개체의 우열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이러한 값들

로 다음 세대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스트링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Roluette Wheel 방법을 사용한다.
제한한 GPP를 위한 Fitness Function 는 클러스터에 대한 

총 차이의 합


  




  



  단 ≠ 

에 대한 역수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다.

 


  




  



 


단 ≠ 

1.2.4 교차 연산 및 돌연변이 연산

본 논문에서는 교차 연산자와 돌연변이 연산자로 이점 교차 연

산자와 단일점 돌연변이 연산자를 이용한다.
이점 교차 연산자는 두 개의 부모 유전자에서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하여 두 점 사이의 염색체를 교환하는 것으로 그림 6과 같다.
단일점 돌연변이 연산자는 한 개의 부모 유전자에서 임의의 한 

점을 선택하여, 그 염색체가 k라면 k-1로 변환하는 방법이며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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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1 2 31 2 3

V1 V2 V3 V4 V5 V6 V7 V8 V9

1 2 31 2 31 2 3

1 2 31 2 31 2 3

그림 6. 이점 교차 연산자

Fig. 6. Two point cross operator 

1 2 31 2 31 2 3

V1 V2 V3 V4 V5 V6 V7 V8 V9

1 2 31 3 21 2 3

그림 7. 단일점 돌연변이 연산자

Fig. 7. One point mutation  operator 

IV. 결론

반도체 레이아웃과 네트워크 배치, 행렬 계산 시간 단축, 프로

세서들의 스케줄링 및 클러스터링(clustering), VLSI 설계 등 다

양한 문제에 응용되는그래프 분할 문제(graph partition problem)
는 무방향그래프(undirected graph)의 각 에지(edge)별 가중치 및 

노드(node)별 가중치가 주어져 있을 때, 정해진 목적에 가장 부합

하도록 노드를 몇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문제이다. 분할된 노드

의 그룹을 클러스터(cluster)라고 부르며 클러스터는 일정한 조건

을 만족하도록 제약이 주어진다. 이 문제는 휴리스틱 방법으로 해

결되어져 왔으나, NP-hard 문제로 인한 지역 최적해에 빠지기 쉬

운 단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의 모집단 메모리(population memory)를 

이용하여 적은 크기의 모집단을 생성하고 외부메모리에 최적해들

을 저장하고 있어 GA의 효율성을 높이며, 다수의 지역 최적해에 

빠지지 않게 하며 수렴 속도를 향상시키는 마이크로 유전자 알고

리즘을 적용하였다.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평가함수 적합도를 확인하고, 유전자 

알고리즘에서의 스트링의 우열 판명은 다음 세대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택연산에 있어서 보다 나은 평가 방법의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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