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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정형 검증 분야에서 상태 폭발 문제를 극복하기 해 만족가능성(Satisfiability) 처리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만족가

능성 처리기를 사용하려면 상을 CNF 식으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진 기수 제약 조건은 시스템을 CNF 식으로 변환하기 해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그러나 이진 기수 제약 조건은 이진 변수들의 집합을 다루기 때문에 이진 변수들의 순서 정보는 변환할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진 변수의 시 스에서 길이가 인 서 시 스 추출 문제에 한 CNF 변환 방법을 제안한다. 한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이 순서정보를 

고려치 않고 용한 변환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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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 the field of model checking, to overcome the state explosion problem, the method of using a SAT-solver is mainly 

researched. To use a SAT-solver, the system to be verified is translated into CNF and the Boolean cardinality constraint is widely used 

in translating the system into CNF. In BCC it is dealt with set of boolean variables, but there is no translating method of the sequence 

among Boolean variables. In this paper, we propose methods for translating the problem, which is extracting a subsequence with length   

from a sequence of Boolean variables, into CNF formulas. Through experimental results, we show that our method is more efficient than 

using only B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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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유비쿼터스 환경  분산 환경에서 개발되는 소 트웨어 

 하드웨어의 오류는 그 효과가 막 하기 때문에 철

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시스템을 철 히 검증하는 방법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모델검증[1]이다. 그런데 최근 모델

검증 분야에서 상태폭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명제 논리 

만족가능성 처리기를 사용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논리식의 만

족가능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60년 에 소개되었으나[2] 

만족가능성 처리기의 성능은 최근 10년 동안에 속히 발

했다[3, 4, 5]. 따라서 인공 지능 분야의 자동 계획 수립[6]이나 

하드웨어  소 트웨어 검증[7, 8], 그리고 퍼즐 풀이[9] 등의 

여러 분야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 만족가능성 처리기

 ※  본 연구는 경기도의 경기도지역 력연구센터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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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문제를 만족가능성 처리기로 다루

기 해서는 해당 문제를 CNF(Conjunctive Normal From) 

형태의 명제 논리식으로 변환해야 한다. CNF는 (Clause)

들의 논리곱으로 이루어진 식이고 은 리터럴들의 논리합

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리터럴은 원소 명제 혹은 원소 명제

의 부정을 의미한다. 다음은 CNF 식 에 한 구문을 BNF

로 나타낸 것이다. 아래에서 는 을 나타내고 은 리터

럴, 는 원소 명제를 표한다.

     ∧
    ∨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한번에 CNF 식으로 

변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하나의 문제는 여러 개

의 더 작은 문제로 나 어서 변환한다. 그  빈번하게 사용

되는 문제 패턴이 “개에서 인 된 ≤개 선택”하는 이진 

기수 제약 조건이다[10, 11]. [8]에서는 모델 검증을 만족가능

성 문제로 간주하고, 루 에 한 CNF 변환에 이진 기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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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미지 복원 문제 : (a) 네 방향 이산 단층 촬  (b) 

일본 퍼즐

(그림 2) 서 시 스

약 조건을 사용했다. 그리고 [9]에서는 수도쿠 퍼즐 풀이를 

만족가능성 문제로 간주하고 문제를 CNF로 변환하는데 이

진 기수 제약조건을 사용했다. 한 [10]에서는 이산 단층촬

의 이미지 복원 문제를 만족가능성 문제로 간주했다. 

(그림 1)의 (a)는 가로, 세로, 그리고 양쪽 각선의 4방향

에서 X-선을 투 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복

원하는 이다. [10]에서는 이 문제를 CNF로 변환하기 해

서 각 블록을 하나의 이진 변수로 표 된다. 그런 후 4 방

향에 해서 이진 기수 제약 조건을 용하면 문제에 한 

CNF 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림 1)의 (b)와 같이 일

본 퍼즐[13, 14]형태의 이미지 복원 문제가 주어진다면, 연속

되는 블록에 한 정보를 표 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들 간

의 순서 정보도 CNF 식으로 표 되어야 한다. 즉, 주어진 

이진 변수의 시 스에서 서 시 스를 추출하는 문제가 된

다. 시 스와 서 시 스는 산학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이에 한 CNF 변환은 우리가 아는 한 아직까

지 연구된 이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서 시 스 제약 조건에 한 개념과 CNF 

변환 방법을 제안한다. 한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이 더 

작은 크기의 CNF 식을 만들고, 더 빠르게 처리됨을 보인다. 

특히 무작  데이터  30×30의 경우 이진 제약 조건만을 

사용했을 때는 처리시간이 179 가 넘었는데, 서 시 스를 

사용했을 때는 0.5  미만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

본 퍼즐 문제  25×25에서는 79배의 속도 향상이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진 변수의 

서 시 스를 CNF로 변환하는 방법에 해서 설명한다. 3

장에서는 이  문헌에서 소개된 효율 인 이진 기수 제약조

건들[10, 11]을 서 시 스 추출에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

고,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이고, 5장에서 결론 맺는다. 

2. 서 시 스의 CNF 변환

본 논문에서 다루는 서 시 스 추출은 순서 있는 개의 

이진 변수 에 서로 인 한 개를 선택하는 것이다. 시 스 

에서 길이가 인 서 시 스  ′을 추출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시 스 〈    〉

가 있다고 하자. 길이가 2인 서 시 스 들을 나열하면 〈 〉, 

〈 〉, 〈 〉, 〈 〉 4개의 서 시 스들이 존재한다. 

즉 체 시 스의 길이가 이고 서 시 스의 길이가 라

면 개의 서 시 스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제 서 시 스 추출을 CNF로 변환한다면, 직 으로 

생각해 볼 때, (그림 2)의 (a)와 같이 ∧, ∧, 

∧, ∧   정확하게 하나만 참인 것으로 나타내

면 된다. 이것을 CNF로 변환하면 아래 식 (1)과 같다. 여기

서 ∙는 이진 변수의 집합을 받아서 해당 집합에

서 정확하게 하나의 변수만 참이 되는 조건을 CNF로 변환

한 식을 돌려주는 함수이다. 이때 개의 보조변수와 

개의 이 필요하다. 여기서 는 보조변

수        정확히 하나만 참이라는 조건을 표

하는데 사용된 의 수이다. 

  

   

∧  






⇔
  

   

∧ 







∧      (1)

그러나 ∧∧∧∧의 경우 ∧가 참 이

므로 의 식 (1)은 만족하지만, 가 참이므로 모두 연속한 

서 시 스도 아니고, 서 시 스의 개수도 2가 아니다. 이

때, 추출되는 변수의 개수는 2 이하라는 제약 조건을 추가

하면 CNF 변환을 완성할 수 있다. 개의 이진 변수 에 

개 이하가 참이라는 것의 일반 인 변환 방법은 크기가 

인 의 모든 부분 집합  ′  ′ 


에 해서, 아

래 식으로 표 된다.

  

 
 
∧

  

   

∨ ∈ ′
(2)

의 방법이 정 인 근법이라면, 그림 2의 (b)와 같

이 만일 이 참일 경우 과 는 결코 선택될 수 없다고 

제한하는 부정 인 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 

∧∧로 표 될 수 있고 다른 모든 변수에 해서 

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

⇒∧

⇒∧

⇒∧

⇒∧∧

와 같은 방법으로 식을 일반화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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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항 표 을 한 이진 트리

개의 이 요구되고, 아래와 같다.

  

  

∧
    



∧  ∨  (3)

그러나  식의 모든 변수가 거짓이라도 식 (3)은 만족된

다. 왜냐하면 거짓이 되는 변수만을 표 을 뿐 참인 변수는 

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출된 변수의 수는 2 

이상이라는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 개의 이진 변수 에 

개 이상이 참이라는 제약사항의 일반 인 변환 방법은 크기

가 인 의 모든 부분 집합  ′′  ′′ 


에 해서, 아

래 식으로 표 할 수 있다.

  

 
 
∧

  

 

∨ ∈ ′′
(4)

정리하면, 길이가 인 시 스 〈   〉에서 길이가 

인 서 시 스를 CNF로 인코딩하는 직 인 방법은 

∧와 ∧의 두 가지가 있다. 

3. 효율 인 이진기수 제약 조건을 사용한 서

시 스의 CNF 변환

효율 인 인코딩 방법은 두 가지 기 으로 정리될 수 있

다. 즉, 만족가능성 검사기의 처리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인코

딩 방법과 인코딩된 CNF 식의 길이가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짧은 식이 경우에 따라서 만족가능성 검사기의 

속도를 하시킬 수도 있지만, 일반 인 경우 식의 길이가 

짧으면 처리 시간 한 짧다. 이번 장에서는 이진 기수 제

약 조건을 효율 으로 변환하는 두 방법을 용해서 서 시

스를 추출하는 인코딩 방법에 해서 제안한다. 

3.1 이진 트리구조를 이용한 변환 

이진 변수의 집합    에서 참인 변수의 수를 

단항 표 으로 나타내려면 5개의 보조 변수가 필요하다. 추

가 인 보조 변수의 집합을    라고 하자. 만일 

에서 참인 변수가 와   둘뿐이라면 집합 에 의한 단항 

표 은 ∧∧∧∧가 된다. 따라서 이진 변수 

  로 정수 ≤≤을 나타낼 때, 단항 표 을 사용

하면 ∧∧∧ ∧∧이 된다. 이진 변수의 집합 

   으로 범   ≤≤의 단항 표 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 
    



∧  (5)

[10]은 트리 구조와 단항 표 을 사용해서 길이가 인 집

합 에서 부분 집합  ′을 선택하는 방법을 인코딩했다. (그

림 3-(a))를 보면, 트리의 비 단말 노드에 보조 변수 와 

  그리고 가 각각 배정되고 루트 노드에는 를 

배정하고 트리의 단말 노드에 의 원소가 하나씩 배정된다. 

따라서 모든 노드들은 각자 자신의 하  트리에서 선택된 

개수의 합을 나타내는 단항 표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의 에서처럼 참인 변수가   뿐이라면, 각 간 노드

의 변수들은 한 개씩 선택됨을 나타내기 해 각각 ∧  

와 ∧  그리고 ∧∧가 되어야 한다. 

결론 으로 이진 트리 구조를 이용해서 조건 ≤ ′≤

을 표 하기 해서는 (그림 3-(b))와 같이 먼  체 원소

의 집합    에 한 이진 트리를 만들어야 한다. 

앞의 에서처럼 이 트리의 각 단말 노드에는 의 원소가 

하나씩 배정된다. 그리고 트리의 모든 비 단말 노드에는 해

당 자식 노드들의 합을 단항 표 으로 나타내기 한 추가

인 보조변수의 집합이 배정된다. 마지막으로 루트 노드에

는 에서 참인 변수의 합을 표 하기 한 보조변수 

   가 배정된다. 한 트리의 균형을 맞추기 해

서 루트의 왼쪽 자식 노드에는 ⌊

⌋개의 이진 변수를, 오

른쪽 자식 노드에는 ⌊

⌋개의 이진 변수를 배정한다. 

따라서 (그림 3-(b))에서 ⌊

⌋이고 ⌊


⌋이

며   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모든 서  트리에 재

귀 으로 용해서 체 트리를 완성할 수 있다.

이진 트리에서 임의의 비 단말 노드에 이진 변수 집합 

   가 배정되고 그의 왼쪽과 오른쪽 자식 노드에

는 각각    와    가 배정되었다고 하

자. 이들 간의 계는 다음과 같이 CNF로 변환된다. 아래에

서       이고   
  

 
  이다.

  



∧  
  



∧ ∧⇒  ∧   ⇒  ∨  (6)

모든 비 단말 노드에 해서 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면 

체 트리 구조를 표 한 CNF 식을 얻게 된다. 따라서 조

건 ≤ ′≤을 변환하는 것은 (3)과 (4)의 논리곱으로 나

타낼 수 있다. 이진 트리를 이용한 변환에는   개의 

추가 변수들과  개의 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림 3-(a)

의 트리 구조를 이용하면 (3)과 같은 의미의 식을 보다 간

단하게 ⇒ ∧⇒ ∧⇒ 로 나타낼 수 있

다. 왜냐하면 은 ∧∧를 함축하고 는 

∧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트리구조를 이용하

는 방법을 일반화 하면 아래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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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순차 계수기

  

  

∧
∈  
∧  ⇒

 (7)

여기서     ≤≤을 의미한다. 여기

서 함수 는 두 단말노드의 노드번호를 받아서 두 노드

의 최소 공통 조상 노드의 노드 번호를 돌려주는 함수이다. 

최소 공통 조상 노드는 두 노드의 공통 조상이면서 깊이가 

가장 깊은 노드이다. 한 는 비 단말 노드의 노드 

번호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노드의 오른쪽 자식 노드의 노

드 번호를 돌려주는 함수이다. 따라서 
은 의 오른쪽 

자식 노드에 첫 번째 배정된 변수를 의미한다. 이진 트리를 

이용한 변환은 ∧∧로 완성된다. 이러한 변환 방식

은 트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개의 

이 사용된다. 

3.2 순차 계수기를 이용한 변환 

본 에서는 순차 계수기를 사용하는 변환 방법을 설명한

다. 순차 계수기는 (그림 4)과 같이 이진 입력 변수   

을 차례로 더해서 그 합을 단항 표 으로 나타낸다. 그런데 

이 서킷에서 계산할 수 있는 최 값은 이 된다. 이것은 

번째 부분합  
  



를   의 단항 표 으로 나타

내는 서킷이다. 따라서 덧셈을 해서 ×  개의 추가

인 이진 변수가 필요하다[11]. 

조건  ′≤  를 의미하는 (그림 4)의 순차 계수기를 

CNF 논리식으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


for ≤

   

for 

   ∨   ⇔


   for ≤

      ∧   ∨  ⇔


   ⇒  

 ⇒  

(8)

[11]에서는 의 서킷을 CNF로 변환하기 해서 (a), (b), 

(c)의 논리식에 함축(⇒)기호를 사용했었다. 이러한 방법은 

이진 변수들의 합이 최 한 라는 것, 즉 조건  ′≤에 

한 변환을 최 화 할 수 있다. 그러나 함축 기호 신에 

동등(⇔)기호를 사용하면, ∧함으로써 은 수를 유

지하면서도 조건 ≤ ′≤을 표 할 수 있다. 아래 식 (9)

는 ≤ ′  부분이다.

∨∨  ∨∧    (9)

식 (8)은 변수로 입력 변수들의 진  값을 제약할 수 있

다. 따라서 각각의 입력변수에 해서 식 (3)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면 아래의 식 (10)과 같다. 이식은 추가 인 변수 없이 

개의 로 표 된다. 따라서 ∧∧함으로써 

시 스 에서 길이가 인 서 시 스를 얻을 수 있다.

  

 

∧  ⇒     ∧
    



∧  ⇒  (10)

4. 실  험

2장과 3장에서 서 시 스 추출을 CNF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번 장에서는 각각의 변환 방법  어떤 

것이 효율 인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다.

4.1 문제 설명

실험에서 다룰 문제는 이미지 복원 문제이다. 우리는 (그

림 1)의 (a) 방법과 (b) 방법을 모두 실험하 다. (a)는 검사

할 상에 X-선을 주사하고 반 편에서 감쇠된 양을 측정

해서 해당 치에 한 도를 투 (project) 하는 그림이다. 

이미지를 재구축하기 해 가로, 세로, 그리고 두 각선 등 

네 방향의 투  결과에 해서 이진 트리를 이용한 이진 기

수조건을 CNF로 변환했다. 이것은 [10]에서 제시된 방법과 

동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실험을 해 [10]의 알고리즘을 

재구  하 고 이것을 실험 결과의 각 표에 4D-DT라고 명

명했다. 

두 번째로 (그림 1)의 (b) 방법은 소  일본 퍼즐이라고 

불린다. 일본 퍼즐은 각 행과 각 열에 검은색 박스가 연속

해서 나타나야 할 숫자들이 주어지고, 주어진 숫자의 개수

만큼 빈 칸을 채워나가는 퍼즐이다. 단, 각 숫자에 해당하는 

연속된 검은 박스들은 하나 이상의 흰색 박스에 의해서 구

별되어야 한다. 여기서 하나의 박스는 검은 색이면 참이되

고, 흰색이면 거짓이 되는 이진 변수로 표 된다. 그리고 연

속된 박스는 이진 변수의 서 시 스를 의미하게 된다.

이에 한 변환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의 

(a)과 같이 문제가 주어지면 (b)와 같이 각 칸에는 이진 변

수를 하나씩 배치한다. 그리고 각 행과 열에서 주어진 숫자

의 개수만큼 서 시 스를 CNF 식으로 변환한다. 를 들

어, (그림 5-(a))의 두 번째 행에 주어진 숫자는 2이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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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퍼즐 CNF 변환: (a) 문제  (b) 변수 배정 

(c) 가로 세로 제약

Problem (1)∧(2) (3)∧(4) 4D-DT (5)∧(6)∧(7) (8)∧(9)∧(10)

c10 12,688 2,932 5,476 3,500 3,576

c20 23,071,572 2,102,036 37,364 23,740 30,156

c30 Mem Mem 116,084 73,632 103,736

c60 Mem Mem 831,516 526,404 846,476

c120 Mem Mem 6,162,824 3,897,648 6,840,956

c160 Mem Mem Mem 9,027,840 Mem

c180 Mem Mem Mem 12,746,724 Mem

c200 Mem Mem Mem 17,363,328 Mem

c220 Mem Mem Mem Mem mem

r10 2,787 2,293 5,736 3,537 2,473

r15 16,702 10,269 17,712 12,627 8,613

r20 91,154 33,968 39,508 30,065 19,688

r25 338,450 108,459 73,650 66,845 41,932

r30 703,316 292,222 122,932 120,641 72,755

r35 4,354,665 826,837 189,982 200,403 1,184,52

r45 Mem 8,019,382 388,062 480,998 2,694,96

r55 Mem Mem 687,188 957,871 5,171,91

r65 Mem Mem 1,107,834 1,758,808 9,151,09

10x10 2,646 2,711 5,764 4,251 3,060

18x10 6,621 2,782 12,876 5,343 6,132

15x20 1,219,921 89,136 25,796 23,399 18,485

20x20 3,245,382 410,610 39,226 37,453 26,206

25x25 Mem 12,849,614 73,464 66,835 52,076

40x40 Mem Mem 274,484 345,895 200,919

45x50 Mem Mem 446,824 417,924 328,336

40x79 Mem Mem 718,988 1,030,041 575,821

50x100 Mem Mem 1,398,164 1,752,110 1,142,766

<표 1> 변환된 CNF의  수

(그림 6) 실험 데이터 유형: (a) c10 (b) r10 (c) × 

일본퍼즐

은 (그림 5-(b))의 두 번째 행과 같이 〈    〉의 

이진 변수의 시 스에서 길이가 2인 서 시 스 〈 〉를 

찾는 문제로 변환된다. 모든 행과 열에 해서 이와 같이 변

환하면 (그림 5-(a))에 주어진 숫자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세 번째 행은 두 개의 숫자 1, 1이 주어졌다. 이것은 

다시 두 개의 문제로 분해된다. 즉, 시 스 〈  〉에서 

길이가 1인 서 시 스를 찾는 것과 〈  〉에서 길이

가 1인 서 시 스를 찾는 문제로 나 어서 변환해야 한다. 

그런데, 변수 의 경우는 가로와 세로에서 각각 나뉘는 시

스에 포함되므로 4번 첩된다. 첩된 변수를 그 로 사

용하면, 올바른 해를 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림 5-(c))

와 같이 추가 인 변수를 사용해서 첩을 해결한다. 

4.2 실험결과  분석 

우리는 동일한 이미지에 해서 4D-DT 방식과 (1)∧(2) 

방식, (3)∧(4) 방식, 이진 트리를 이용한 (5)∧(6)∧(7) 방식, 

그리고 순차계수기를 용한 (8)∧(9)∧(10) 방식으로 이미

지 복원 문제를 실험했다. 알고리즘 구  언어는 Java 언어

이고, 유분투 리 스 상에서 듀얼 코어 1.86GHz의 CPU와 2G 

메모리를 가지고 실험했다. 만족성 처리기는 Minisat 1.1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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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1)∧(2) (3)∧(4) 4D-DT (5)∧(6)∧(7) (8)∧(9)∧(10)

c10 2,148 272 1,228 780 1,000

c20 2,097,552 1,056 6,312 3,920 8,000

c30 Mem Mem 15,962 9,780 27,000

c60 Mem Mem 76,448 46,320 216,000

c120 Mem Mem 356,192 214,080 1728,000

c160 Mem Mem Mem 404,480 Mem

c180 Mem Mem Mem 523,400 Mem

c200 Mem Mem Mem 657,600 Mem

c220 Mem Mem Mem Mem Mem

r10 704 514 1,303 861 633

r15 3,609 1,636 3,453 2,777 1,999

r20 15,461 3,478 6,827 6,117 4,243

r25 51,756 6,787 11,458 12,449 8,299

r30 118,588 11,226 17,393 21,017 13,683

r35 508,284 17,574 24,784 33,263 20,984

r45 Mem 35,187 44,170 70,503 43,329

r55 Mem Mem 69,320 130,001 75,304

r65 Mem Mem 100,419 218,600 129,079

10x10 688 584 1,312 994 763

18x10 1,387 514 2,628 1,281 1,721

15x20 106,379 1,737 4,703 4,023 4,284

20x20 338,022 3,394 6,757 6,777 5,733

25x25 Mem 4,976 11,397 11,069 11,677

40x40 Mem Mem 33,077 42,917 37,369

45x50 Mem Mem 48,912 52,160 70,184

40x79 Mem Mem 71,211 90,420 99,630

50x100 Mem Mem 120,732 175,199 202,626

<표 2> 변환된 CNF의 변수 수

사용했다. 

실험 데이터는 (그림 6)과 같이 볼록면체(Convex) 형태의 

데이터와 무작 (Random) 형태의 데이터,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된 일본 퍼즐 문제들을 가지고 실험했다. c10과 r10은 

×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표에서 r65 이후의 데

이터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일본퍼즐들이다. 

<표 1>은 각 변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CNF 식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Mem으로 표시된 항목은 메모리 에

러를 의미한다. 즉, 생성할 CNF 식이 무 커서생성을 못한 

경우이다. 그리고 Time은 만족성 처리기가 600 가 지나도

록 처리하지 못한 경우이다. 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볼록

면체 데이터는 이진 트리를 이용한 (5)∧(6)∧(7) 방식이 가

장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작  데이터와 일본퍼즐의 

경우는 순차 계수를 활용한 (8)∧(9)∧(10) 방식이 가장 

은 수로 변환되었다. 

<표 2>는 변환에 사용된 변수 수를 나타낸 것이다. 비록 

(3)∧(4) 방식이 가장 은 변수를 가지고 변환되더라도, 생

성되는 수가 이미지의 크기에 지수 으로 증가하기 때문

에 큰 문제를 다룰 수 없었다. 볼록면체 데이터의 경우 순

차계수기를 용한 방식이 가장 많은 변수로 변환되었다. 

순차계수기는 보조변수를 사용하는데 길이 의 시 스에서 

길이가 인 서 시 스를 선택할 때 의 크기에 따라서 보

조변수의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표 3>은 만족성 처리기의 처리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비록 4D-DT의 CNF 변환 방식이 (5)∧(6)∧(7) 방식이나 

(8)∧(9)∧(10) 방식에 비해 비슷하거나 더 은 수의 변수

와 수를 갖는 식으로 변환 되었지만 처리속도는 하게 

늦었다. 볼록면체의 데이터의 경우는  (5)∧(6)∧(7) 방식이 

가장 작은 식을 만들어 냈으며, 속도 한 가장 좋았다. (5)

∧(6)∧(7) 방식은 무작  데이터에서도 제일 좋은 결과를 

보 다. 

일본 퍼즐의 경우는 이진 트리를 이용한 방식과 순차계수

기를 활용한 방식이 비슷한 결과를 보 다. 그러나 ×의 

경우는 이 두 방식이 거의 70배 이상 짧은 시간에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었다. 비록 4D-DT와 일본퍼즐 형태의 투  데

이터는 서로 다른 의미의 값을 나타내지만, 실험을 통해서 

시 스 정보를 활용해서 CNF 식을 변환하는 것이 문제 풀

이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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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1)∧(2) (3)∧(4) 4D-DT (5)∧(6)∧(7) (8)∧(9)∧(10)

c10 0.008 0.004 0.004 0.003 0.003

c20 9.236 51.251 0.016 0.015 0.015

c30 Mem Mem 0.076 0.045 0.059

c60 Mem Mem 0.544 0.321 0.832

c120 Mem Mem 3.844 2.441 1.320

c160 Mem Mem Mem 6.320 Mem

c180 Mem Mem Mem 9.740 Mem

c200 Mem Mem Mem 16.165 Mem

c220 Mem Mem Mem Mem Mem

r10 0.004 0.000 0.004 0.004 0.004

r15 0.028 0.008 0.012 0.016 0.012

r20 0.200 0.044 9.968 0.032 0.056

r25 2.640 0.248 369.080 0.140 0.176

r30 21.937 1.532 179.790 0.496 0.816

r35 Time 7.428 Time 10.668 2.188

r45 Mem Time Time 40.234 25.985

r55 Mem Mem Time 85.585 121.604

r65 Mem Mem Time Time Time

10x10 0.004 0.000 0.008 0.004 0.004

18x10 0.008 0.000 0.008 0.004 0.004

15x20 30.625 0.120 0.020 0.028 0.028

20x20 99.418 0.476 1.604 0.032 0.028

25x25 Mem 22.101 71.008 0.084 0.128

40x40 Mem Mem Time 0.652 0.540

45x50 Mem Mem Time 1.188 1.860

40x79 Mem Mem Time 2.224 1.964

50x100 Mem Mem Time 4.144 4.084

<표 3> 만족성 처리기 처리시간

5. 결론  향후 연구

산학의 여러 문제들을 명제 논리의 만족가능성 문제로 

간주하는 연구들은[6, 7, 8, 9] 최근 만족가능성 처리기들[3, 4,

5]의 높은 성능에서 비롯되었다. 이진 기수 제약 조건은 실

세계의 문제들을 명제 논리의 만족가능성 문제로 변환하는

데 자주 쓰이는 기법이다[9, 10, 11].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

의 연장선상에서 이진 기수 제약조건과 같이 사용해서 서

시 스 추출 문제를 CNF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즉, 

이미지 복원 문제에서 시 스 정보를 활용하면 이진 기수 

제약조건만을 사용한 변환보다 더 작고 빨리 해결되는 CNF 

식을 만들어 낸다. 

본 논문에서는 서 시 스를 CNF로 변환하는 4가지 방

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처리 시간

을 실험한 결과 체 으로 이진 트리를 이용한 (5)∧(6)∧

(7) 방식이 가장 효율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이산 단층촬  문제와 퍼즐 풀이  소 트웨어 모델 검증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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