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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상에서 정렬을 위한 로봇의 최소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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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의 정점들을 가지는 그래프  에서 각 정점에는 마지막에 놓여야 하는 고유한 상자가 존재한다. 따
라서 각 정점과 상자를 1부터 까지의 정수로 나타내고 정점 에 놓여야 하는 상자는 상자 로 나타낸다. 하지만 초

기에 상자들은 순열(permutation)  에 따라서  정점 에 상자 가 놓여있다. 각 단계에서 로봇은 의 한 에지 상

을 움직일 수 있고, 어떤 순간에 많아야 하나의 상자를 운반할 수 있다. 또한 정점에 도착하면 운반 중인 상자와 정점

에 놓여 있는 상자를 교환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정점이 자신의 상자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에 의해 섞여

진 상자를 정렬하는,  로봇의 움직임의 최소 단계 수를 찾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 가 사이클(cycle)인 경

우에 최소 단계수의 상한 값을 찾고 이 단계 안에  정렬을 수행하는 로봇의 움직임을   시간에 찾는 수 있음을 보

일 것이다.

ABSTRACT 

In a graph    with  vertices, there is an unique box which is finally laid on each vertex. Thus each vertex 
and box is both numbered from 1 to  and the box  should be laid on the vertex . But, the box   is initially located 
on the vertex  according to a permutation  . In each step, the robot can walk along an edge of  and can carry at most 
one box at a time. Also when arriving at a vertex, the robot can swap the box placed there with the box it is carrying. 
The problem is to minimize the total step so that every vertex has its own box, that is, the shuffled boxes are sorted. In 
this paper, we shall find an upper bound of the minimum number of steps and show that the movement of the robot is 

found in   time when  is a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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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많은 큰 창고들에서는 자동화 로봇을 사용한

다. 자동화 로봇들은 창고에서 물건들을 실어 나르면서 

물건을 창고에 저장하고 필요시에 창고 밖으로 물건을 

내어오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자동화 창고 시스템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은 소매 창고 뿐 

만아니라 도서관, 자동화 주차 시스템 등에서도 사용

될 수 있다. 로봇이 창고에 저장된 물건들을 재배열

(rearragement)해야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정렬(sorting)

과 같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

은 자동화 로봇이 물건들을 정렬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

적인 작업 움직임을 찾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본 논문에서 로봇이 작업하는 창고는 그래프 

 로 모델링 한다. 창고에서 물건이 놓일 위치

는 그래프 의 한 정점으로 나타내고 위치들 간을 이동

하는 통로는 에지로 나타낸다. 창고에 저장되는 물건은 

그래프의 정점들에 놓여있는 상자로 나타낼 것이다. 구

체적으로, 그래프  가 주어지고, 는 정점들

의 집합이고 는 에지들의 집합이다. 여기서,  이

고  이다. 각 정점 ∈에는 단지 하나의 상자

가 놓일 수 있고, 각 에지    ∈는 두 정점 와 

를 연결하는 무방향(bidirectional) 에지이다.  따라서 

로봇은 에지 를 통해서 에서 로 또는 에서 로 이

동할 수 있다. 

그래프 의 정점과 상자는 1부터 까지의 정수로 

나타내고 마지막에 정점 에 놓여야 하는 상자를 상자 

로 나타낸다. 처음에 상자들은 정점에 임의로 놓여져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순열(permutation) 에 대해서, 

정점 에 놓여진 상자를 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 때,   이면, 정점 1에는 상자 

3이 놓여있고, 정점 4에는 상자 2가 놓여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로봇은 에지를 따라서 정점들 간을 움직일 수 있

고, 정점에 도착해서 놓여 있는 상자를 들거나, 들고 

있는 상자를 놓을 수 있다. 로봇은 처음에 특정 정점 

에 위치한다. 매 단계에서 로봇은 하나의 에지를 따

라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어떤 시간에도 많아야 하나

의 상자만을 들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로봇이 정점

에 도착했을 때, 로봇이 들고 있는 상자가 있는 경우, 

현재 정점에 상자가 없다면 들고 있는 상자를 내려놓

거나, 현재 정점에 상자가 있다면 들고 있는 상자와 

서로 교환할 수 있다. 로봇이 들고 있는 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정점에 상자가 있다면, 이 상자를 들

고 갈 수 있다. 또한 정점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다. 

 로봇은 각 상자 를 정점 에 옮겨 놓고 시작 정점 

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과적으로, 로봇이 그

래프 상에서 정렬(sorting) 과정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서 로봇은 매 단계에서 어떤 에지를 이동할지 

어떤 상자를 운반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로봇이 각 정

점에서 상자를 집어 올리거나, 교환하거나, 내리거나 

하는 시간을 무시한다면, 정렬을 수행하는 시간은 로봇

이 수행하는 단계 수와 같고, 이것은 또한 로봇이 이동

하는 에지들의 수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짧은 정

렬 시간, 다시 말해서, 로봇이 정렬을 수행하는 최소 단

계 수를 찾고자 한다. 

Fig. 1 Path with shuffled boxes

Fig. 2 Sorting process of 10 steps

위 그림 1에서 초기에 상자들이   에 의해 

놓여 있는 경로 가 주어진다. 로봇은 처음에 정점 1에 

위치한다. 이 상자들을 정렬하는 최소 단계 수는 10이

고 이것의 구체적인 수행과정을 그림 2에서 나타낸다. 

로봇은 상자 3을 들고 정점 2에 와서 상자 5와 교환한

다. 그리고 상자 5를 들고 정점 5까지 와서 상자 4와 교

환한 후 정점 4에서 상자 2와 교환하고 정점 2까지 와서 

상자 3과 교환한다. 그리고는 정점 3으로 와서 상자 1과 

교환해서 정점 1로 돌아가서 상자 1을 놓는다. 



사이클 상에서 정렬을 위한 로봇의 최소 움직임

431

Ⅱ. 관련 연구

물체들을 정렬하는 문제는 여러 다양한 모델 상에서 

연구되었다. 우선 기차 분류(train classification)라고 부

르는 기차 레일 최적화에서 정렬 문제를 생각할 수 있

다[1-3]. 여기에서는 기차가 한 레일을 타고 들어올 때, 

여러 레일로 갈라지면서 객차들을 분리할 수 있다. 이

를 이용해서 객차들을 순서대로 다시 정렬해서 결합하

는 문제를 다룬다. 

[4-9]에서는 그래프의 개의 정점이 각각 자신의 토

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초기에 각 토큰은 임의의 정

점 상에 놓여 져 있다. 그러면 한 에지를 선택해서 두 끝 

정점들의 토큰을 서로 바꾸는 과정들을 각 정점이 자신

의 토큰을 가지게 될 때까지 수행하는 문제를 연구하

였다. 이 때, 위 과정들의 수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찾는 것이 문제이고 이 문제를 토큰 교환(TOKEN 

SWAPPING)이라고 부른다.

[4-7]에서 경로(path)에 대한 토큰 교환 문제는 사다

리 타기(ladder lottery) 문제와 동치이고 주어진 순열

(permutation)에서 전도(inversion)들의 수를 셈으로서 

에 풀릴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4, 8]에서는 사

이클 그래프(cycle graph)와 완전 그래프(complete 

graph)에서도   시간에 풀림을 보였다.  [9]에서는 

트리(tree)에 대한 다항시간 2-근사(approximation) 알

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그래프 상에서 로봇을 움직이면

서 정점에 놓여 진 상자를 운반하는 모델은 [10]에서 다

루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경로 그래프(path graph)에서 

정렬을 위한 로봇의 최소 움직임을 찾는 시간 알

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0]에서 제안한 

모델에 대해서 사이클 그래프(cycle graph) 상에서 로봇

의 정렬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다. 

Ⅲ. 정렬(Sorting) 전략

본 논문에서 그래프  는 사이클이다. 다

시 말해서,    이고 와  

(    ,   ) 사이에 에지가 존재한다. 여

기서, 각 정점 는 순서대로 정수 부터  로 표현

한다. 일반성의 손실 없이 초기에 로봇은 정점 에 놓

여있다고 가정한다.

초기에 상자는 순열 에 따라서 정점에 임의로 놓여

진다. 다시 말해서, 정점 에는 상자 가 놓여있다. 

순열 는 사이클   로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각 사이클 는 정점들의 순서 

리스트         이고, 모든     에 

대해서,     이고      을 만족

한다. 예를 들어서, 위의 그림 1에서 순열    

는 사이클  과   로 분해된다. 

의 임의의 두 정점 , 에 대해서,  는 에

서 로의 거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로봇이 정점 에서 

로 상자를 운반하고 싶다면, 로봇은 적어도    단

계 수가 필요하다. 순열 의 사이클 에 대해서,  

는 사이클 의 인접한 정점들 사이의 거리들의 

합을 나타낸다. 그러면 는 순열 안의 모든 사이

클들의 거리의 합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
 

∈
  . 결과적으로 초기에 순열 

에 따라서 상자가 놓여져 있다면, 로봇은 적어도   

단계 수 이상을 움직여야 정렬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조정리 3. 1 [10]  그래프  의 정점들에 상자들이 

순열 에 따라서 놓여 지면, 로봇의 임의의 정렬 움직

임은 적어도   단계 수를 거쳐야 한다.  

순열 의 사이클 에 대해서, 에 속하는 정점들을 

상에서 순서대로 방문하면서 지나는 의 정점들을 

포함하는 최소 구간은 그래프 의 한 아크(arc) 를 

이룬다.  이 때, 는  를 커버한다고 말한다. 두 사

이클 과 에 대해서, 이들이 커버하는 두 아크들이 

교차하면, 과 는 교차한다면 말한다. 사이클들을 

정점으로 가지고 두 사이클이 교차할 때 두 정점간에 

에지를 연결하면, 사이클들의 교차 그래프 를 얻

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교차 그래프 를 연결 성분들

(connected components) , ..., 로 분할 할 수 있다. 

두 사이클 과 가 같은 연결성분 에 있을 필요 

충분 조건은 에서 시작해서 에서 끝나는 서로 교

차하는 연속된 사이클들의 수열(sequence)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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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성분 에 대해서, 에 속하는 사이클들이 커

버하는 아크들의 합집합을 생각하면, 이 역시 그래프 

상의 어떤 아크  가 된다. 이  는 에 속하는 

모든 정점들을 포함하는 최소 구간이다. 이 때, 가 아

크  를 커버한다고 말한다. 그래프 상의 아크들은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먼저 일반 아크  는 

  를 만족한다. 만약   이면,  를 -아크

(reflex arc)라고 부른다. -아크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

이클이 커버하는 -아크들은 서로 교차한다. 왜냐하면, 

모든 -아크들은 정점 0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

의의 연결 성분이 커버하는 아크가 -아크인 경우에 이 

연결성분은 유일하다. 

일반 아크    에 대해서,  의 거리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min .

이것은 정점 으로부터 정점 와 로 각각 시계방향

과 반시계방향으로의 거리 중 작은 값을 나타낸다. 

-아크     에 대해서, 이 아크를 커버하는 

연결성분 는 유일하다. 우리는 에 속하는 사이클 

들을 정점으로 가지는 방향그래프 를 생각할 것이

다. 에 속하는 정점들 중에서 정점 0에서 반시계 방

향으로 이동했을 때 처음으로 도달하는 정점을 

라 하고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정점을 라고 한다. 

에 속하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사이클 에 대해서, 

가 반시계 방향으로 과 사이에 존재하

면, 방향그래프 에서 에서 로 (방향)에지를 연결

한다. 그러면 그래프 는 DAG(Directed Acyclic 

Graph)이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그래프 에

서 적어도 하나이상의 에지와 인접한 정점들 중에서 

진입차수(indegree)가 0이 되는 정점들을 반시계방향 

중요 사이클(counterclockwise critical cycle)이라 부른

다. 특히, 반시계방향 중요 사이클   중에서 

의 값이 최대인 정점 를 반시계방향 중요정점

(couterclockwise critical vertex)라 부른다. 대칭적으로 

사이클 에 속하는 정점들 중에서 정점 0에서 시계 방

향으로 이동했을 때 처음으로 도달하는 정점과 마지막

으로 도달하는 정점을 생각한다. 그러면 위와 비슷하

게 시계방향 중요 사이클(clockwise critical cycle) 를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사이클   중에서   값이 

최대인 정점 를 시계방향 중요정점(clockwise 

critical vertex)라 부른다.

-아크     를 커버하는 연결성분 에 대

한 반시계방향 중요정점을 이라 하고 시계방향 중요

정점을 라고 할 때,   의 거리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min .

정리 3. 2 사이클  가 주어지고, 상자들의 

순열 가 주어질 때,  로봇이 정렬을 수행하는 최소 단

계 수는 많아야 다음과 같다: 순열 의 사이클들의 교

차 그래프 에 대해서, 연결 성분이 단지 하나 존재하

는 경우, 이것이 커버하는 아크 에 대해서, 

 .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연결성분이 둘 이상 존

재하면, 그들이 커버하는 아크들 중에는 적어도 하나의 

일반 아크가 존재한다. 따라서, 연결성분이 커버하는 

일반 아크들을   라고 할 때, 

 




   
max≤  ≤           (1)

 여기서, 일반 아크    로 나타내고 

  에 대해서,    . 

증명. 기본적인 로봇의 정렬 전략은 정점 0을 출발해

서 반시계방향 또는 시계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사

이클 에 속하는 정점을 만나면 상의 정점들의 상자

들을 정렬하도록 움직인다. 이러한 움직임 중에 다른 

사이클   상의 정점 로 이동하게 되면 나르던 상자를 

이 정점에 놓고 이 정점의 상자를 들어서 사이클   상

의 정점들의 정렬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전략을 반복

적으로 수행하면서 로봇은 움직인다. 

우선 사이클들의 교차 그래프 에서 연결 성분 

가 단지 하나 존재하고 이것이 커버하는 아크 가 -



사이클 상에서 정렬을 위한 로봇의 최소 움직임

433

아크인 경우를 생각한다. 로봇이 정점 0에서 출발해서 

반시계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처음으로 에 속하는 사

이클 의 정점을 만나서 의 정렬을 시작한다. 이 때 

사이클 는 앞에서 설명한 사이클들의 방향 그래프 

에서 진입차수(indegree)가 0인 한 정점이다. 그러면 위

의 로봇의 전략에 의해서 사이클 를 시작으로 그래프 

를 깊이우선탐색(depth-first search)하면서 와 연결

된 모든 사이클들을 정렬하게 된다. 또한 로봇은 반시

계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방향 그래프 에서 진입

차수(indegree)가 0인 새로운 사이클을 만나면 이것과 

연결된 모든 사이클들을 정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

든 반시계방향 중요 사이클 의 정점 까지만 이

동하면 에 속하는 모든 사이클들을 정렬할 수 있다. 

로봇이 정점 0에서 시계방향으로 이동한다면 대칭적으

로 모든 시계방향 중요 사이클들 의 정점 까지

만 이동하면 에 속하는 모든 사이클들을 정렬할 수 

있다. 각 사이클을 정렬하는데  단계수면 충분하

고 -아크 의 거리 의 정의에 의해서 로봇은 

  단계 만에 정렬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결 성분 가 하나 존재하고 커버하는 

아크가 일반 아크인 경우를 생각한다. 가 커버하는 아

크 는 일반 아크   ( )이다. 로봇이 정점 0에

서 출발해서 반시계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정점 를 만

나면 연결 성분 에 속하는 모든 사이클들을 정렬할 수 

있다. 또한 로봇이 정점 0에서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다

가 정점 를 만나면 연결 성분 의 모든 사이클들을 정

렬할 수 있다. 따라서 로봇은   단계 안

에 정렬을 수행할 수 있다. 

이제 사이클들의 교차 그래프 에서 연결 성분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 연결 성

분들이 커버하는 아크들 중에 적어도 하나의 일반 아크

가 존재한다. 이 때, 이 일반 아크들을   라고 하

자. 로봇이 정점 0을 출발해서 반시계방향으로 움직이

면 를 커버하는 연결 성분에 속하는 사이클을 정렬

하기 위해서는 의 추가적인 단계 수를 사용

해서 정점 에 도달 해야만 한다. 이것은 하나의 

-아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정점 에 

도달하면 를 커버하는 연결 성분에 속하는 사이클들

을 정렬하는 과정에서 정점 에 도달한다. 그러면 

개의 추가적인 단계를 사용해서 정

점 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어서 를 

커버하는 연결 성분에 속하는 사이클들을 정렬하는 과

정을 수행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반시계방향으로 움

직이다가 어떤 아크 에 대해서, 정점 에서 반

시계방향 움직임을 멈추고 정점 0으로 돌아오면서 아크 

 , ..., 를 커버하는 연결 성분들의 나머지 정렬 과

정들을 수행한다. 로봇이 정점 0에 돌아오면 시계방향

으로 움직이면서 위와 비슷하게 아크 , ..., 를 커

버하는 연결 성분들에 속하는 사이클들을 정렬하는 과

정을 수행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아크 에서 정점 0으로 돌아가야 로봇 

움직임의 단계 수가 최소가 되는 지 찾아야 한다. 따라

서 모든 에 대해서 에서 돌아갔을 때 단계 수를 계

산해서 그 중에 최소가 되는 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식 (1)과 같은 단계 수를 얻는다.  

따름정리 3. 3 사이클  가 주어지고, 상자

들의 순열 가 주어질 때,  로봇이 정리 3.2에 주어진 단

계 수안에 정렬을 수행하는 움직임을 시간에 구

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의 정점에 상자가 놓여 있는 경

우에 로봇이 상자를 들고 에지를 이동하면서 상자들을 

정렬하는 문제를 연구하였다. 이전 연구 [10]에서는 그

래프가 경로인 경우를 연구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그

래프가 사이클인 경우에 로봇이 정렬을 수행하는 최소 

단계 수의 상한을 보였다. 

향후에 논문에서 얻은 상한 값이 최소 단계 수와 일

치함을 보여서 최적의 로봇 움직임을 찾는 문제를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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