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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iven an undirected network G(V,E), a set of origin-
destination node pairs(commodities) and demand 
data for the commodities, the path selection problem 
is to setup one path for each of the given 
commodities so that the total routing costs is 
minimized while meeting the demands for the 
commodities and edge capacity constraints.  

We propose an optimization algorithm for this 
problem particularly assuming the demand data are 
under uncertainty. We present new approach based on 
the robust optimization methodology instead of 
traditional one based on the stochastic programming, 
and new optimization scheme to apply robust 
optimization methodology to the path selection 
problem. We also propose new mathematical 
formulation based on multiple column generations, 
which results in a master problem and two column 
generation subproblems, and provides tighter linear 
relaxation bound. Efficient methods for solving the 
proposed subproblems are considered also. To ensure 
an integer optimal solution, branch-and-price scheme 
is incorporated.  

The proposed algorithm is tested on some sets of 
real-life problem instances and computational results 
are reported. 
 
1. 서론 
 
경로 선택 문제(Path Selection Problem, 이하 
PSP)은 주어진 네트워크(G(V,E)) 상에서 각 
node의 쌍으로 표현되는 품목(commodity) 별로 
수송량의 수요를 수송하는 경로를 선택하는 문

제이다. 이 때, 각 node 사이의 edge에는 유한

한 수송 가능 용량(edge capacity)가 존재하고 
단위 수송량을 수송할 때 필요한 단위 비용이 
주어진다. PSP가 일반적인 다품종 망흐름문제

(multi commodity network flow problem)와 결정적

으로 다른 특징은 각 commodity가 오직 하나의 

경로로만 운송되어야 하는 제약이다. 때문에 
PSP는 종종 분할 불가능한 망흐름문제(non-
bifurcation network flow problem)이라고 하기도 
한다.  

PSP는 주로 물류나 통신 등의 산업 분야

에서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 왔다[1]. 특히, 통

신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전송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 개의 node 사이에 하나의 정해진 경

로(path)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일컬어 주파수 
할당 문제(bandwidth allocation problem 또는 
bandwidth packing problem)[9]이라고 부른다.  

 
1.1. 기존연구 
PSP는 NP-hard에 속하는 문제[9]이며 문제의 
특성상 그다지 좋지 않은 LP 완화 한계값

(relaxation bound)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

는 주로 하나의 commodity당 단 하나의 path만

을 이용해야 하는 제약에서 기인한다. 단 하나

의 path만을 선택하는 것을 수리 모형화 하면 
정수 계획법(integer programming, IP)의 형태가 
되는데 이 때 정수조건을 완화한 LP문제는 
network의 edge의 용량 제약 때문에 각 
commodity당 여러 개의 path를 가지는 해를 가

지게 되어 LP완화 한계값을 약화 시킨다. 정수 
최적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branch-and-bound등

의 방법을 통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또한 
최적해를 보장해주지는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품질의 해를 찾는 다양한 
발견적 기법(heuristin method)도 연구 되어 왔다. 
Laguna et al.[8]등은 bandwidth packing 문제를 풀

기 위한 타부 탐색(tabu search)기법을 제안하였

으며 Laguna et al.[8]은 이 문제에 대한 IP 모형

을 제시하고 작은 크기의 문제에 대해 상용 IP 
패키지를 사용하여 푼 결과를 제시하였다. 
Parker et al.[9]은 bandwidth packing 문제에 대해 
열 생성(column generation) 기법과 branch-and-



bound기법을 결합한 branch-and-price[2]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들 LP에 기반한 branch-and-
bound기법의 성능은 LP 완화식이 제공하는 한

계값이 얼마나 정수 최적해와 가까운 값을 제

공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LP 완화식

의 한계값를 개선하는 방향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Park et al.[10]은 절단 평면

(cutting plane)기법을 branch-and-price기법과 동

시에 적용해 기존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이러한 기법을 branch-and-price-and-cut이
라고 하기도 한다. Barnhart et al.[1]은 Park et al.
과 비슷한 방법에 효과적인 분지 기준

(branching rule)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효과적인 
계산 결과를 얻었다.  
     
1.2. Robust Optimization 
기존의 연구 결과는 모두 주어진 문제의 데이

터가 결정된 상태를 가정하였다. 즉, 주어진 데

이터에 대해 확정적(deterministic)한 결과를 찾

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

하는 데이터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고려하

지 않으면 얻은 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

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량(demand)의 불확실성

을 가정한 PSP를 다룬다. PSP의 해법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는 주어진 network 상에서 임의의 두 node
간의 demand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 미래의 수요량을 정확하게 예

측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요량 자체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적해 해법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데이터의 불확정성을 반영한 이전 
연구는 주로 시나리오 바탕의 추계적 계획법

(scenario based stochastic programming)[6]에 기반

을 두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 기반의 접근방

법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불확정성에 대해서 완전하게 기술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즉, 불확실한 데이터의 확률분포와 
분산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야 하는데 이는 현

실적으로 수요량 자체를 추정하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많은 
수의 시나리오가 생성되고 이들을 반복적으로 
풀어야 함으로써 전체 계산 속도를 향상시키기

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얻어진 해

는 불확실성의 결과(uncertainty outcomes)에 매

우 민감하게 의존할 수 있다. 즉, 초기 데이터

의 가정에 대한 미묘한 변화가 매우 상이한 최

적해를 발생시킨다. 이는 해의 안정성

(robustness)면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시나리오 바탕의 접근 방법의 약점

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안정성 최적화

(Robust Optimization)[3] 방법론이 대두 되고 있

다. Robust Optimization은 고려하는 데이터의 불

확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해를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초기에는 연속

적인 변수를 가지는 볼록 최적화 문제

(continuous convex optimization problems)를 바탕

으로 발전하였고, 후에 변수가 정수인 경우

(robust integer optimization problems)에도 확장되

어 연구되고 있다[5]. 이들 robust optimization 
방법론은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정의하

는가의 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Nemirovski et 
al.[5] 등은 robust solution을 주어진 문제의 데

이터가 미리 정해진 크기의 ellipsoid에 속하는 
임의의 값을 가질 때에도 feasible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

면, 주어진 확정적(deterministic) 문제가 LP 일 
때 robustness를 고려한 변형된 문제(이를 robust 
counterpart라 부른다)는 SOCP(Second Order Cone 
Programming)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반면에, 
Bertsimas et al.[3]등은 robust solution을 주어진 
선형 제약식의 계수(coefficients)들 중에 미리 
정해진 최대 개수(degree of robustness, )개 만큼

의 계수의 값의 변동이 있어도 feasible을 보장

하는 solution으로 정의 하였다.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deterministic LP, MIP문제의 robust 
counterpart는 각각 문제의 크기가 좀 더 커진 
LP, MIP의 형태로 변환된다[4]. 

본 연구에서는 Bertsimas등이 정의한 robust 
solution의 정의에 의해 PSP의 수요의 불확실성

을 고려한다. PSP는 그 자체로 어려운 문제이

다. 더욱이 PSP의 robust counterpart는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robust counterpart 문제의 근

본 구조가 원래의 PSP문제와 상이하게 바뀌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PSP의 해법을 robust 
counterpart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PSP에서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의 변동 요인을 원 문제에서 분리하

고 원 문제의 근본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 할 수 있는 새로운 방

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PSP문제에 대한 강화된 LP bound를 가지는 수

리모형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수리 모형의 해

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몇 가지 실제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적해법을 적용한 
계산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는 결

론이 제시된다. 
 

2. 수리모형 
 

PSP를 수리모형으로 수립하면 크게 두 가지 
그룹의 제약식을 가지는 형태가 된다. 하나는 



수요량의 흐름이 수요의 발생지에서 수요의 도

착지까지 연결되어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흐름 
균형(flow balance)제약식이고 두 번째는 각 
edge에 흐르는 수요 흐름의 총량이 edge 수송

용량보다 작아야 한다는 용량 제약식(capacity 
constraints)이다.  

이중에 흐름 균형 제약식을 표현하는 방법

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각 edge(또는 arc)에 흐르는 수송 흐름의 양을 
변수(flow variable)로 하고 각 node에 흘러 들어

가는 흐름의 총량과 흘러 나가는 흐름의 총량

이 같도록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각 품목

별로 하나의 경로만을 이용하여 수송해야만 하

는 점에 착안하여 각 품목별로 출발지 도착지 
사이의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모두 경로 변수

(path variable)로 하고 어떤 경로가 선택될지를 
이진변수로 표현하는 것이다. 후자의 방법은 
흐름 균형 제약식을 Danzig-Wolfe decomposition
을 통하여 많은 수의 변수로 다시 표현한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방식

을 흐름 모형(flow formulation)방식이라 하고 두 
번째를 경로 모형(path formulation)이라고 한다. 
경로 모형에서는 미리 모든 경로 변수를 생성

하는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

문에 필요에 따라 경로 변수를 생성해야 할 필

요가 있다(path column generation). 이에 반해 흐

름 모형방식은 각 품목별로 독립적으로 모든 
균형 제약식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문

제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단, 이 
두 가지 경우에 선형완화를 풀었을 때의 갭

(gap)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 변수를 
사용한 경로 모형을 사용한다. 

용량 제약식은 각 edge별로 좌변에는 그 
edge에 흐르는 모든 흐름 변수의 합(또는 이 
edge를 사용하는 모든 경로 변수와 수요량의 
곱의 합)이 있고 우변에는 그 edge의 용량이 
있는 꼴이다. 즉, 각 edge별로 0-1 배낭문제(0-1 
Knapsack Problem)의 꼴을 가지는 제약식임을 
알 수 있다.  

최적화 모형에서 불확실성을 다루는 고전

적인 방법은 추계적 방법(stochastic)이나 동적 
계획법(dynamic programming)을 사용하는 것이

었다. 이들 방법은 계획 수립 시에 데이터의 
확률분포 또는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알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

다.[4] 
i. 데이터의 정확한 분포 또는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

려운 일이다. 
ii. 최적화 문제의 크기가 현실적으로 풀기

가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최근에 Bertsimas등은 위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안정 최적화(robust optimization)방법을 
제시했는데, 이는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4] 

i.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데이터는 확률분포

가 아니라 평균값과 가능한 범위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즉, 어떤 불확실한 데이터 값은 독립

이고 대칭이며 제한된 임의의 값(independent, 
symmetric and bounded random variable)을 가진다

고 가정한다.(이 때, 확률분포는 모른다고 가정

한다) 
ii. 불확실성을 고려한 안정 최적화 문제의 

모델은 불확실성을 포함하지 않은 최적화 문제

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은 문제 크기를 가진 
모델로 변환 할 수 있다. 만약 불확실성을 고

려하지 않은 모형이 다항시간내 풀 수 있는

(polynomial time solvable) 문제이면 그에 대응하

는 안정 최적화 문제도 다항시간내 풀 수 있음

을 보일 수 있다. 
iii. 불확실성이 반영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하나의 제약식에서 데

이터는 제약식의 계수로 표현되는데, 이 계수

들 중에 동시에 값의 변화를 발생하는 계수의 
최대 개수를 불확정성의 정도(degree of 
robustness)라 한다(일반적으로 로 표시한다). 

Bertsimas등이 제안한 안정 최적화의 정의

에 따라 PSP의 수요량에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다음의 수리식을 얻는다. 

 
[Notation] 

 node들의 집합 
 edge들의 집합 
 commodity들의 집합 

 commodity 를 운송 가능한 경로들의 
집합 

; commodity 에 해당하는 경로들 중에

서 edge 를 지나는 경로들의 집합 
 경로 가 통과하는 모든 edge들의 집

합 
 commodity 를 능선 에 수송했을 때 

필요한 비용 
 commodity 의 수송 요구량 
 commodity 의 수송량의 최대 변화 

가능량 
 동시에 변화할 수 있는 수요량의 최

대 개수 
 edge 의 수송용량 
 결정변수. 품목 를 경로 를 이용하

여 수송하면 1, 아니면 0 
 
 



(PSP) 

max  

s. t.   1    (1) 

;

  max
,| |

;

 
   (2) 

0,1      
 

이 때, ∑ .  
제약식 (1)은 하나의 commodity에는 하나

의 수송 경로만이 할당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제약식 (2)는 각 edge의 수송용량이 edge를 사

용하는 수송경로에 흐르는 수송량의 합보다 커

야 함을 나타낸다. 이 때 수송량은 데이터의 
불확실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는 라고 가정

하였다. 즉, 동시에 개의 품목의 수송량의 수

량이 변동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런 가정 
하에서 각 edge는 최대 개의 품목의 수송량이 
각 품목별로 로 변동되더라도 용량제약

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약식 (2)는 각 edge에 대해서 크기가 

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의 부분집합들에 대

한 제약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어떤 edge 에 대해서, 

0,1 | | |  
;

max
,| |

;

 

 

0,1 | | |  
;;

, , | |  

임을 알 수 있다. 위 식에서 보이듯이 이 문제

를 LP 완화에 기반한 branch-and-bound으로 풀

기 위해서는 품목의 개수에 대하여 지수함수적

으로 많은 제약식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직선적인

(naive)인 접근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방법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수송 패턴(commodity patter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Edge 에 대한 수송 
패턴 는 ∑ max ,| | ∑

를 만족하는 집합 로 정의 된다. 
를 edge 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송 패턴

의 집합이라고 하자. 또한 ;
|  를 정의하자. 즉, 는 각각의 

제약식 (2)를 만족하는 정수해를 characteristic 
vector로 정의하는 commodity pattern의 집합이고 

; 는 이 정수해 중에 commodity  가 를 
통과하는 pattern들의 집합이다. 이 개념들을 도

입하여 새로운 다음의 수리식을 제시한다. 
 
(MP) 

max  

s. t. 1    (3)

1    (4)

; ;

   , 
   

(5)

0,1    , 
   

0,1    , 
   

이때, 는 edge 의 수송 패턴 를 선택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결정 변수이다.  

위 수리식을 잘 살펴보면, 수요의 불확실

성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차이는 
수송 패턴의 차이뿐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

하면 수송 패턴 는 수요의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하여 각 edge를 통과 할 수 있는 
commodity의 집합( )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

다. 위 식에서 경로변수( )와 수송패턴변수( ) 
의 개수는 주어진 문제의 크기에 대해서 지수

함수적으로 많다. 따라서 이 변수들은 열 생성

(column generation)방법을 통해 생성되어야 한

다. 즉, 위 식을 풀기 위해 열 생성 방법에 의

한 분지 평가법(branch-and-price)을 적용한다면, 
수송 패턴 를 열 생성(column generation)할 
때에만 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수송 패턴

을 생성해 준다면, 수요의 불확실성이 없을 때 
와 같은 접근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PSP를 주 문제(master problem)와 열 
생성 부 문제(column generation sub problem)로 
분리 하였을 때,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는 모두 
부 문제로 전이되도록 문제를 나눌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부 문제는 주 문제에 비

해 크기가 작고 다루기 쉬운 경우가 많다. 따

라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의 복잡도의 증가

분을 부 문제로 집중시키는 것은 전체 문제를 
다루는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 , 를 각각 (3), (4), (5)의 제약식에 해

당하는 dual variables라고 하자. 일부의 경로변

수와 pattern변수만을 가지고 있는 (MP)를 제한



된 주문제(restricted master problem, 이하 (RMP))
라고 하자. (RMP)의 LP 완화식을 최적해 까지 
풀었을 때(LP solver를 사용하여)의 optimal dual 
solution를 , , 라고 하자. 열 생성 부 문제

(column generation subproblem)는 (RMP)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경로 변수(또는 수송 패턴 변

수)들 중에 주 문제의 목적 값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된다. 
 
(SP1(k)) 

min  

s. t.    
 
위 문제는 주어진 commodity 에 대해 현재의 
조건에서 이득이 되는 경로가 있는지를 찾는 
문제이다. 즉, 위 문제는 edge의 길이가 

로 주어지는 그래프에서 commodity 
의 출발지에서 시작해서 도착지까지 도달하는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이며 매우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7]. 만약에 위 
문제의 optimal value가 0보다 작으면 이 경로에 
해당하는 경로 변수를 (RMP)에 추가한다. 
 
(SP2(e)) 

max  

s. t.   max
,| |

 

0,1 ,  
 
위 문제는 주어진 edge 에 대해서 이득이 되

는 수송 패턴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문제이다. 
만약 위 문제의 최적해의 값이 0보다 크면, 이 
수송 패턴을 (RMP)에 추가한다. 위 문제를 살

펴보면 배낭문제(Knapsack problem)와 비슷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위 문제는 배낭 문

제의 안정 최적화 버전에 해당하는 안정 배낭 
문제(robust Knapsack problem, 이하 (RKP))에 해

당한다. 불확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가 0
이 됨으로써 위 문제는 일반적인 배낭문제로 
환원됨을 쉽게 알 수 있다. 배낭문제는 많은 
조합최적화 문제의 하부 구조로 등장하는 유명

한 문제이다. 비록 배낭문제가 NP-hard에 속하

기는 하지만 실용적인 기준으로 배낭문제를 매

우 빨리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많이 존재한다

[11]. Bertisimas등[3]은 일반적인 조합최적화 문

제의 목적함수의 계수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이 문제는 불확실성이 없는 조합최적화 문제를 
최대 n+1번 푸는 방식으로 풀 수 있음을 보였

다(이 때 n은 결정변수의 개수). 위 문제는 목

적함수의 계수가 아니라 제약식의 계수에 불확

정성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MP)는 (PSP)에 비해서 강화된 선형 완화 
한계값을 가진다. (MP)는 각 edge의 용량 제약

식을 Danzig-Wolfe decomposition방법을 통해 표

현 한 것으로 각 edge별로 Knapsack 제약식을 
complete description한 것과 같은 선형완화 한계

값을 가짐을 쉽게 보일 수 있다. 
 
2.1. Robust Knapsack Problem 
(RKP)의 가능해(feasible solution)의 집합 S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0,1  |  max
,| |

 

0,1  |  ,

for all   with | |  

이 때, 1,2, … , . , 는 nonnegative 정수

이다. 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정도를 나타낸다

[3]. 모든 에 대해서   라고 가정

한다. 또한, 이라고 가정

하고 0이라고 정의하자. 어떤 에 
대해서 를 의 부분집합이면서 최대 개

의 가장 작은 원소(index)들을 포함하는 집합이

라고 정의하자. 즉, 
,

 | | | | ,   
if | | ;
otherwise

 

 
| ,  for  ,

 그리고 1 이라고 정의하자. 
 
Proposition 2.1. , ,…, , , 이 때, 

0,1 ∑ ∑ . 
Proof. 먼저 , ,…, , 를 보인다. 
Feasible 에 대한 characteristic vector χ
를 가정하자. 만약 | | 이면 가 되

어 χ 이 성립한다. 따라서 | | 1
이라고 가정하자. max | 이라고 
하면 정의에 의해서 이고 | |
이다. 따라서, ∑ ∑ ∑
∑  이 성립하며 이는 

χ 임을 의미한다. | | 1이기 때문

에 이 성립함을 유의하자. 또한 이

면, | | 이기 때문에 χ 이다. 따라

서, , ,…, , 이다. 
    이제 , ,…, 임을 보인다. 어떤 

에 대해서 일 때 χ  라고 



가정하자. 1이면, 에 의해서 
∑ ∑ ∑ 가 성립

하여 χ 이다. 이라고 가정하면, 모

든   에 대해서 | | 이고 
이므로 ∑ ∑ ∑

∑ ∑ ∑
∑ 이 성립하여 

χ 이다.  
따라서 

, ,…, , ,…, , 이며, 

, ,…, ,  이다.   □ 

Γ, Γ 1, … , 1, 1 을 정의하자. 
만약 어떤 에 대해서 이라면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Proposition 2.2. (RKP) max ∑ | 
는 보통의 Knapsack 문제 

max ∑ |  을 최대 1번

풀면 풀 수 있다. 
Proof. max     □ 

 

3. 풀이 방법 
 
(MP)를 풀기 위해서 branch-and-bound 방법을 
사용한다. 각 branch-and-bound tree node에서는 
(RMP)의 정수 제약을 완화 한 후에 LP 최적해

를 구한다. (RMP)의 LP완화 문제를 푸는 과정

에서 얻은 dual 변수 정보를 이용하여 각 
commodity와 edge별로 column generation 
subproblem 을 수행한다. Subproblem의 최적해

가 모두 0이면 현재의 (RMP)의 최적해는 (MP)
의 LP 완화 최적해가 된다. 이 해의 모든 변수

가 정수이고 incumbent값과 비교하여 더 좋은 
해이면 incumbent를 업데이트한다. 정수가 아닌 
변수가 있으면 branching이 이루어진다.  
 
3.1. Variable Fixing 
Branch-and-bound 수행 도중에 어떤 branch-and-
bound tree node n에서의 LP 완화 최적값(optimal 
value, )와 incumbent값( ) 사이의 차이를 
gap 라고 하자(gap ). 임의의 이

진 변수 의 reduced cost를  라고 하자. LP 
이론에 의하면 LP 최적해를 구하였을 때 non-
basic변수들 중에 reduced cost가 gap 보다 작

으면 그 변수는 의 하위 node들에서 0으로 고

정될 수 있다. 즉,  
if   set  0 

이다. 그러나 (MP)의 변수들을 직접 위 방법을 
사용하여 fixing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한데 
그 이유는 (MP)의 변수들은 column generation 
subproblem을 통해서 생성되는데 특정 변수들

을 0으로 fixing하도록(즉, 특정 column이 생성

되지 않도록) subproblem의 구조를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각의 column들을 
fixing하는 것은 전체 feasible solution set의 극히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효과를 기

대하기 힘들다.   를 commodity 가 edge 를 
사용하여 수송되는지를 결정하는 이진 변수라

고 하자.   ∑ ;  임을 쉽게 알 수 있

다(이 제약식을 일반적으로 coupling 제약식이

라고 한다). 변수 를 fixing하도록 subproblem
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 ; 을 (MP)에 추가하고 이 제약식

에 해당하는 optimal dual 변수를 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if   set  0 
어떤 변수 를 0으로 fixing 하기 위해서 
(SP1(k))에서는 edge 의 cost를 매우 큰 값을 
부과하면 된다. (SP2(e))에서는 commodity 에 
해당하는 item의 상한을 0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MP)에 coupling 제약식을 추가하

면 (MP)의 문제 size가 커지게 됨으로써 (RMP)
의 LP완화 최적해를 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더욱이 coupling 제약식은 
redundant 제약식이기 때문에 (RMP)의 LP완화

의 dual solution의 degeneracy가 커지게 됨으로

써 column generation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발

생시킬 수 있다. 다음 proposition은   의 
reduced cost는 coupling 제약식을 (MP)에 명시

적으로 추가하지 않아도 구해질 수 있음을 보

여준다. 
먼저, ;  | 을 정의하자. 
그리고 max ∑

을 정의하자.  

어떤 에 대해 주어진 , , 에서부터 만

들어지는 다음의 ̂를 생각하자. 

̂ , , , ,
; ,

0,

;
otherwise.

 

 
Proposition 3.1. , , 이 (MP)의 LP완화 
optimal dual solution 이면, ̂는 coupling 제약식

을 추가한 (MP)의 LP완화의 optimal dual 
solution이다.  

Proof. LP duality 이론을 통해 쉽게 보일 수 있

다.      □ 
 
위의 결과에 의해 다음을 얻는다.  
어떤 , 에 대해,  
if   ; set  0 
 
3.2. Branching Rule 
각 branch-and-bound node에서 (MP)의 LP완화 



최적해가 정수해가 아니면 branching이 이루어

진다. 이 때 정수가 아닌 경로 변수 를 얻었

다고 가정하자. 제약식 (3)에 의해 정수가 아닌 
다른 경로 변수 가 존재한다. 두 개의 경로 
, 에 대해서 두 개의 경로가 갈라지는 제일 

처음 node 를 생각하자. 에 접한 edge들의 
집합을   라고 하자. 에서 경로 , 가 
모두 지나는 edge를 제외한 나머지를 두 개의 
disjoint 부분집합으로 나눈다. 이 때, 각 부분집

합에는 경로 (또는 )에만 속하는 edge가 하

나씩만 포함 되도록 한다. 즉, 
  | , 라고 할 때, 

,   ,
| 1, 1을 만족하는 , 을 

생성한다. 두 개의 branch-and-bound node를 생

성하여 각각 , 를 사용하지 않는 edge로 설

정한다. 새로 생성된 branch-and-bound  node들
에서는 현재의 정수가 아닌 경로 , 가 발생하

지 않는다. 
 
3.3. Early Termination 
(MP)의 LP완화 optimal value는 (MP)에서 모든 
제약식을 dualize해서 얻은 Lagrangian dual 
problem의 optimal value와 같음을 쉽게 보일 수 
있다. 이로부터 다음의 간단한 column 
generation의 종료 조건을 얻을 수 있다. 

if 

prune current BnB node   
 
4. 실험 결과 
 
4.1. Test Problems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sndlib[12]
의 실제 통신 network의 문제들을 사용하였다. 
표 1은 이 문제들의 특성을 보여준다. 

표 1 테스트 문제 특성 
No Name | | | | | | Γ
1 cost266-113 37 57 113 34 20%
2 dfn-gwin 11 47 110 33 20%
3 dfn-bwin 10 45 90 30 20%

4 
nobel-

germany 
17 26 121 36 20%

5 nobel-us 14 21 91 27 20%
6 polska 12 18 88 19 20%
7 di-yuan 11 42 22 6 20%
8 pdh 11 34 24 7 20%

 
알고리즘은 Pentium4 2.8GHz Ram2GB의 사양을 
가지는 PC에서 C++로 구현됐으며 LP solver로
는 CPLEX 10.1이 사용되었다. 상용 IP 패키지

와의 성능 비교를 위해 XpressMP 2006을 사용

하였다. 표 2는 본 알고리즘과 XpressMP의 계

산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XpressMP를 위해서 
flow based formulation의 robust counterpart 
formulation을 사용하였다[4]. 
    #LP는 LP 풀이를 실행한 횟수이고 LP time
은 LP를 푸는데 걸린 총 시간(초)이다. #KP는 
Robust Knapsack 문제를 푼 횟수이고 ()안은 생

성된 commodity pattern의 개수이다. #SP는 최단

경로문제를 푼 횟수이고 ()안은 생성된 경로 
변수의 개수이다. KP time, SP time은 각각 KP와 
SP를 수행한 총 시간(초)이다. #Node는 생성된 
branch-and-bound node의 개수이다. Rgap은 
optimal value와 root node에서의 (MP)의 LP완화 
optimal value의 차이이며 ⁄ 100으

로 계산한다. Total time은 총 수행 시간(초)이다. 
*는 제한시간 내에 최적해를 찾지 못했음을 표

시한다. 이 경우에 (Rgap)은 종료시 gap을 뜻한

다.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계산 시간면에서 상용 IP 패키지 
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로 
우수한 LP완화 bound 덕분으로 보여진다. 

 
표 2 계산 결과 

Prob
lem 

Branch-and-Price XpressMP 

#LP 
LP 

time #SP(#col) 
SP 

time 
#KP(#col)

KP 
time

#Node Rgap(%)
Total 
time

#Node Rgap(%) 
Total 
time

1 397 54.3  41358(1277) 6.8  4723(1551) 8.4 1 0.00% 83.1 4989 0.15% 667.0 

2 94  2.4  10340(500) 1.5  1362(600) 0.8 2 0.00% 7.3 25706 0.90%(0.43%) 3600*

3 80  0.3  7200(335) 0.7  649(331) 0.7 7 0.71% 3.7 1177 8.15% 173.0 

4 1539 38.1  186219(758) 17.9 6954(5461) 5.1 40 0.02% 88.8 7589 0.13% 187.0 

5 3592 60.2  326872(3432) 17.8 27654(10556) 25.6 87 0.46% 150.0 39  0.85% 19.9 

6 1037 194.4 68442(1279) 3.1  17346(8524) 16.5 19 0.26% 234.8 84123 3.91%(8.21%) 3600*

7 43  0.1  946(204) 0.1  776(136) 0.1 1 0.00% 0.4 33  6.97% 4.6 

8 88  0.2  2112(324) 0.2  1392(300) 0.2 3 1.67% 1.1 205  21.37% 9.7 



Rgap 을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더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 과 그림 1 은 문제 1 에 대하여 의 
변화에 따른 최적해의 변화를 보여준다. A 는 
주어진 에 대하여 하나의 edge 가 violation 될 
확률의 상한값[4]이고 B 는 문제의 모든 
edge 들이 violation 하지 않고 feasible 할 확률의 
하한값[4]이다.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최적해는 
어느 정도의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edge 가 
feasible 할 확률은 commodity 의 개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에 대해서도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3  에 따른 최적해의 변화 

 A B 
Optimal 

value 
Increasing

0 100.00% 0.00% 1032584 0.00% 
3 42.54% 0.00% 1039049 0.63% 
6 31.99% 0.00% 1040412 0.76% 
9 22.59% 0.00% 1043151 1.02% 

12 15.14% 0.01% 1044212 1.13% 
15 9.38% 0.36% 1045045 1.21% 
18 5.55% 3.87% 1045288 1.23% 
21 2.97% 17.92% 1045651 1.27% 
24 1.54% 41.32% 1045798 1.28% 
27 0.94% 58.35% 1045876 1.29% 
30 0.32% 83.42% 1046056 1.30% 
33 0.12% 93.24% 1046056 1.30% 
36 0.05% 97.30% 1046056 1.30% 

 

 
그림 1  에 따른 최적해의 특성 
 
5. 결론 
 
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였을 때 경로선택문

제(Path Selection Problem)의 최적해를 구하는 알

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

고리즘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deterministic) 최적화 문제의 최적해법의 장점

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를 
가능하게 한 것에 의의가 있다. PSP에 대해 제

시된 최적해법 알고리즘을 적용하였고 알고리

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실제 통신 network상

에서 계산 실험을 수행 하였다. 계산 수행의 
결과는 제안한 알고리즘이 상용 IP 패키지에 
비해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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