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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 최대 흐름 네트워크 공격 문제의 최적화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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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maximum flow network interdiction problem (MFNIP), which is 

to minimize the maximum flow from a node to another node by interdicting the arcs 

with limited resources available in the capacitated directed network. To reflect the 

uncertainties in the amount of resources needed to attack, a robust maximum flow 

network interdiction problem was designed through the robust optimization techniqu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an algorithm using combinatorial Benders’ cuts was 

proposed. The computational experiences were reported by using the algorithm on 

randomly generated grid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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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네트워크 공격 문제(NetworkInterdictionProblem,이하 NIP)란 특정한 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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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에 하여,제한된 자원으로 네트워크 내의 다수의 호(arc)를

공격하여 네트워크의 기능을 최 한 하시킴으로써 의 목 달성을 방해하는 문제

이다.

NIP는 과 아군의 두 개체로 구성된다. 은 최단 경로(Shortestpath)탐색 는

최 흐름(Maximum flow)도출 등의 목 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아군은 의 목

달성을 방해하기 해서 네트워크의 호를 공격하여 호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괴한다.따라서 NIP는 의 목 에 따라 최단 경로 네트워크 공격 문제(ShortestPath

Network Interdiction Problem,이하 SPNIP),최 흐름 네트워크 공격 문제

(Maximum Flow NetworkInterdictionProblem,이하 MFNIP)등 다양한 조합 최

화(Combinatorialoptimization)문제로 확장할 수 있다.

이 에서 MFNIP는 제한된 자원으로 네트워크의 호를 공격하여 최 흐름을 최소

화하는 문제로,미 육군남부사령부에서 마약,불법 화학 물질 등 비정상 인 유통망을

통한 물자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한 유통경로 공격 계획에 사용하기 하여 최 로

고안되었다(Wood1993).

MFNIP는 군사 으로 시 의 물자 보 량을 최소화하는 병참선 공격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충분한 물자 보 은 시 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기 한 필수 조

건이다.따라서 의 항이 격렬하여 정면 돌 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 을 차단하여

의 쟁 수행 능력을 하시킬 수 있다.따라서 MFNIP는 의 보 기지에서 장

까지의 보 을 방해할 수 있는 효율 인 계획을 도출하는 문제에 활용할 수 있다.

MFNIP의 수리 모형은 Wood가 최 로 구체화하 다. Wood는 이 문제가

NP-Complete임을 증명하 으며 다양한 확장 모형도 제시하 다(Wood 1993). 한

Cormican등은 기존 모형에 불확실성을 반 한 추계 모형(Stochasticmodel)을 제

안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 다(Cormican1998).Israeli와 Wood는 SPNIP를 구체 으

로 정의하고 Benders의 분해법(Benders’decomposition)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MFNIP에서 공격의 정의는 호를 괴하는 것이지만 SPNIP에서 공격의 정의는

호의 길이를 신장시키는 것으로 Israeli등은 공격할 호를 하게 선택하여 최단 경

로를 최 화하는 문제를 해결하 다(Israeli2002).

Bingol은 라그랑지안 발견 기법(Lagrangianheuristic)을 이용하여 MFNIP의 근사

해법을 제시하 다.실험결과 제시된 알고리즘은 수 이내에 3% 내외의 근사해를

찾아내었다(Bingol2001).Uygun은 라그랑지안 완화 기법(Lagrangianrelaxation)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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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분지되는 마디의 수를 제한함으로써,최 해를 도출하기 이라도 근사해를

도출하면 종료되는 제한된 분지한계법 알고리즘(Limited-enumerationbranch-and-bound

algorithm)을 제안하 다.이 알고리즘은 분지한계법으로 최 해를 도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 을 보완하기 하여,도출되는 해가 일정한 구간의 근사해일 경

우 알고리즘을 종료한다.Uygun의 알고리즘 역시 수 이내에 3% 내외의 근사해를

도출하 다(Uygun2002).

하지만 Bingol과 Uygun의 알고리즘은 최 해를 찾아내지 못하는 단 이 있다.그

리고 라그랑지안 곱수(Lagrangian multiplier)의 기값 선택에 따라 상한값(Upper

bound)과 차이가 큰 근사해를 도출하는 경우도 발생하 다.

Royset과 Wood는 MFNIP에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목 식을 추가한 확장 문제를

연구하 다.이는 목 식이 두 개인 토 최 해(Paretooptimal)를 찾는 문제로써

MFNIP의 변형이다.이 모형은 최 흐름을 최소화하면서 자원을 최 한 약하는 모

형으로 MFNIP를 더욱 실화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Royset2007).

이처럼 재까지의 MFNIP 련연구는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

모형(Deterministicmodel)이 부분이다.결정 모형에서는 어떤 호를 단하기

한 자원의 필요량이 정확하게 주어진다고 가정한다.즉,주어진 자원을 사용하여 공격

할 경우에 공격받은 호는 반드시 단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그러나 실에서는 공

격이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호의 단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하게 측하

는 것은 불가능하며 항상 어느 정도의 추정의 범 를 가지게 된다.

를 들어, 시 의 물자 보 최소화를 한 병참선 공격 계획에 한 문제를

생각해 보자.무기(자원)의 효과는 명 률,지형,기상 등 장 불확실성의 향으로

정확한 측이 불가능하다.따라서 특정 지 을 괴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의 양은 불

확실성을 지니며,불확실성으로 인한 공격의 부분 인 실패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임무 성공의 확률을 격하게 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

을 모형에 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ood가 제시한 MFNIP문제에 자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강건 최 흐름 공격 문제(RobustMaximum Flow NetworkInterdictionProblem,이

하 RMFNIP)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 MFNIP RMFNIP의 해를 효율 으로 도출하기 해서 조합 Benders의

단평면을 이용한 새로운 최 해 탐색 알고리즘을 제안할 것이다.본 연구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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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알고리즘은 원래의 문제를 주 문제(Masterproblem)와 부 문제(Subproblem)로

나 어 자료의 불확실성을 주 문제에서 분리하여 다루기 때문에 기존의 MFNIP와 새

로운 RMFNIP에 거의 동일한 알고리즘을 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먼 2장에서는 최 흐름 네트워크 공격 문제에

한 기존 모형을 소개하고 분석한다.이어서 3장에서는 이 최 흐름 네트워크 공격

문제에 강건 조합 최 화 기법을 용해야 하는 타당성에 해 고찰하고,강건 최

흐름 네트워크 공격 문제를 제안한다.4장에서는 강건 최 흐름 네트워크 공격 문제

를 효율 으로 해결하기 해 고안한 조합 Benders의 단평면을 활용한 알고리즘

에 해 설명한다.5장에서는 실험 제 생성 방법에 해 설명하고 알고리즘의 효율

성을 평가한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를 요약하

고 추후 개선 방안에 하여 언 한다.

2. 최 흐름 네트워크 공격 문제의 모형

MFNIP는 유방향 그래 (Directedgraph)상에서 정의된다.무방향 그래 (Undirected

graph)의 경우,각 호를 방향이 다른 두 개의 평행한 유방향 호로 교체하여 유방향

그래 로 모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방향 그래 는 출발 마디와 도착 마디를 포

함하는 마디의 집합과 유방향 호의 집합으로 구성되고,이 유방향 그래 를 표 하는

기호는   를 사용한다.은 마디들의 집합으로 출발 마디 ∈와 도착

마디 ∈를 포함하고,는 유방향 호들의 집합으로 각 유방향 호 ∈는

  로 표 하며 ∈는 꼬리 마디를 ∈는 머리 마디를 의미한다.이 때

에는 머리 마디와 꼬리 마디가 일치하는 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모든

호 ∈는 호를 통하여 이동할 수 있는 물자의 제한량인 최 흐름양 와 각 호

를 괴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의 필요량 를 갖는다.이때,와 는 비음의 정수로

가정하고,공격받은 호는 반드시 괴된다고 가정한다. 한 아군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량은 로 나타낸다.

결정변수는 와 로 정의한다.는 호 를 통한 흐름양의 값을 가지며,

는 이진변수(Binaryvariable)로써 호 가 공격받을 경우 1,그 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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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 값을 갖는다.는 연결된 그래 이며 에서 로 흐름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에서 로 흐름의 정의는 출발 마디 에서 도착 마디 까지 물동량이다.

그래  에 호 를 추가하여 ′ ∪인 그래  ′  ′을

생성하고,호 를 통한 흐름양의 값을 갖는 결정변수를 라고 하자.그래

 ′에서 를 최 화하는 문제는 그래  에서의 최 흐름 문제와 동일함을 쉽

게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Wood는 다음과 같은 수리모형을 제시하 다(Wood1993).

[MFNIP-P]

min∈max

s.t. 
  ∈

 
  ∈

  (1)


  ∈

 
  ∈

 ∀∈＼ (2)


  ∈

 
  ∈

  (3)

≤∀∈ (4)

≥∀∈∪ (5)

where  ∈
  

∈

≤ (6)

제약식 (6)을 제외한 목 식 내부의 최 화 문제는 각 호의 흐름의 상한을

로 하는 최 흐름 문제의 형 인 조합 최 화 모형이다.제약식 (4)는

호 의 물동량이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호 가 공격받아서 괴되

는 경우( 인 경우)호 의 물동량은 반드시 이 되어야 한다는 제한사항을

의미한다. 한 제약식 (6)은 호에 한 공격이 가용 자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나

타낸다.즉,집합 는 가용자원을 만족시키는 모든 호 공격 패턴의 집합이다.

[MFNIP-P]는 형 인 이계층 최 -최소 문제(Bilevelmin-maxproblem)이므로 선

형 계획법(Linearprogramming)기반의 분지한계법(Branch-and-bound)을 용하는

것은 제한된다(Colson2007).그러나 (Dual)이론을 이용하면 동일한 해를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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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혼합 정수 계획 모형을 만들 수 있다.즉,[MFNIP-P]에서 를 고정하여

내부 최 화 문제의 문제를 도출한 후,의 고정을 해제하고 약간의 변형을 가

하면 동일한 해를 구하는 다른 수리 모형으로 변형할 수 있다.

즉,제약식 (1),(2),(3),(4)에 응하는 변수를 각각 ,,,로 하여 내

부 문제의 문제를 도출한 후,를 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은 수리 모형

이 생성된다(Wood1993).

[MFNIP]

min
∈



s.t. ≥∀ ∈ (7)

  (8)

  (9)


∈

≤ (10)

∈∀∈ (11)

∈∀∈ (12)

어떤 마디의 부분집합 에 하여,꼬리마디는 에 포함되어 있고 머리마디는 집

합 (＼)에 포함되어 있는 유방향 호들의 집합   를 에 한 단

(Cut)이라고 정의한다.이에 의하여  단   는 ∈ ∈인 단 을 의

미한다.이  단   를 에서 제거하면,출발마디에서 도착마디로의 흐름

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단   의 비용은 집합에 포함되는 각각의 호들

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의 합으로 정의한다.따라서 최소 비용 단 문제는 최

소 비용의  단   를 찾는 문제이다.

[MFNIP]는 최소 비용 단 문제의 구조를 확장한 문제로 볼 수 있으며,[MFNIP]의

최 해는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결정변수 는 ∈
인 경우 1,∈인 경우 0

의 값을 갖는다.결정변수 는 호 를 제거하기 하여 공격할 경우 1,그 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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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0의 값을 갖게 되며,공격 받은 호는 앞의 가정에 의해서 반드시 단된다.결정

변수 는 호 가  단   에 포함되고 공격받지 않는 경우 1,그 지 않

을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MFNIP]는 일반 인 이진 혼합 정수 계획 모형이다.그러므로 선형 계획법 기반의

분지한계법을 용할 수 있다.하지만 분지한계법은 정수 계획 모형에 일반 으로

용되는 알고리즘으로,식별된 모든 가능해(Feasiblesolution)를 목 식에 일일이 입

해야 최 해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 이 있다.그러므

로 보다 효율 으로 최 해를 도출하기 해서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MFNIP]는 결정 모형으로 불확실성이 반 되지 않는다는 단 도 존

재한다. 실 세계,특히 장은 불확실성이 만연한 공간으로써 MFNIP를 실제로

용하기 해서는 불확실성을 반 하여 문제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3장에서는 MFNIP에 불확실성을 반 하여 확장한 RMFNIP의 수리모형을

제안하고,4장에서는 보다 효율 으로 모형의 최 해를 도출할 수 있는 조합

Benders의 단평면을 이용한 최 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3. 강건 최 흐름 네트워크 공격 문제

MFNIP의 수리모형 [MFNIP]는 호에 한 공격이 부 성공한다고 가정하는 결정

(Deterministic)모형이다.하지만 실에서 모든 공격이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용자료의 수치도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그러므로 MFNIP를 실

에 용하기 해서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모형으로 확장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최 화 문제를 해결하는 통 인 방법으로는 추계 방법

(Stochasticprogramming)이 있다.추계 방법은 확률 분포의 존재를 가정하여 모형

화하는 방법이다.하지만 불확실한 자료의 확률 도 함수를 정 하게 측정하는 것은

일반 으로 매우 어렵고,문제의 크기가 커질수록 해결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Bertsimas가 제안한 강건 조합 최 화 기법(Robustoptimization)은 확률 분

포를 사용하지 않고 정보의 추정 값과 변화 가능 범 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계 방

법에 비해 실 이다. 그리고 이 기법을 용한 강건성 안 문제(Robust

counterpart)는 혼합 정수 계획 문제로 모형화하여 분지한계법을 용할 수 있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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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성 안 문제를 이용하여 강건성(Robustness)과 최 성(Optimality)의 만족 범 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 을 갖는다(Bertsimas2004).따라서 MFNIP에 불확실성

을 반 하기 하여 강건 조합 최 화 기법을 용한 RMFNIP를 제안한다.

혼합 정수 계획 모형에 한 강건 조합 최 화 기법의 일반 인 용 방법을 먼

살펴보자.

일반 인 정수 계획 모형 [IP]는 다음과 같다.

[IP]

min 

s.t. ≤  (13)

∈ ∈⋯ (14)

∈  ∈  ∈ × (15)

[IP]에 하여 행렬 와 벡터 의 성분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IP]의 행렬 의 각 성분 를 의미 있는 추정값(Estimate)인 평균(Mean)이라고 가

정하고,그 변화 범 가 ≥라고 하면,행렬 의 각 성분은 독립 이고 칭인

확률 변수(Random variable)로 정의할 수 있으며   범 내의

값을 갖게 된다.유사한 방법으로 벡터 의 각 성분의 추정값을 ,편차를 라고 하

면,는    범 내의 값을 갖게 된다.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행렬 의 모든 성분과 벡터 의 모든 성분 체가 변화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자료 체가 변화될 경우에는 목 식의 값이 본래 구하

고자 했던 값과 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어 최 목 을 달성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강건 최 화의 목 은 의미 있는 목 식의 값을 도출하는 범 내에서 자

료의 변화가 발생하 을 경우,가능해임을 보장할 수 있는 최 해를 찾는 것이다.

따라서,자료의 변화의 범 를 제한하는 모수(Parameter)인 보호수 (Protective

level)을 도입한다.보호수 은 로 표기하고,행렬 의 각 행 에 하여

      일 때   범 내의 값을 갖는 정수로 정의한다.그러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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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최 화 모형은 각 행 에서 최 개의 성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가능해임을 보

장할 수 있는 최 해를 도출하는 모형이 된다.이에 따라 모형은 가  에 가까울

수록 더 많은 자료의 변화를 고려하는 보수 인 해를 도출하게 되고,에 가까울수록

자료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해를 도출하게 된다.

유사한 방법으로 목 식의 보호수 는       일 때   범

내의 값을 갖는 정수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IP]에 한 강건 최 화 모형은 다음과 같다.

[Robust]

min max  ⊆≤



∈





s.t. 
max   ⊆≤




∈



≤ ∀ (16)

∈ (17)

한 [Robust]는 Bertsimas와 Sim이 증명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 인

혼합 정수 계획 모형으로 재모형화할 수 있다(Bertsimas2004).

[Robust-MIP]

min 
∈



s.t. 


∈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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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결정변수와 개의 제약식으로 구성된 [IP]에 한 [Robust-MIP]는


 



 개의 결정변수와 
 



 개의 제약식으로 구성된다.

한 [Robust-MIP]에서는 자료가 보호수 보다 게 변화될 경우에는 가능해를 항상 유

지하며,보호수 보다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높은 확률로 가능해를 유지한다.

이제 MFNIP에 강건 조합 최 화 기법을 용하여 RMFNIP를 정의해 보자.

아군이 어떤 호 를 괴하기 하여 필요한 자원 를 사용하여 공격을 시도하여

도,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호 가 괴되지 않을 수도 있다.호를 괴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양인  역시 외부 요인의 향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RMFNIP는 MFNIP에서 반 하지 못하는 이러한 공격 실패 가능성을 반 한다.

호 에 의 자원을 투입하여 공격하 지만,무기가 명 하지 않았거나 무기의 효

과가 주변 상황 요인에 의해 반감되었을 경우 등의 돌발 변수로 인하여 호 가 완

히 괴되지 않고 일부만 피해를 입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이러한 호를 완

하게 괴하기 해서는 일정량의 자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며,추가 투입량은 의

미 있는 범 내의 수치일 것이다.따라서 호 를 괴하기 하여 필요한 자원 소모

량의 의미 있는 추정값을 라고 하고,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자원의 필요량의 최댓값을 비음의 상수 라고 하면,호 를 괴하기 하여

사용되는 자원의 필요량은  범 내의 값을 갖는다.

한,시도한 모든 공격이 실패하여 공격 상인 호 체에 추가 자원이 필요할 가

능성도 매우 낮으므로,공격이 실패할 횟수의 최 허용치를 라는 비음의 정수로

정의한다.가 매우 큰 값이면 모든 공격이 실패하는 경우를 의미하며,이 경우 공격

에 필요한 자원이 부 의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결정 인 문제를 푸는 것

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방법을 용하여 필요 자원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공격 가능한 호들의 집

합을 다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이바로 2010).

 ∈
 

∈

ma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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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공격한 호들 에서 개의 호에 한 공격이 실패하여 추가 공격을 하

을 경우에도 사용되는 자원의 합이 체 공격 자원의 한계인 보다 작아야 함을 의

미한다.  이면 결정 모형과 동일한 모형이 되며,의 값을 조정하여 호에

한 공격 계획이 어느 정도 보수 (Conservative)이 될지를 조 한다.의 값이 클수

록 공격 실패에 비할 수 있는 강건한(Robust)해를 얻을 수 있으나,공격 가능한 호

의 체 개수가 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 흐름을 최소화하는 목 달성에는 불리

할 수 있다.따라서,의 값은 해의 강건성을 조 하는 역할을 한다.을 사용하여

강건성을 고려한 RMFNIP의 수리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이바로 2010).

[RMFNIP]

min
∈



s.t. ≥∀ ∈ (26)

  (27)

  (28)


∈

max  ⊆≤


∈



≤ (29)

∈∀∈ (30)

∈∀∈ (31)

[RMFNIP]는 매우 복잡하고 일반 인 혼합 정수 계획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분지한

계법의 용이 제한된다.따라서 Bertsimas와 Sim이 제안한 방법으로 재모형화

(Reformulation)하여 다음과 같은 수리 모형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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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NIP-MIP]

min
∈



s.t. ≥∀ ∈ (32)

  (33)

  (34)


∈


∈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RMFNIP-MIP]는 강건 조합 최 화 기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을 반 한 혼합 정수

계획 모형이다.이 모형은 기존에 Wood가 제시한 [MFNIP]를 보다 실 으로 확장

한 모형으로 보호수 의 선택에 따라 불확실성을 반 한 해와 반 하지 않은 해를 모

두 도출할 수 있고, 형 인 혼합 정수 계획 모형이므로 분지한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닌다.하지만 기존 모형에 다수의 결정변수와 제약식이 추가되므로

문제의 크기가 매우 커지는 단 이 있다.

따라서 혼합 정수 계획 모형의 일반 인 풀이법인 분지한계법을 용하는 것보다

효율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조합 Benders의 단평면을 이용하여

[RMFNIP]의 최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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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 Benders의 단평면을 이용한 최 화 알고리즘

분지한계법(Branch-and-bound)은 혼합 정수 계획 모형의 최 해를 찾는 가장 일반

인 알고리즘이다.분지한계법은 열거법의 일종으로 별 가능한 모든 가능해

(Feasiblesolution)를 열거하여 차례로 제약식에 입하면서,도출되는 목 식의 값에

따라 상한(Upperbound) 는 하한(Lowerbound)의 설정을 반복하여 최 해를 찾아

나간다.

따라서 분지한계법은 특별한 알고리즘이 없는 혼합 정수 계획 모형에 일반 으로

용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문제의 제약식을 만족하는 별 가능한 모든 해를 고

려해야 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문제의 크기가 클수록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단 이

있다.

이에 따라,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RMFNIP의 해를 분지한계법보다 효율 으로 도

출하기 하여 조합 Benders의 단평면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합 Benders의 단평면 알고리즘은 일반 인 Benders의 분할 알고리즘

(Decompositionalgorithm)의 일종이다.일반 인 Benders의 분할 알고리즘은 원래의

문제를 두 개의 독립 인 문제로 분할하고,이 두 문제를 반복 으로 풀어가면서

차 개선된 해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최 해를 찾는다(Codato2006).

알고리즘은 원래의 문제를 주 문제(MasterProblem)와 부 문제(Subproblem)로 분할

(Decomposition)한 후,주 문제에서 도출한 정수 최 해의 유효성을 부 문제에서 검사

(Check)하게 된다.부 문제는 주 문제의 최 해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단평면

(Cuttingplane)을 생성하는데,일반 으로 목 값 단평면(Objectivecut)과 유효성

단평면(Feasibilitycut)이라고 부른다.목 값 단평면은 재의 주 문제의 최 해

가 만족해야만 하는 상한( 는 하한)값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유효성 단평면은

재의 주 문제의 최 해가 원문제의 유효성을 만족하기 해 필요한 추가 인 제약

식의 역할을 한다.

이 방법은 원래의 문제를 비교 간단한 두 개의 문제로 분할하기 때문에 분할한

문제를 푸는 것은 원래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 쉬워지고, 단평면을 사용하여 불필요

한 가능해를 배제함으로써 고려해야 하는 가능해 집합을 축소시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장 이 있다.단지,주 문제와 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여 풀어야 하기 때문에

주 문제와 부 문제를 얼마나 쉽게 분할하는지가 성능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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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조합 Benders의 단평면 알고리즘은 일반 인 Benders의 단평면 알고리

즘과는 달리 부 문제에서 주로 유효성 단평면만을 생성한다.알고리즘은 주 문제에

서 도출한 해를 이용하여 부 문제의 유효성 여부(Feasibility)를 검사하고,부 문제가

유효하지 않다면(Infeasible)부 문제의 제약식들 에서 부 문제를 유효하지 않게 만

드는 일부 제약식들의 집합을 조합 인(Combinatorial)방법으로 찾아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RMFNIP의 해결을 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주 문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MASTER]

min
∈



s.t. ≥∀ ∈ (43)

  (44)

  (45)


∈

≤ (46)

∈∀∈ (47)

∈∀∈ (48)

주 문제의 최 해가 일 때 집합  ∈  
 를 정의하고,이어서 에

한 부 문제를 다음과 같은 유효성 문제(Feasibilityproblem)로 정의한다.

[Sub-()]


∈

max  ⊆≤


∈



≤ (49)

 ∀∈ (50)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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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제 [Sub-()]의 두 번째 제약식  ∀∈의 집합은 주 문제의 최 해

에 의해 정의되므로,이 부 문제의 유효성은 에 의해서 결정된다.조합

Benders의 단평면 알고리즘은 와 같이 주 문제의 최 해에 의해 정의되는 부 문

제의 제약식들 에서 부 문제를 유효하지 않게(Infeasible)만드는 제약식의 집합을

찾아내고,이를 이용하여 생성된 단평면을 주 문제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Codato2006).이때 부 문제를 유효하지 않게 만드는 제약식들의 집합 에서 더 이

상 일 수 없을 때까지 인(Minimal)제약식의 집합을 일반 으로 Minimal

InfeasibleSubsystem(MIS)라고 한다.즉,MIS는 원소들 에서 한 가지만 제외되더라

도 나머지 제약식들의 집합은 유효(Feasible)하게 된다.

주 문제는 식 (29)에서 최 화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MFNIP]와 동일하다.따라서

이 알고리즘을 [MFNIP]에 용하기 해서는 식 (46)을 제외하여 주 문제를 구성하

고,부 문제에서 식 (46)의 유효성 여부를 검사토록 구성하여 용 가능하다.

일반 인 Benders의 분할 기법에서는 부 문제가 선형계획법(Linearprograming)으

로 모형화되기 때문에, 문제를 이용해서 비교 쉽게 MIS에 포함되는 제약식들

을 찾을 수 있다.그러나 본 문제처럼 부 문제가 정수계획법(Integerprogrammin)문

제일 경우에는 문제를 이용해서 MIS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용한다.부 문제 [Sub-()]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

한 특정한 MIS를 라고 하자,는 에 의해 결정되므로 의 부분집합이다(즉,

⊆).그러므로 집합 에 의한 Benders의 단평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52)

단평면 (52)는 재 주 문제의 최 해 에서 부 문제를 유효하지 않게 만드는 일

부 결정변수들의 조합이 모두 1의 값을 가지는 것을 지한다.

단평면 (52)를 생성할 수 있는 집합 (⊆)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한 집합 의 크기가 작을수록 생성된 단평면이 주 문제에 추가되었을 때 많은

개수의 주 문제의 가능해(Feasiblesolutions)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따라서

집합 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다.

가장 작은 크기의 집합 를 찾는 문제를 최소 개수 MIS문제(Minimalcardinality

MISproblem)라고 하며,최소 개수 MIS문제는 NP-Hard에 속하는 문제로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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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러므로 최소 개수 MIS문제는 일반 으로 매우 풀기가 어렵다(Codato2006).

하지만 가장 작은 크기의 집합 를 반드시 찾을 필요는 없다.즉,집합 는 부

문제를 유효하지 않게 만들며 비교 작은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다.여기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먼 ,집합 의 원소 에서 가 가장 큰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을 (즉,

⊆)로 정의하자.부 문제의 비유효성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

max  ⊆ ≤


∈





∈

 
∈
≤        (53)

즉,주 문제의 해가 의 식을 만족하면 부 문제는 유효하고,그 지 않으면 부 문

제는 비유효하다.그리고 부 문제가 비유효할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의 경우 한

가지를 만족한다.

(a) 
∈
 

∈
                         (54)

(b) 
∈
 

∈
≤                        (55)

경우 (a)는 집합 가 이미 부 문제를 비유효하게 만들기 때문에 ⊆를 만

족하는 MIS가 존재한다. 한 경우 (b)는 ⊆⊆를 만족하는 MIS가 존재한

다.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부 문제를 도출할 수 있다.

[Sub1-()]

min
∈


s.t. 
∈
≥ (56)

∈∀∈
 (57)

[Sub2-()]

min 
∈＼



s.t. 
∈＼

≥ 
∈
 (58)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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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충분히 작은 상수이다.

부 문제 [Sub1-()]는 경우 (a)일 때 ⊆를 만족하는 최소한의 MIS를 찾는

문제이고,부 문제 [Sub2-()]는 경우 (b)일 때 ⊆⊆를 만족하는 최소한의

MIS를 찾는 문제이다.두 가지 부 문제는 일반 인 배낭 문제(Knapsackproblem)의

형태로써 NP-Hard에 속하는 문제이지만,배낭 문제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다양

한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따라서 최소 개수 MIS문제를 직 푸는 것보다 두 문제

를 푸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의 두 가지 부 문제에서 도출한 최 해의 집합을 각각 집합


 ∈   과 집합 

 ∈＼   ∪라고 정의하자.조

합 Benders의 단평면을 이용한 RMFNIP의 해결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조합 Benders의 단평면을 이용한 RMFNIP의 해결 알고리즘>

[단계 1]

[MASTER]를 해결하여 해 를 도출한다.

[단계 2]


∈

 
∈
≤이면 재의 해 가 [RMFNIP]의 최 해이므로 알고

리즘을 종료한다.그 지 않으면 [단계 3]으로 이동한다.

[단계 3]


∈
 

∈ 
  이면 [단계 4]로 이동하고,

∈
 

∈
≤이면

[단계 5]로 이동한다.

[단계 4]

[Sub1-()]을 이용하여 

를 도출하고,도출한 해를 이용하여 다음의 단

평면을 생성한다.생성한 단평면을 [Master]의 제약식으로 추가하고 [단계

1]로 이동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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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Sub2-()]을 이용하여 

를 도출하고,도출한 해를 이용하여 다음의 단

평면을 생성한다.생성한 단평면을 [Master]의 제약식으로 추가하고 [단계

1]로 이동한다.


∈



≤ 


5. 계산 실험 결과

제시한 알고리즘과 분지한계법 기반의 [RMFNIP-MIP]의 문제 해결 속도를 비교하

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 다.알고리즘 [RMFNIP-MIP]는 C#언어를 사용하

여 컴퓨터 로그램으로 구 하 고,각 최 화 문제는 ILOGCPLEX11.0을 사용하여

해를 도출하 다.실험은 3GB RAM의 AMD Athlon64X2DualCoreProcessor

(2.91GHz)PC에서 실행하 다.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한 실험 제는 표 화된 유방향 격자형 그래 를

사용하 다.표 화된 유방향 격자형 그래 는 무작 로 그래 를 생성했을 때 그래

의 구조가 지나치게 단순해지거나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단 을 보완할 수 있다.그

래 의 크기는 합리 인 시간 내에 최 해를 구할 수 있는 크기로 제한하 고 생성된

그래 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1)그래 에는 출발 마디 와 도착 마디 가 존재한다.

(2)내부에는 개의 행과 개의 열로 이루어진 ×개의 내부 마디가 존재한다.

(3)번째 열의 마디를 제외한 첫 번째 행의 각 내부 마디 가 꼬리인 호는 2개

존재하고 해당 호의 머리는 각각 ,이다.

(4)번째 열의 마디를 제외한 번째 행의 각 내부 마디 가 꼬리인 호는 2개

존재하고 해당 호의 머리는 각각 ,이다.

(5)첫 번째 행,번째 행,번째 열의 마디를 제외한 각 내부 마디 가 꼬리

인 호는 3개 존재하고 해당 호의 머리는 각각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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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출발 마디 가 꼬리인 호는 개 존재하고 첫 번째 열의 각 마디가 해당호의

머리이다.

(7)번째 열의 마디가 꼬리인 호는 각각 1개씩 존재하고 해당호의 머리는 도착

마디 이다.

(8)주요 자료의 값(data)은 다음과 같다.

1)호에 허용되는 흐름의 최댓값 max,최솟값 min

2)호를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의 필요량의 최댓값 max,최솟값 min

3)자원 필요량 편차의 최댓값 max,최솟값 min

4)아군이 보유한 자원의 총량 

(9)출발 마디 가 꼬리인 호에 하여,흐름양은 max,자원의 필요량은 ,

편차는 의 값을 갖는다.

(10)도착 마디 가 머리인 호에 하여,흐름양은 max,자원의 필요량은 ,

편차는 의 값을 갖는다.

(11)(9)와 (10)에 해당되는 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흐름양은 minmax  범

내에서 난수로 생성된다.

(12) (9)와 (10)에 해당되는 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자원의 필요량은

minmax  범 내에서 난수로 생성된다.

(13) (9)와 (10)에 해당되는 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자원의 편차는

minmax  범 내에서 난수로 생성된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실험 제를 그림으로 표 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3×4 격 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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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제는 의 규칙을 이용하여 무작 로 생성하 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

다.표에서 는 min∼max,은 min∼max,는 min∼max를 의미하고,*는

제한시간(900 )이내에 최 해를 찾지 못하 음을 의미한다.실험은 × 그래

(G1)를 기 으로 하여,모수 (G2),(G3),(G4),(G5),마디의 수(G6,G7)에 변화

를 가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비교 작은 값이 주어진 경우 조합 Benders의

단평면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용하 을 때 반 으로 문제의 해를 효율 으로 도

출할 수 있다.

한 의 값이 증가할수록,제안된 알고리즘의 계산 시간은 증가하는 반면에

[RMFNIP-MIP]모형의 계산 시간이 어드는 것을 찰할 수 있는데,이는 다음과 같

은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1)[RMFNIP-MIP]모형의 경우 값이 커질수록 제약

조건이 강화되어 분지한계법에서 고려해야하는 유효해의 개수가 어들게 되기 때문

에,계산 시간이 어들게 된다.(2)Benders의 단평면 알고리즘의 경우 값이 커

질수록 더 많은 단평면을 추가하게 된다.이는 주 문제의 제약식 
∈

≤과

실제 제약식 
∈

max  ⊆≤


∈



≤ 사이의 괴리가 값이 커

질수록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러한 결과는 추가한 단평면의 개수가

증하여 문제 해결 시간도 증한 G3와 G6에서 찰할 수 있다.

즉,값이 증가할수록 공격 실패 가능성에 비하여 자원을 더욱 보존하려는 보수

인 해를 도출하게 되는데,값이 크다는 것은 공격 실패의 가능성을 크게 가정한

것이므로 원래 문제의 최 해와 괴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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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omputational results

Graph
Informaiton  Obj.Val

[RMFNIP-MIP]
Combinatorial 
Benders Cut

total time #node total time #cut

Name G1 0 823 15.4 137484 0.0329 0

#node 5x5 1 823 14.5 99080 0.0321 0

u 90-100 2 824 4.5 31246 0.0778 2

R 120 3 824 1.7 11388 0.1329 4

r 25-30 4 826 1.3 7888 0.4576 14

d 1-6 5 826 1.1 5922 0.4589 14

Name G2 0 831 30.2 236380 0.0316 0

#node 5x5 1 831 10.2 70750 0.0311 0

u 90-100 2 834 1.1 7076 0.401 12

R 120 3 835 0.3181 1080 0.831 24

r 25-30 4 927 71.7 370409 *

d 5-6 5 927 76.8 382624 *

Name G3 0 732 0.8 7563 0.0324 0

#node 5x5 1 738 0.3 1161 0.3254 10

u 90-100 2 742 0.1 263 9.7023 142

R 120 3 746 0.1 187 *

r 20-30 4 746 0.1 70 *

d 1-6 5 746 0.1 53 *

Name G4 0 913 4.4 38631 0.0311 0

#node 5x5 1 913 1.2 7521 0.0311 0

u 90-100 2 913 0.6 3191 0.0314 0

R 90 3 913 0.4 2230 0.0309 0

r 25-30 4 913 0.4 1945 0.0312 0

d 1-6 5 913 0.4 2031 0.0311 0

Name G5 0 751 2.1 18978 0.0313 0

#node 5x5 1 751 0.5 2719 0.0318 0

u 80-100 2 751 0.3 1097 0.0334 0

R 120 3 754 0.3 1147 0.0501 1

r 25-30 4 757 0.4 1435 0.0707 2

d 1-6 5 757 0.4 1333 0.0713 2

Name G6 0 1096 124.4 668235 0.0337 0

#node 6x6 1 1098 37.1 160722 0.0553 1

u 80-100 2 1104 7.9 38912 5.4242 73

R 120 3 1105 4.5 21602 8.9706 118

r 25-30 4 1105 2.1 9026 8.9739 118

d 1-6 5 1105 1.8 7285 8.9576 118

Name G7 0 1255 79.2 278498 0.0381 0

#node 7x7 1 1255 7.4 18982 0.0379 0

u 80-100 2 1255 1.2 2255 0.0381 0

R 120 3 1255 0.7 944 0.0381 0

r 25-30 4 1261 1.1 1595 2.3495 21

d 1-6 5 1261 1.1 1385 2.429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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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요약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용량제약이 있는 유방향 그래 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호를 공격함으

로써 출발 마디에서 도착 마디로의 최 흐름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다루었다.기존에

제시된 수리 모형을 분석한 후,기존 모형에 강건 최 화 기법을 용하여 보다 실

인 확장 모형인 강건 최 모형을 제시하 으며,강건 최 모형은 기존 모형보다

결정 변수와 제약식의 수가 증가하여 문제의 해를 도출하는 효율성이 하되므로 조

합 Benders의 단평면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된 알고리즘은 의미 있는 범 의 문제의 크기와

의미 있는 범 의 보호 수 에서 정수 계획 모형보다 효율 으로 최 해를 도출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로는 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 있다.혼합 정수 계

획 문제에서 조합 Benders의 단평면은 다른 종류의 조합 단 평면과 사용할

경우 더욱 강력한 효과를 기 할 수 있다.따라서 유효한 부등식을 찾는 방법을 새로

도입하여 알고리즘의 각 단계마다 더욱 많은 수의 단 평면을 추가할 경우 문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다수의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로 모형을 확장할 필요도 있다. 의 무기

체계는 무기의 종류와 효과가 다양하므로,다양한 종류의 자원을 모형에 반 하는 것

이 보다 실 인 모형이기 때문이다.이는 본 문제를 컴퓨터 네트워크에 확장시켰을

때에도 다수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경우에 용할 수 있다.

이 게 다수의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로 모형을 확장시키게 되면,증가한 자원의 수

와 연계하여 제약식의 수도 증가하게 된다.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Benders의

분할 기법을 이용하여 늘어난 자원의 종류에 따라 독립 으로 부 문제를 정의함으로

써 모형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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