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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행렬 지연이 있는 강건 배낭문제의 최적화 알고리즘

김서희․안뜰에 ․이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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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 학교 산업경 공학과

Optimization Algorithms for the Robust Knapsack Problem 
with Queuing Delay

Seohee Kim․Drebom Ahn․Chungmok Lee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is paper we concern a variant of knapsack problem which is defined as an ordinary 0-1 knapsack problem 
with additional queuing delay term in the objective function under assumption of data uncertainty. We present 
two exact algorithms for solving the problem. The first algorithm is a mixed integer programming formulation 
developed by using linearization technique for the nonlinear objective function. The second approach is based on 
the dynamic programming by utilizing the specific structure of the robust knapsack problem. Computational 
experiments for the proposed approaches on the well-known benchmarking problems show that the dynamic 
programming approach clearly outperforms the MIP-based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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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배낭문제(Knapsack problem, KP)는 주어진 배낭의 용량에 담을 

수 있는 물건(items)들 중에 가장 이득을 최대화 하는 물건의 조합

을 찾는 조합최적화(Combinatorial Optimization) 문제이다. KP
는 NP-Hard에 속하는 문제임이 알려져 있고(Garey and Johnson, 
1979), 그 자체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많은 복잡한 문제의 구

성요소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Won, 2014). 예를 들어 KP의 수리모형은 이진 변수(binary vari-
able)를 이용하여 하나의 제약식을 갖는데 이러한 형태의 제약

식은 통신, 물류, 제조 등의 수 많은 문제에서 흔히 등장하는 용

량제약을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KP가 복잡한 문제에 속한 

제약식 형태로 등장할 때는 일반적으로 KP의 선형 완화(Linear 
Relaxation)을 강화하기 위한 유효 부등식(Valid Inequalities)을 

추가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KP를 위한 유효 부등식에 대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고(Nemhauser and Wolsey, 1988) 최

신 MIP solver들은 문제의 수리모형에서 KP 형태의 제약식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적절한 유효 부등식을 자동을 추가하는 기

능까지 가지고 있다.
KP는 또한 분할 기법(Decomposition approach)을 사용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열 생성(Column Generation)과 

같은 알고리즘에서는 일부 제약식의 유효해의 집합을 극점

(Extreme points)의 볼록 조합(Convex Combination)으로 표현

하는데 많은 경우 KP의 제약식을 대상으로 열 생성이 이루어

진다(Barnhart et al., 1998, Han et al., 2013, Parker and Ryan, 
1993, Vance, 1998). 이 때, 열 생성을 위해서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열(column)의 할인가(reduced cost)를 계산하기 위해서 KP
을 풀어야 한다. 

KP은 많은 변형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KP의 

목적함수에 배낭의 용량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

익(penalty)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통신이

나 물류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KP를 하나의 장비 또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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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로 가정하고 배낭에 담는 물건(items)을 장비가 처리해야 

할 작업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라고 가정하자. 총 개

의 물건이 있고 물건 의 크기는 라고 정의하자. 결정 변수(de-
cision variable) 는 물건 를 배낭에 담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진 변수(binary variable)이다. 배낭의 용량을 라고 할 때, 이 

상황은 도착률(arrival rate)  ∑와 서비스율(service rate) 
를 가지는 M/M/1 대기행렬(queue)로 모형화 할 수 있다. 이 때, 

평균적인 대기 시간은 


임이 잘 알려져 있다(Ross, 1996). 

일반적인 KP에서는 용량 를 많이 사용할 수록 유리하나 대기

시간을 같이 고려하는 KP에서는 용량 를 사용함으로써 발생

하는 불이익(대기시간)과 이득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대기

시간을 표현하는 함수가 비선형(nonlinear)이므로 결과적으로 

비선형 배낭문제(Nonlinear Knapsack Problem, NKP)를 얻게 
된다. NKP를 풀기위한 알고리즘으로는 동적 최적화(Dynamic 
Programming, DP) 알고리즘, MIP 재수리모형화(Mixed Integer 
Programming Reformulation) 방법 등이 알려져 있다(Elhedhli, 
2005).

또다른 KP에 관련된 문제로는 강건배낭문제(Robust Knapsack 
Problem, RKP)가 있다(Lee et al., 2012). RKP는 물건의 크기 

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고 불확실하게 주어지는 경우에 불확

실한 크기를 고려하여 해의 유효성(feasibility)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RKP는 불확실성을 정의하는 불확실성 

집합(uncertainty set)을 먼저 정의하고 이 불확실성 집합을 모두 

만족하는 해 중에 가장 좋은 목적함수를 찾는 문제로 정의된다. 
따라서 RKP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은 불확실성 집합의 정의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몇 가지 잘 알려진 불확실성 집합에 

대해서는 문제의 난이도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새로운 수리

모형을 수립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Bertsimas and Sim, 2004). 
또한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KP에 대한 예를 기반으로 RKP를 

위한 DP 알고리즘이 제시되었다(Monaci et al., 2013).
본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는 불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대기행렬의 지연까지 고려하는 KP이다. 이를 강건 비선형 

배낭문제(Robust Nonlinear Knapsack Problem, RNKP)라 하

자. NKP에서 고려하는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배낭의 사용량

이 용량 에 가까워질수록 무한히 커지게 된다. 따라서 배낭의 

사용량이 에 근접할 때는 사용량의 작은 변화도 매우 큰 지연 

시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는 사용량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한 최적해가 사용량의 작은 변화로도 매우 나

쁜 목적함수 값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RNKP는 물건

(items)들의 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함으로써 대기시간의 

변화를 감안하고 동시에 해의 강건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

다. RNKP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로써 본 논문

에서는 RNKP를 풀기 위한 두 가지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RNKP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두 개의 새로운 알고리

즘을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제시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잘 

알려진 문제들을 대상으로 전산실험을 실행하여 제시한 두 알

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결론이 

제시된다. 

2. 알고리즘

KP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ax 

                                         s. t. ≤  (1)
                                         ∈ 

이때  ∈ 는 아이템의 이익, ∈ 는 아이템의 무게, 
는 용량을 의미하며, ∈ 는 해당 아이템 선택 여부를 

나타낸다.
강건 배낭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1)의 제약식에서 결정변

수의 계수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즉, (1)을 정의하는 

여러가지 데이터    중에 와 는 정확한 값을 알고 있지

만 는 정확한 값을 모른다고 가정한다. 강건 최적화의 기본 

목표는 이와 같이 불확실한 데이터에 대해 항상 유효함(feasi-
bility)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해를 찾는 것이다. 이 때, 불확실

한 계수 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불확실성 집합(uncertainty set)이라고 

부른다(Bertsimas and Sim, 2004).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 집합을 고려하는데 이는 Bertsimas 등이 제안하였으

며 해의 강건성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매개변수(parameter) 
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종종 -강건최적화(- 
Robustness optimization) 방법이라 부르기도 하며, 이 불확실성 

집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데이터 불확실성 모델  를 불확실성의 대상이 되는 의 인

덱스의 집합이라 하자.  ∈는 [    ] 사이의 값을 

가진다. 그리고 모델 U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위 정의에서 는 해의 강건성을 조절하는데, 예를 들어 의 

값이 커지면 동시에 변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짐을 

의미하고, 따라서 구한 해가 더 다양한 경우에도 유효함을 보

장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의 값이 0이라고 하면 모든 데이

터가 하나의 값()으로 고정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일반적인 

배낭 문제와 동일함을 의미한다.
위에 정의한 불확실성 집합을 이용하여, RKP는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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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s. t. 
≤  ∀∈ (2)

                                  ∈ 

위 수리모형은 무한히 많은 제약식을 가지는 문제로써 일반

적인 방법으로 풀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떤 주어진 해가 위 문

제의 모든 제약식을 만족하는 것은 곧 모든 제약식의 좌변의 값

들 중에서 가장 큰 경우의 제약식을 만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수리모형을 얻을 수 있다. 

                max 

                s. t.  ⊆     
∈

 ≤  (3)

                ∈ 

위 수리모형에서 제약식 안의  ⊆     ∑∈는 

불확실성 집합 U에 정의된 대로 최대 개의 계수가 변했을 

때, 제약식의 좌변에 더해지는 최대값을 의미한다. 식 (3)은 다

음과 같은 수리모형으로 바꿀 수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 

(Bertsimas and Sim, 2004).

                           max 

                           s. t. 
  



 
  



  ≤  (4)

                            ≥       ⋯ 

                            ≥ ,                 ⋯ 

                           ∈ 

확률론적 수요(stochastic demand)를 갖는 큐잉 네트워크 모델 

설계 등에 적용 가능한 NKP는(1)의 목적 함수에 비선형 항이 추

가된 문제이다. 이 비선형 항은 용량 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불

이익을 나타낸다. 도착률  ∑  
  , 서비스율 인 M/ M/1

큐의 고객 한 명 당 평균대기시간은 


 

∑  
 

  이다. 

고객 한 명 당, 단위 시간 당 대기시간 불이익은 일 때, 이익의 

총합에서 불이익을 뺀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문제이다.
NKP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max 




                                  s. t. ≤  (5)
                                  ∈ 

수리모형 (5)는 (1)의 목적함수에 용량의 사용량에 대한 불

이익이 더해진 형태이다. 따라서 제약식은 KP (1)과 동일하다. 
그러나 제약식의 데이터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KP와 

같이 불확실한 경우에 대해 강건한 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정의한 불확실성 집합 U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리

모형을 얻을 수 있다.

                                  max 



                                  s. t.  ≤  (6)

                                  ≥

 ∀∈

                                  ∈ ,  ≥ 

문제 (2)에서 문제 (3)를 얻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

은 수리모형을 얻을 수 있다.

                     max 



                     s. t.  ≤  (7)

                     
  



  ⊆     
∈



                     ∈ ,  ≥ 

2.1 MIP Reformulation Approach

수리모형 (7)은 목적함수에 비선형 항이 있는 비선형 정수

계획법문제(Nonlinear Integer Programming Problem)이다. 본 

단원에서는 이 비선형 정수계획법문제를 선형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다음의 수리모형을 생각하자. 은 충분히 큰 

수(big-number M)이다.

           max 

           s. t. 
  



 
  



 
  



    (8)

               ≥     ⋯ 

             ≤     ⋯ 

             ≤     ⋯ 

              ≤     ⋯ 

            ≥   ≥   ≥  ∈     ⋯ 

Theorem 1 : 수리모형 (8)은 (7)과 동일하다. 

Proof.  


라고 정의하자. 그러면     

∑  
   ⊆     ∑∈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결정 변수   를 도입하면 다

음의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위의 관계는 다음의 제약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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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그리고 수리모형 (7)의 두 번째 제약식과 위의 관계를 사용

하면 다음의 제약식을 얻는다.


  



 
  



  ⊆     
∈



                           ⊆     
∈

  

위 제약식의 좌변에는 두 개의 최대화(maximization) 문제가 

있다. 와 의 관계에서 첫 번째 최대화 문제의 최적해  는 

두 번째 문제의 최적해이기도 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다음

의 제약식을 얻는다.


  



 
  



  ⊆     
∈

   

이제 좌변의 최대화 문제는 수리모형 (4)를 얻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변환할 수 있다. 

                  
  



 
  



 
  



   

                   ≥      ⋯ 

                   ≥      ⋯ 

마지막으로 수리모형 (7)의 최적해는 첫 번째 제약식을 항

상   로 만족해야 하며  ≥ 을 만족해야 하므로 제약식  

  은 없어도 무방하다. 위에 제시된 제약식들을 조합하면 

수리모형 (8)을 얻을 수 있다. □

수리모형 (8)은 선형혼합정수계획법문제(Linear Mixed Integer 
Programming Problem)이며 CPLEX와 같은 MIP solver를 이용하

여 풀 수 있다.

2.2 Decomposed DP Approach

수리모형 (8)은 CPLEX와 같은 일반적인 MIP solver로 풀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사이즈가 원래 문제에 비해 상당히 커지

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KP는 수리모형인 (1)을 CPLEX와 

같은 MIP solver로 푸는 것 보다는 동적계획법(DP)으로 푸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RNKP를 풀기위한 

DP알고리즘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본 단원에서는 RNKP를 DP
를 이용해 푸는 방법을 제시한다.
수리모형 (2)의 가능해 집합(feasible set)을 S, (6)의 가능 해 집

합을  라 하자.  는  를 x-space로 투영(projection)한 

집합이라고 정의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Theorem 2 :     

그리고 (2)의 가능 해 집합 S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일반적

인 KP의 합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2). 일반성을 잃지 않으면서(without loss of generality) 
불확실한 계수의 최대 변화량 가  ≥  ≥  ≥⋯  관계를 
만족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으로 정의하자. 
   ⋯ 이라고 정의하면 다음을 보일 수 있다.

Theorem 3 : [(Lee et al., 2012)].    ∈ ∑  
 

∑∈
  ≤ 일 때,

  ∪∈  ⋯  이다.
하나의 는 일반적인 KP의 가능해의 집합임을 알 수 있다. 
즉, 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일반적인 KP로부터 정의된다. 
이제 같은 가능해 집합 을 가지면서 목적함수에 비선형 항

을 가지는 다음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max 



                                       s. t. ≤  (9)
                                       ∈ 

이 때,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그리고, h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위 문제는 제약식에 비선형 항이 존재하는 비선형 배낭문제

(NKP)이다. 

Corollary 1 : 수리모형 (6)의 최적해는 비선형 배낭문제 (9)를  

번 풀어 구할 수 있다.
Proof. 수리모형 (6)의 최적값을  라고 하자.  

  ∪∈  ⋯  이기 때문에 

   ∈
를 만족함을 쉽게 알 수 있다. □

KP의 용량이 이고 번째 아이템까지만을 고려했을 때 최적 목

적함수의 값을  라고 정의하자. 그러면 문제 (9)를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DP 재귀식을 생각할 수 있다(Elhedhli, 2005).

   









    

  














위 DP 재귀식은 일반적인 KP 문제의 DP 재귀식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번째 아이템이 추가되는 경우에 증가하는 대기행

렬지연(queuing delay)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항이 추가된 것

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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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Computational Times in Seconds with Varying 

Problem type
 : 10%(  ×)  : 20%(  ×)  : 30%(  ×)

MIP DP MIP DP MIP DP
1
2
3
4
5
6
9

30.18
15.49
22.87
35.25
27.82
34.94
9.60

0.021
0.023
0.022
0.022
0.024
0.010
1.138

45.29
21.17
34.68
33.14
44.75
49.60
10.56

0.010
0.011
0.010
0.009
0.012
0.012
0.317

29.43
14.35
28.65
30.65
38.23
42.01
10.60

0.007
0.007
0.006
0.005
0.007
0.008
0.064

Figure 1. DP Algorithm for(NKP)

위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KP를 위한 DP 알고리

즘과 유사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KP와 같이 의 실행속

도를 갖는다. 이 알고리즘과 Corollary 1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은 알고리즘을 얻을 수 있다.

Figure 2. Algorithm for(RNKP)

위 알고리즘의 실행속도는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3. 전산 실험

모든 전산 실험은 MacPro, 3.5GHz 6-Core Intel Xeon E5 프로세

서, 32GB 메모리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에는 두 가지의 알고

리즘이 사용되었다. 첫 번째는 제 2.1절에서 제시한 MIP 수리모

형을 이용한 것(이하 MIP)이며 두 번째는 제 2.2절에서 제시한 동

적계획법을 이용한 알고리즘(이하 DP)이다. MIP 실험의 경우 

MIP solver인 CPLEX 12.6의 Python CPLEX 라이브러리를 사용

하여 Python으로 구현되었으며, DP 실험의 경우 JIT(Just-In- 
Time)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numba(http://numba.pydata.org/)를 

이용하여 Python으로 구현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배낭 문제의 데이터는 기존 논문들에서 많이 사

용된 것을 사용하였다(Pisinger, 2005). 본 실험에서 사용된 문제

는 모두 7개 문제 생성 방법에 따른 유형, 8개 문제 사이즈, 2개의 

계수 범위에 따라 각 100개의 인스턴스(instance)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장의 실험 결과는 계수 범위를 1~1,000으로 하고 가장 작은 

50의 문제 사이즈를 가지는 문제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문제 유

형별 100개 인스턴스 중 상위 10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를 

초과하는 문제 사이즈, 계수 범위, 그리고 상위 10개를 제외한 인스

턴스는 MIP 수리모형을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험에

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MIP 수리모형은 문제 사이즈가 100개
인 경우에는 모두 제한시간(1시간)안에 문제를 풀지 못하였다. 
각 문제 유형은 이익과 무게의 연관성에 의해 결정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이익과 무게의 연관성(correlation)이 없는 경우

2) 이익과 무게의 연관성이 약하게 있는 경우

3) 이익과 무게의 연관성이 강하게 있는 경우

4) 이익과 무게의 역상관(inverse correlation)이 강하게 있는 경우

5) 이익과 무게의 연관성이 다소 강하게 있는 경우

6) 부분집합 합(subset sum) -이익과 무게가 같은 경우

9) 이익과 무게의 연관성이 없으며 아이템들의 무게가 비슷한 경우

<Table 1>은 아이템의 갯수가 50개(  ) 그리고   일 

때, 를 전체 아이템 갯수의 10%~30%사이로 값으로 변화를 

주며 두 알고리즘의 실행 속도를 측정한 결과 이며, <Table 2>
는 가 30%일 때, 를 5~50사이의 값으로 변화를 주어 두 알

고리즘의 실행 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Table 1>, <Table 2>에서 나 의 변화 여부에 상관없이 DP

의 실행속도가 CPLEX의 실행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상대로 DP는 가 커질수록 빠른 속도를 보였다. 하지만 MIP, 
DP 모두 의 변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추세가 보이지 않았다. 
<Table 1>, <Table 2>의 결과는 비교적 쉬운 유형별로 상위 10
개 문제들의 실행시간의 평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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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  Comparison of Computational Times in Seconds with Varying 

Problem type
  = 5   = 25   = 50

MIP DP MIP DP MIP DP
1
2
3
4
5
6
9

29.435
14.347
28.653
30.645
38.232
42.009
10.597

0.007
0.007
0.006
0.005
0.007
0.008
0.064

18.094
14.803
46.986
30.439
38.950
70.383
7.571

0.007
0.007
0.006
0.004
0.007
0.007
0.065

14.155
16.840
36.942
22.980
39.484
80.030
7.692

0.007
0.007
0.006
0.004
0.007
0.007
0.065

Table 3.      ×    . Number of problems could 
be solved within 1-hour among total 100 test problems

Problem type
MIP

(seconds) 
DP

(seconds)
numbers of solved 
problems by MIP

1
2
3
4
5
6
9

554.20
349.47
360.12
484.26
354.56
678.18
352.53

0.96
0.20
0.20
0.23
0.22
0.24

31.56

80
16
17
17
16
15
44

<Table 3>은 가 30%,  가 5일 때 두 알고리즘의 실행 속도

와 제한시간(1 hour) 내에 문제를 푼 개수를 측정한 결과이다. 
9번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MIP는 더 빠르고, 
DP는  더 느린 결과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P가 열 배 

이상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한 유형 당 100개의 문제 중에 

DP는 제한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었으며, MIP는 <Table 3>
에 명시된 개수만큼 제한시간 내에 풀었으며 <Table 3>의 풀

이시간은 MIP가 풀 수 있었던 문제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다. 
유형 1, 9는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많은 문제를 풀었으며 이를 

통해 무게와 이익의 연관성이 문제를 푸는 속도에 영향을 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MIP의 경우 무게와 이익의 연관성

이 높을 경우에 비교적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데이터 하에 대기행렬의 지연을 고려

하는 강건 비선형 배낭 문제(RNKP)를 제시하였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한 MIP와 DP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MIP보다 DP가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전산실험을 통해 확인

하였다. DP 방법의 경우 RNK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

의 NKP를 위한 DP 알고리즘을 실행한다. 이를 병렬 컴퓨팅

(parallel computing)을 이용해 구현한다면 더 좋은 성능을 기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DP 방법

은 비슷한 NKP 문제를 여러 번 풀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

슷한 NKP의 풀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새로

운 NKP를 풀 때 기존에 이미 풀었던 비슷한 NKP의 계산 결과

를 이용하면 DP 알고리즘의 일부 계산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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