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ristofides Algorithm을 활용한 눈 청소차의 최적 청소 경로 도출 

(2022학년도 2학기 Logistics Lab 연구참여) 

 

 

 

 

 

 

 

 

 

2023.01.19. 

지도 교수: 김병인 

지도 선배: 이승엽 

참여 학생: 한상일 



 

 

목차 

 

1. Introduction ..........................................................................................................................................................................1 

2. Method ...................................................................................................................................................................................2 

2.1 Rural Postman Problem .......................................................................................................................................2 

2.2 Chirstofides Algorithm ..........................................................................................................................................3 

3. Result .......................................................................................................................................................................................5 

3.1. Input data structure................................................................................................................................................ 5 

3.2. Result of example.................................................................................................................................................... 6 

3.3. Result of real data................................................................................................................................................... 8 

4. Discussion ........................................................................................................................................................................... 10 

5. Conclusion .......................................................................................................................................................................... 12 

6. Review .................................................................................................................................................................................. 13 

7. Reference ............................................................................................................................................................................ 14 

 

 

  



1 

 

1. Introduction 

 

본 과제는 한 대의 눈 청소차가 맡은 구역이 있으며 해당 구역 내에는 필수적으로 눈 청소를 

해야 하는 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가 있을 때, 필수적으로 눈 청소를 해야하는 도로를 모두 

지나갈 때의 최적 경로를 구하는 문제이다. 해당 과제는 널리 알려진 Traveling Salesman 

Problem(TSP)과 유사한 문제이지만 크게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TSP 는 node 중심의 

문제이지만,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도시 내 도로에 초점을 맞춘 문제이기 때문에 

edge 중심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Arc Routing Problem 이다. 해당 과제는 그래프 내 모든 

edge 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로 방문해야 하는 edge 가 존재한다는 점도 TSP 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과제는 Rural Postman Problem(RPP)으로 바꿔 해석할 수 

있으며, RPP에 대한 Algorithm을 구현함으로써 해당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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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hod 

2.1. Rural Postman Problem 

 

Rural Postman Problem은 Undirected graph G =(V, E, E’)에서 E’에 속한 모든 edges를 한 번 이

상 거쳐 출발 node로 돌아오는 최소 비용의 경로를 찾는 문제이며 NP-hard이기 때문에 heuristic 

algorithm으로 해결해야 한다(Corberán, Á et al., 2021). 본 과제를 RPP로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과제로 주어진 도시 내 도로는 모두 undirect이며, edge cost는 두 node 사이의 

거리로만 판단한다. 즉, 두 node 사이에 걸리는 시간, 회전 페널티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한 대의 눈 청소차가 담을 수 있는 눈 용량은 무제한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해당 과제는 RPP에 대한 heuristic algorithm인 Chirstofides Algorithm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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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hirstofides Algorithm 

 

Pearn, W. L.와 Wu, T. C.(1995)에 따르면, Chirstofides Algorithm은 크게 세 Phase로 나뉘며 Phase 

1은 주어진 graph(G)에서 필수로 방문해야 하는 edges(ER)와 해당 edge로 연결된 nodes(VR)로 

구성된 subgraph(GR)를 만든 뒤, 해당 그래프를 complete graph로 바꿔주는 단계이다. GR를 

complete graph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GR에 artificial edges(EA)를 추가하면 된다. 이때 EA에 포함

된 edge(i, j)의 cost는 G에서 node i, j 사이의 최단 거리이며, 이는 Dijkstra Algorithm으로 구할 수 

있다. 완전 그래프를 만든 뒤, 특정 조건에 해단하는 edge를 지우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조

건은 edge(i, j)의 cost Cij = Cik + Ckj일 경우와 두 edge가 평행하며 비용도 같은 경우이다. 해당 

작업 후 Graph를 GRC라고 했을 때 [그림 1]은 Phase 1에 대한 예시이다. GR에서 실선인 edges가 

ER이므로 점선의 edges는 GR에는 포함되지 않고 G에만 포함된다. 

 
[그림 1] Phase1 예시 

  

Phase 2는 GR이 connected graph가 아닌 경우 GR을 연결해주는 단계이다. {C1, C2, … , Cr}을 GR

의 components(graph 내 분리된 각 요소) 집합이라 할 때, 각 component를 node로 취급한 뒤 

node 사이에 artificial edges를 추가하며 해당 그래프를 GC라고 하자. Artificial edge(Ci, Cj)는 Ci에 

포함된 node인 x, Cj에 포함된 node인 y 사이의 edge가 GRC에 존재할 경우 존재하며 edge cost는 

minx,y{cost(x, y)-ux- uy} (ui = -(deg(i)-2))이다. 이때 parameter ui는 component 내 노드 중 degree

가 작은 노드 선택을 우선시하기 위한 보정 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phas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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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lerian network를 도출할 때 network의 node degree가 작은 것이 좋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림 

2]는 GRC를 활용해 GR를 GC로 바꾸는 예시이다. 

 
[그림 2] Phase 2 중 Gc 도출 과정 예시 

 

GC를 도출했다면 Minimum Spanning Tree Algorithm을 사용해 GC를 MST로 바꿔준다. 이때 

MST solution은 ET이며 ET의 cost는 GRC 내 ET와 평행한 edge의 cost이다. [그림 3]은 GC를 MST로 

바꿔주는 예시이다. 

 
[그림 3] Phase2 중 GC를 MST로 바꾸는 예시 

 

  Phase 3은 Phase 2에서 구한 graph에서 degree가 홀수인 node를 파악한 뒤 Blossom algorithm

을 활용하여 Minimal Cost Matching을 진행해 해당 graph를 Eulerian network로 바꿔주는 단계이

다. 최종적으로 구한 Eulerian circuit이 solution이 되고 이 solution의 cost 합은 optimal solution

의 cost 합의 1.5배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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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 

3.1. Input data structure 

 

    Christiofides Algorithm 구현 전에 input data를 읽어오는 작업이 필요하다. Input data 

structure에서 읽어와야 하는 data 항목은 edge_id, f_nodes_id, t_nodes_id, edge_length_cm, 

traverseside이다. edge_id는 graph내 edge의 고유 id, f_nodes_id는 해당 edge로 연결된 두 노드 

중 from_node의 고유 id, t_nodes_id는 해당 edge로 연결된 두 노드 중 to_node의 고유  id, 

edge_length_cm는 해당 edge의 cost, traverseside는 해당 edge의 양방향 모두 cost로 포함되는지, 

한 방향만 cost로 포함되는지, edge가 cost로 포함되지 않는지 구별해주는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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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esult of example 

 

구현한 프로그램이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서 보여준 예시 graph 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돌려 각 phase 별로 .txt 형식의 output 을 도출하였으며, 사수님의 도움으로 output 

data를 시각화 하였다. [그림 4], [그림 5]는 Traverseside를 기준으로 GR을 도출한 결과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Christofides Algorithm 의 모든 중간 과정 output data 를 뽑아 오류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림 4] GR output data 

 

 
[그림 5] GR output data 시각화 

 

[그림 6], [그림 7]은 예시 graph를 활용했을 때 최종 output이다. [그림 6]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

은 output이며 edge_num은 edge 방문 순서, cost_cumulative_cm은 각 edge를 방문할 때마다 갱

신되는 누적거리이다. 따라서 최종 solution의 cost는 마지막 행의 cost_cumulative_cm에 저장된 

값으로 18이다. [그림 7]에 각 edge 위에 적힌 숫자는 각 edge의 방문 순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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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예시 graph 최종 output data 

 

 
[그림 7]. 예시 graph 최종 output data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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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esult of real data 

 

주어진 도시를 15개의 partition으로 나눈 input data에 대해 프로그램을 돌려 output data를 도

출하였다. 이때, input data가 disconnected graph인 경우가 있어 해당 input data에 대해 

disconnected components 별로 나누어 새로운 input data를 만든 뒤 프로그램을 돌렸다. [그림 8], 

[그림 9]는 partition 1, 2에 대한 output data를 시각화한 그림이다. 

 
[그림 8] Partition 1의 output data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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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artition 2의 output data 시각화 

 

해당 과제는 각 partition solution의 cost를 비슷하게 맞춰야 하는 문제도 있다. 각 partition 

solution의 cost를 살펴본 결과 모두 160km ~ 180km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충분히 균

형이 맞춰진 solution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각 partition의 input data가 disconnected 

graph인 경우도 많았으나 disconnected components는 초기 input data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나

의 component와 나머지 매우 작은 components로 구성되었기에 각 partition 별 output data를 

비교할 때는 가장 큰 component에 대한 output data 비교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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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scussion 

 

해당 프로그램은 각 partition 별로 20초 ~ 80초 정도의 수행시간이 걸렸으며 이는 input data의 

edge 수에 비례한 결과이다. 특히, Minimal Cost Matching 과정을 수행하는 게 partition 별로 10

초 ~ 60초로 수행시간 대부분을 차지했다. 본 과제를 수행할 때 Minimal Cost Matching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코드를 짜는 것에 무리가 있어 github 오픈 소스를 활용하였는데, 해당 코드

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오로지 사용만 하였다. 프로그램 수행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코드 분석 후 수정이 필요하다. 

15개의 partition 중 8번째 partition에서 disconnected components를 분리한 뒤 각각 프로그램

을 돌리는 경우 가장 큰 component output이 주어진 GR을 모두 방문하지 않는 output으로 도출

되었다. 시간이 부족하였고, disconnected components를 분리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돌릴 경우 

data 크기가 작은 components data를 버리고 가장 큰 component data에 대한 올바른 output을 

도출하였기에 해당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오류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을 보면 edge위에 3개의 숫자가 적힌 edge가 여러 개 존재한다. 이는 output에서 불

필요하게 해당 edge를 왕복하는 경우가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문제는 Minimal Cost Matching 

Algorithm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artificial edge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같은 edge가 불필요하게 반

복적으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제거해주는 후처리 과정을 진행한다면 cost가 더 

적은 output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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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artition 1 output 세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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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RPP에 대한 heuristic algorithm인 Christofides Algorithm을 통해 필수로 눈 청소

를 수행해야 하는 도로가 포함된 구역에 대한 눈 청소차의 현실적인 최적 경로를 구할 수 있었다. 

해당 과제를 일반적인 RPP로 해석하기 위해 각 partition을 undirected graph로 보고, 회전 페널티

를 부여하지 않으며, edge cost는 도로 길이로만 판단하는 등의 가정을 하였지만,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해 partition 별로 cost 균형이 맞춰진 output을 도출했다는 점, 10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내로 output을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가정을 모두 수용하는 Algorithm 연구 결과

는 아직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므로 추후 directed graph에 관한 Algorithm 연구, 회전 페널티 고

려와 관련된 연구 등 여러 연구 결과를 조사한 뒤 해당 과제에 적합한 Algorithm을 만들어 가정

이 전혀 없는 output을 도출해보는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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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view 

 

평소 OR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최적화 문제에 대한 수학적 해결 방법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최적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고 optimal solution을 도출해보는 것에 더욱 관

심이 있어 김병인 교수님의 Logistics Lab에 연구 참여를 지원하였었습니다. 

연구 참여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과정과 비슷했고 실제 연구 참여를 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흥미를 느껴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연구 참여 이전에는 논문 리서치, 

과제용 문제가 아닌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코드 구현 등 여러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연구 참여에서 이와 관련된 경험을 하며 자신감이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또한, Christofides 

Algorithm이라는 새로운 Algorithm을 공부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미 배웠던 Dijkstra 

Algorithm, MST, DFS 등 여러 algorithm이 이런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좋았

습니다. 코드를 구현하면서 여러 오류가 발생했었는데 실제 data가 너무 커 오류 원인을 파악하

는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오류를 해결하고 output을 도출하여 매우 뿌듯했습니

다. 그러나 discussion에도 언급하였듯이 더 나은 output을 도출할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직접 구현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이번 연구 참여를 하며 김병인 교수님 랩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느낄 수 있었고, 흥미도 많

이 느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시고 중간, 기말 발표 때 좋은 피드백을 주신 김병인 교수님께 감

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매주 미팅을 하며 제 연구 참여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오

류가 발생했을 때 도와주시고, 제 output에 대한 data 시각화 작업을 해주신 이승엽 사수님께 감

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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