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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무 방향 일반 그래프의 최대 사이클 검출 알고리즘

Algorithm for Maximum Cycle Detection of  Directed and 
Undirected General Graphs

이상운*

Sang-Un Lee*

요  약  사이클 검출 문제에 대해, 단일 출발(SS)을 갖는 단일 연결 리스트(SLL)에 한해  복잡도의 거북이와 토끼
경주법(HTA)이 제안되었으며, 다중 출발지-다중 종착지, 다중 분기(MSMDMB)를 갖는 일반 그래프에 대해서는 빠른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SMDMB를 갖는 주어진 무 방향과 방향 그래프의 최대 사이클을 선형시
간 복잡도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주어진 원 그래프 에는 사이클 형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수의 정점(또는 노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이들 정점(또는 노드)들을 제거한 축소된 그래프  ′를 
얻었다. 이 축소된 그래프에 대해 선형시간 복잡도인 선형탐색으로 사이클 집합 와 사이클 길이 를 찾았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실험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 최대 사이클을 찾을 수 있음을 보였다.

Abstract  There is hare and tortoise racing algorithm(HTA) for single-source(SS) singly linked list(SLL) with
 time complexity. But the fast method is unknown for general graph with multi-source, 
multi-destination, and multi-branch(MSMDMB). This paper suggests linear time cycle detection algorithm
for given undirected and digraph with MSMDMB. The proposed method reduced the given graph  
contained with unnecessary vertices(or nodes) to cycle into reduced graph  ′ with only necessary 
vertices(or nodes) to cycle based on the condition of cycle formation. For the reduced graph  ′, we can
be find the cycle set  and cycle length  using linear search within linear time. As a result of 
experiment data, the proposed algorithm can be obtained the cycle for whol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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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주어진   의 무방향 그래프 
(undirected graph) 또는   
의 방향 그래프(digraph) 에서 사이클이 존재하는지, 만
약 존재한다면 사이클 길이 와 사이클 집합 를 찾는 

문제를 사이클 검출 문제(cycle detection problem, 
CDP)라 한다.[1]

CDP는 의사난수 생성기(pseudorandom number 
generator), 이산대수(discrete logarithm), 암호
(cryptographic),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한 루프, 셀 구
조 자동화(cellular automation)에서의 주기적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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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 configuration), 연결리스트의 형상분석 등
에 응용되고 있다.[2]

사이클을 검출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Floyd[3]

의  복잡도인 2개 포인터를 사용하는 거북이와 토
끼 알고리즘(tortoise and hare algorithm, THA), 
Brent[4]의 거북이 순간이동 알고리즘(teleporting 
turtle algorithm, TTA), Nivasch[2]의 스택 알고리즘
(stack algorithm, SA) 등이 제안되었으며, 이외에도 인
접리스트(adjacency list)를 사용하는 수행 복잡도 
의 깊이우선 탐색 법(depth-first search, 
DFS)[5]과 위상정렬(topological order algorithm, 
TOA)[6]도 있다.

이외에도 방향 그래프에 대한 사이클 검출 방법으로, 
Rungta et al.[7]의 연결 리스트 이용 방법, Pandy와 
Chawla[8]의 역방향 초기하 그래프(backward directed 
hypergraph, BDH)에 대한   복잡도 방법, Wu et 
al.[9]의 방향 그래프에 대한 모든 수용 가능한 사이클 검
출 방법 등이 있다. 또한, 대용량의 희소 그래프(sparse 
graph)d 대해 Rocha와 Thatte[10]은 진 약수 함수
(proper divisor function)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인 THA는 동일 출발지점에서 
시작하여 거북이는  ⋯ 보폭으로 토끼는  보
폭으로 경주하면서 서로 만나는 지점이 존재하면 사이클
이 존재한다고 한다. THA는 단일 연결 리스트(singly 
linked list, SLL)에 특화된 알고리즘이다. TTA는 THA
와 유사하지만 와   의 보폭으로 경주하는 방식으로 
THA보다 복잡하지만 THA에 비해 36% 정도 빠른 방법
으로 알려져 있다. 무방향이나 방향 그래프에 대해서는 
SA, DFS나 TOA를 적용할 수 있다. DFS나 TOA의 경우 
방향그래프에 대해서는 복잡도로 위상정렬 시
켜 사이클을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알고리즘 모두 사이클 유무만을 판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이클 길
이 와 사이클 집합 를 찾으려면 토끼와 거북이가 만난 
지점에서 THA를 적용하여 토끼는 멈추어 있고, 거북이
만 사이클을 따라 한 바퀴 돌면서 걸음 수 를 계산하고, 
각 보폭에 대한 노드를 저장해야 한다.

만약, 다중 출발-다중 목적지(multi-source 
multi-destination, MSMC)을 갖는 일반 그래프의 경
우 THA를 다중 출발지 횟수로 반복 수행해야만 하는 번
거로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출발(single-source, SS)을 갖는 

SLL 뿐 아니라 MSMC의 무방향과 방향 일반 그래프에 
대해 수행 복잡도를 갖는 사이클 검출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CDP의 개념과 관련된 알고리
즘들을 고찰해 본다. 3장에서는 CDP에 대해 
복잡도의 사이클 알고리즘(cycle detection algorithm, 
MCDA)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다양한 실험 데이터들에 
대해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알고리즘 적합성 여부
를 평가해 본다.

Ⅱ. 관련 연구와 문제점

임의의 함수 는 유한집합 와 사상되며 초기치 
∈를 가지며 반복되는 함수 값의 순서는 식 (1)로 표
현된다.[2]

      ⋯      ⋯      (1)

Floyd[3]의 THA에서는 토끼와 거북이가 에서 출발
하며, 토끼는  , 거북이는 의 보폭으로 움직인다. 여
기서  ⋯ 이다. 만약,   이면 사이클이 존재
한다고 판정한다. 반면에, Brent[4]의 TTA에서는 거북이
는 


, 토끼는 


에 위치시키고 내부 반복의 각각에서 

거북이는  , 토끼는  에 존재한다. 일단 토끼가 
  에 도달하면 거북이를 이 위치로 순간이동 시킨다. 

Nivasch[2]의 SA는  쌍의 스택을 준비하고, 각 
스텝 에서  이면 스택에서 모든 을 pop하면
서   를 발견하면 사이클이 존재하는 경우로 사이클 
길이  를 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택의 top에 
를 push한다.

이들 방법의 특징은 는 구할 수 있지만 사이클을 형
성하는 집합 의 노드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다중 출발지-다중 종착지, 다중 분기(multi-branch, 
MB)인 MSMDMB의 일반 그래프에 적용하는데도 한계
점이 있다.

그림 1의   단일 연결 리스트(SLL) 사례로 사이클을 
찾아보자. 은 Codingfreak[11]에서 인용되었다.
 ⋯ 에 대해 를 값 의 일련의 순서 내에

서 값 가 다시 나타나는 값의 인덱스로 정의한다. 즉, 
는 사이클로 진입하는 지점을 의미하며, 사이클의 길이
를 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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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일 연결 리스트의 사이클 검출
Fig. 1. Cycle detection for   singly linked list 

SLL에 대한 사이클은 이산대수 mod에 대한 사
이클을 찾는 Pollard's rho() 알고리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사이클을 찾는 방법은 Floyd's의 THA를 일반
적으로 적용하여 의 선형시간 복잡도로 사이클 존
재 유무만을 판정한다. 그림 1의 예제에 대해 THA를 수
행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단일 연결 리스트에 관한 THMCDA
Table 1. THMCDA for singly linked list

출발
점

1st Round 2nd Round
1 2 3 4 5 6 7 8 9 10 11 12

토끼 01 03 05 07 03 05 07 07 07 07 07 07 07
거북이 01 02 03 04 05 06 07 08 03 04 05 06 07
판정 - - - - - - cycle 

THA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사이클 존재 유무만을 
판정하며, 와 사이클 집합 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
째 라운드까지 수행해야만 한다. 이 방법은 단일 출발지
점인 경우에 한정되며, 분기점이 없어야만 한다. 즉 SLL
은 Single-source, without branch인 경우에 한정되
며 방향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다.

방향 그래프  는 노드(node) 집합 ∈과 
두 노드 간 방향성을 가진 간선 순서쌍인 호(arc) 집
합 ,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다. 

그림 2의   방향 그래프 사례를 대상으로 사이클을 
검출해 보자. 는 Wikipedia[12]에서 인용되었다. 

여기서는 출발지점(유입차수=0)은 {7,8,2,5}로 4개로 
다중 출발이며, 사이클 {1,6,3}이다. 따라서 이 사이

클을 찾으려면 노드 7에서 시작하면 실패한다. 결국, 
THA로 정확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7,8,2,5}의 모든 
출발지에 대해 THA를 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단일 출
발지에 비해 수행횟수는 출발 노드 수 배수로 증가한다.

  

0 6
1 6
2 0
3 1
4 4
5 3
6 3
7 4
8 0

 cycle = {1,3,6}
그림 2.   방향 그래프의 사이클 검출
Fig. 2. Cycle detection for   Digraph

따라서 3장에서는 다중 출발지-다중 종착지, 다중 분
기를 갖는 무 방향과 방향 그래프 모두에서 정확한 사이
클 집합 를 구할 수 있는 수행 복잡도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Ⅲ. 최대 사이클 검출 알고리즘

개의 정점(노드)들 사이에 사이클(순환)이 형성되려
면 그림 3과 같이 모든 노드(정점)의 차수는 2이며, 무 
방향 그래프인 경우는 ∀    , 방향 그래프인 경우
는 유입과 유출 차수가 각각 1인 ∀   
  and    로 연결되어야 만 한다. 이러한 사이클
이 갖는 기본 속성을 반영하여 본 장에서는 방향과 무방
향 그래프에 대해 가능한 최대 사이클을 찾는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a) Digraph                   (b) Undirected graph

그림 3. 방향과 무방향 그래프의 사이클
Fig. 3. Cycle for digraph and undirected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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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방법은 주어진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정점(또는 노드)들만을 추출한 축소된 그
래프  ′를 대상으로 한다. 즉, 주어진 무방향 그래프 
 에 대해서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인 정점들과  를 삭제하며, 방향 그래프 
 에 대해서는   와    인 노드들
(∀    or ∀    )을 삭제한다. 이 방법이 기존
의 알고리즘들과 가장 큰 차별성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주어진 그래프에서 가능한 최대의 
사이클만을 찾는 방법으로 최대(maximum) 사이클 검
출 알고리즘(MCDA)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방향 그래프]
 

    노드의 유입 차수
   노드의 유출 차수
    인 자신에서 유출하여 자신으

로 유입되는 궤환 호를 갖는 노드 와 에 부속된 
호 삭제.

    or    인 노드 와 에 부속된 호 
삭제

 최 외곽 노드들을 연결한 가장 긴 사이클 형성, 사
이클 내부의 3 노드 간 내부 호 삭제

[무방향 그래프]
 

노드 의 차수 계산.
  인 노드 와 에 부속된 간선 삭제.
 최 외곽 노드들을 연결한 가장 긴 사이클 형성
 내부의 미 연결된 노드들로 간선이 존재하는 인접 

노드 에 대해  간선 삭제, 내부 노드들
로 사이클 확장.

그림 1의   SLL 예제와 그림 2의   방향 그래프에 
대해 MCDA를 적용한 결과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a) MCDA for   graph

(b) MCDA for   graph

그림 4. SLL과 방향 그래프에 대한 MCDA
Fig. 4. MCDA for SLL and Digraph

(a)에서는   과    인 노드 01, 02를 차
례로 삭제하면 축소된 방향 그래프  ′={03,04,05,06, 
07,08}에 대한 사이클 {03,04,05,06,07,08}을 얻는
다. 

(b)에서는   인 ‘4’ 노드가 먼저 삭제되고, 다
음으로    인 {2,5,7,8} 노드가 삭제되었으며, 남
은 축소된 방향 그래프  ′에서    인 ‘0’ 노드가 
삭제되어 {1,6,3}을 얻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1차적으로 각 노드의 차수를 계산
하면서 불필요한 정점 또는 노드를 삭제하여 축소된 그
래프  ′를 대상으로 최대 사이클을 찾는 방법으로 수행 
복잡도는 이다. 이는 DFS와 TOA와 동일한 수
행 복잡도를 갖는다. 다만 SLL에 대해서는 THA의 
에 비해 보다 복잡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HA를 2 라
운드 수행하는 방법 보다는 수행횟수를 크게 단축시키면
서 사이클 집합 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Ⅳ. 적용 및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그림 5의 8개 데이터에 대해 제안된 
MCDA를 적용하여 본다. 

(a)   graph

     

(b)   graph             (c)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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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graph              (e)   graph

   

       (f)   graph          (g)   graph

 (h)   graph

그림 5. 실험 데이터
Fig. 5. Experimental data

은 Haeupler et al.[13]에서, 는 Safar et 
al.[14]에서, 는 Boukerche와 Tropper[15]에서, 
은 Panigrahi[16]에서,  ,  ,  , 은 인터넷의 사
이클 검출 이미지로 부터 인용되었다.

그림 5의 실험 데이터에 대해 제안된 MCDA를 적용
한 결과는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w,c,f,h}
(a)   graph

{1,2,3,4}
(b)   graph

{3,6,8,5}
(c)   graph

{s,a,b}
(d)   graph

(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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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raph

(g)   graph

(h)   graph

그림 6. 실험 데이터에 대한 MCDA
Fig. 6. MCDA for experimental data

그림 5의 실험 데이터에 대해 제안된 MCDA를 적용
하여 그림 6으로  얻은 최대 사이클 집합 는 표 2에 요
약되어 있다. 여기서는 제안된 MCDA가 최대 사이클을 
찾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원 그래프에서 내포하
고 있는 모든 사이클도 제시하였다. 표에서 { }는 집합을, 
( )는 호를, →는 순서를 의미한다. 표에서는 은 복잡
성으로 인해 제외하였다. 은 100개 노드 중 89개 노

드로 연결된 사이클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그래프  MCDA for  ′
문제 내포된 

사이클 
노드와 호(간선) 삭제

′ 
삭제 순서 횟수


{03,04,05,06

,07,08}  8  01 → 02 2 6 {03,04,05,06,07
,08}

 {1,6,3}  8  2,8,7,4,5 → 0 2 3 {1,6,3}

 {w,c,f,h} 12  a,b,e,i,j → d → g 
 → v 4 4 {w,c,f,h}


{4,6,8}

{1,2,3,4}  8  7 → 5 → 6,8 3 4 {1,2,3,4}

 {3,6,8,5}  8  1 → 2 → 4 → 7 4 4 {3,6,8,5}

 {s,a,b}  5  c → d 2 3 {s,a,b}



{G,J,C}, 
{F,G,J,C},

{F,G,J,C,E}, 
{F,G,J,C,E}

10
 A,H → B → D →
 (C,G)→(C,F)→

 (E,F)
6 5 {F,G,J,C,E}


{D,T,E,V,G, 

U} 13  R,C,W,B → F → 
S 3 6 {D,T,E,V,G,U}


{1,2,3,4,5,8,

7,6} 13  11 → 9 → (8,10) 
 → (2,7) → (4,8) 5 8 {1,2,3,4,5,8,7,6}

표 2. MCDA의 성능
Table 2. Performance of MCDA

제안된 알고리즘은 사이클 형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불필요한 정점(또는 노드)와 간선(또는 호)를 먼저 
삭제하여 축소된 그래프  ′의 정점(또는 노드) 개수 ′
는 정확히  개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를  ′로 
축소시키는데도 수행횟수는 적게는 2회에서 최대 6회로 
원 그래프 의 정점(또는 노드) 개수 에 비해 평균 
37% 정도만을 수행하면 됨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방향과 무방향 그래프에 대해 최대 사
이클을 검출할 수 있는 수행 복잡도 의 선형시
간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기존에는 단일 출발(SS)을 갖는 SLL에 한해  복
잡도의 THA가 제안되었다. 또한, 다중 출발지-다중 종
착지, 다중 분기(MSMD)를 갖는 일반 그래프에 대해서는 
빠른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MSMD의 일반 그
래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어진 그래
프 는 사이클 형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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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또는 노드)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제
안된 알고리즘은 1차적으로 사이클 미형성 정점(또는 노
드)들을 제거한 축소된 그래프  ′를 수행 복잡
도로 얻었다. 이 축소된 그래프에 대해 제안된 알고리즘
은 선형시간 복잡도로 임의의 정점(또는 노드)부터 순차
적 탐색 기법을 적용하여도  수행 복잡도로 쉽게 찾
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CDP를 다루는 의사난수 생성기, 
이산대수, 암호,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한 루프, 셀 구조 
자동화에서의 주기적 형성, 연결리스트의 형상분석 등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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