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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kell은 일반적이고 순수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Haskell은 절차형 언어처럼 구문 순서에 따라서
해당 순서가 되면 해당 라인에 있는 계산을 무조건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값이 필요한 순간에 계산
하는 ‘느긋한 계산법’을 사용한다. ‘느긋한 계산법’으로 인해 동일한 기능을 반복하거나 공유할 때에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이 실제 문제 해결에서 유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계산이 반복되
는 진화형 알고리즘을 사용한 외판원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Haskell과 C++로 각각 작성하였다. 그리고 집단의
크기와 진화 횟수에 따라 비교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집단의 크기와 진화횟수가 4배일 때 C++가 Haskell보
다 각각 5배, 1.3배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실험결과를 통해서 진화형 알고리즘과 같이 유사한 형태의 계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Haskell이 유용함을 알 수 있다.

1. 서 론
Haskell은 1990년에 완성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Haskell의 특징은 C, C++, Java와 같은 절차형 프로그래밍언어와
달리 반복문을 이용한 순차적 구조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함수들
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느긋한 계산법(lazy evaluation)을 쓴
다는 점이다[1]. ‘느긋한 계산법’은 절차형 언어처럼 구문 순서에
따라서 그 순서가 되면 무조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연산의 결과가 필요한 순간이 되어서야 계산한다. 따라서 동일한
기능을 반복하거나 공유할 때에 불필요한 계산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Haskell의 이러한 장점을 통해 진화형 알고리즘과
같이 많은 양의 동일한 형태의 계산을 반복해서 해야 하는 문제
에서 처리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
이고자 한다.
진화형 알고리즘은 최적화 문제에 주로 쓰인다. 때로 유전자의
길이가 길어지고 많은 세대를 거쳐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많은 시간적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화형 알
고리즘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연산은 유사한 형태의 계산을 n번
반복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Haskell을 이용해서 작성한다면 유전
자의 길이가 길어지고 세대가 커짐에 따라서 증가하는 시간 비용
의 증가 폭이 크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 진화형 알고리즘을 적용
하기 위한 대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최적화 문제인 외판원 문
제(Traveling Salesman Problem)를 대상으로 실험한다. 사용한 진
화형 알고리즘은 진화 전략(Evolution Strategy)(μ+λ)[2]이다.
실험은 같은 알고리즘으로 Haskell과 C++로 작성한 프로그램
에 대해서 집단의 크기와 진화 횟수를 조정해가면서 실행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집단의 크기와 진화 횟수에 따른 실
행 시간 변화의 크기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C++ 프로그램은 주로
리스트를 사용하는 Haskell 프로그램과 최대한 유사한 구조를 이
루게 하려고 유전자 표현을 위한 자료 구조로 STL의 List를 사용
하였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 외판원 문제와 진화 전략(μ+λ)에 대
한 설명과 각각에 관한 연구들을 담고 있다. 3장에서는 실제 작성
한 Haskell과 C++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내용을 담고 있다. 4장
에서는 두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비교 실험한 결
과를 담고 있다.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서 다룬
다.
2. 관련 연구
2.1 외판원 문제
외판원 문제는 외판원이 출발지에서 다른 모든 도시를 순서에
상관없이 순회 방문하고 돌아오는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도
시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최단 이동 시간으로 순회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비방향성 가중치 그래프에서의 해밀턴 경로를
구하는 문제[3]로 표현할 수 있다. 외판원 문제의 시간 복잡도는
기본적으로O(n!)이기 때문에 들려야 하는 도시 수가 많아지면 답
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화형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근사한 답을 구해서 사용한다. 외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연구로는 협동 학습을 이용한 해결 방법[4], 휴리스틱 알고리
즘을 이용한 해결방법[5], 최소 묶음 트리(MST: minimum
spanning tree)를 이용한 해결방법[6]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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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진화 전략
진화 전략(μ+λ)은 1973년 Rechenberg에 의해서 제안된 진화
형 알고리즘의 일종이다. 그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다. 전체적인
구성은 유전자 알고리즘과 같은 일반적인 진화형 알고리즘과 유
사하다.

(그림 1) 진화 전략 알고리즘

부모 선택에서 진화 전략은 적합도와 상관없이 임의로 고른다.
또한, 자식을 생성한 후 다음 세대를 고를 때 우리가 사용한 진화
전략(μ+λ) 알고리즘은 현재 세대(u)와 생성한 개체(λ) 중 다음
세대가 될 적합도가 높은 λ개의 개체를 고른다. 따라서 진화 전
략(μ+λ) 알고리즘은 부모 생성 부분에서는 폭넓게 접근
(diversify)하며 후대 결정 부분에서는 강하게 접근(intensify)한다.
이에 관한 연구[7-8]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3. 시스템 설계
두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설계 방법은 같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유전자 표현과 동일한 평가 함수를 사용한다. 그밖에 세부적
인 알고리즘 또한 일치한다. 다음은 각 부분의 설계 내용이다.
3.1 유전자 설계
테스트를 위한 유전자 표현은 임의키 코드 방법[9]을 사용하였다.
각 유전자는 0에서 1 사이의 임의의 실수가 된다. 그림 2는 임의키
를 사용한 염색체의 크로스 오버 예제이다.

3.3 크로스 오버 및 돌연변이
최대한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연산 시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서 크로스 오버와 돌연변이는 간단하게 구현하였다. 크로스 오버
는 항상 절반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크로스 오버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돌연변이는 1/2 확률로 염색체의 첫 번째 유전자를
맨 뒤로 보내도록 구현을 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방문 순서
가 바뀌는 효과가 있다.
3.4 평가함수 및 세대 결정
다음 세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적합도를 이용한다. 적합도를 구
하기 위한 평가 함수는 각 도시를 들리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구
할 수 있다. 각 도시에서 다음 도시로 이동하는 소요시간이 미리
N x N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먼저 염색체마다 도시 방문 순서,
즉 표현형을 구한다. 그리고 표현형을 통해서 해당 순서로 도시를
거칠 때의 소요시간의 합을 구한다. 따라서 적합도(fitness) 값이
작을수록 좋은 유전자가 된다. (u+λ)개 중에서 가장 우수한 u개
를 선정하여 다음 세대로 결정한다.
3.5 자료구조 및 시스템 분석
Haskell 프로그램에서는 별도의 Array 패키지 라이브러리 등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리스트를 사용해서 모든 유전자를 표현
하였다. 따라서 C++ 프로그램에서 또한 동등한 비교를 위해서
STL의 List를 사용해서 이를 구현하였다. 앞서 설명한 대부분 기
능은 O(n) 안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하지만 평가 함수를 사용하
여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적어도 정렬 수준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 연산이 필요하므로 O(nlogn)에서 최악의 경우에
O(n2)의 시간 복잡도가 발생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시간 복잡도는
2
O(nlogn) ~ O(n )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비교 실험
실험의 가정은 C++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설계상에서 예상한 시간
복잡도인 O(nlogn) ~ O(n2)에 근접할 것이며 Haskell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동일한 형태의 연산이 반복되기 때문에 비슷한 구현
에도 n이 증가했을 때 이보다 훨씬 적은 실행시간의 증가를 보이
리라는 것이다. 실험은 Intel i7-4770 Quard Core Processor,
8GB RAM에서 이루어졌다. 염색체의 크기는 항상 12로 고정해
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1은 집단의 크기를 다르게 했을 때
Haskell로 작성한 프로그램과 C++로 작성한 프로그램의 실행시
간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집단의 크기에 따른 실행 시간 비교표

(그림 2) 임의키를

사용한 염색체의 크로스 오버

집단의 크기

왼쪽은 유전자 표현이며 오른쪽은 각 도시를 들리는 순서이다.
각각의 임의키는 각 도시에 대응하는 임의키이며 임의키가 작은 도
시부터 들린다고 정의한다. 그림2의 첫 번째 염색체와 같이 만약 염
색체가 (0.9501, 0.2311, 0.4568, 0.4860, 0.8913, 0.7621)로 이루
어져 있다면 가장 작은 숫자인 0.2311이 두 번째 자리에 있으므로
2번 도시를 가장 먼저 들리게 되고, 다음으로 작은 0.4568이 세 번
째 자리에 있으므로 3번 도시를 두 번째로 들리게 된다.
3.2 부모 선택
그림 1에 나와 있는 진화 전략(μ+λ)의 알고리즘과 같이 임의
로 두 개의 부모 염색체를 랜덤하게 복원 추출한다. 그리고 이를
크로스 오버 및 돌연변이 해서 자손을 생성한다. 단, 이때 생성하
는 자손의 수는 초기 집단의 수와 항상 일치하도록 조정하여서
구현하였다(μ=λ). 따라서 실험을 위해서 초기 집단의 수를 증가
시키면 생성하는 자손의 수인 λ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Haskell

C++

12

1.9

72.2

24

2.7

248.3

36

3.7

532.0

48

5.0

926.4

표 1을 살펴보면 C++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Haskell 프로그램
의 실행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Haskell 프
로그램은 Haskell에 맞게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지만,
C++ 프로그램은 Haskell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STL의 List를 사용하는 등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실행 시간이 아니라 변화율을 기준으로 비교해보
았다. 그림 3은 집단의 크기를 다르게 했을 때 집단의 크기에 따
2
른 실행시간 변화를 나타낸다. 표시된 값은 Haskell, C++, O(n )
인 프로그램, O(nlogn)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각 n(집단의 크기)
이 12일 때의 실행시간 값을 1로 잡고 n을 증가시키면서 실행시
간의 비를 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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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그림 3) 집단의 크기와 실행시간 간의 그래프

그림 3과 같이 집단 크기의 증가에 따른 영향을 Haskell 프로
그램이 덜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Haskell 프로그램은 집단
이 12에서 24로 2배 증가했을 때 실행시간이 1.41배 증가했지만,
2
C++의 경우 3.44배 증가하고 있다. 이는 nlogn에서 n 사이의 값
으로 설계상에서의 시스템 분석과 유사하다. 표 2는 진화횟수를
다르게 했을 때 Haskell로 작성한 프로그램과 C++로 작성한 프
로그램의 실행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Haskell 프로그램과 C++ 프로그램
의 실행시간 비교 실험을 통해서 진화 전략과 같이 동일한 형태의
계산이 반복되는 알고리즘은 Haskell을 사용했을 때 시간복잡도의
증가폭이 C++에 비해서 적음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프로그램이
각각의 언어에서 진화전략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한 최적화된
형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행시간 자체가 아니라, 실행시간의
비로 비교하였다. 집단의 크기를 4배로 증가시켰을 때 C++가
Haskell보다 약 5배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진화횟수를 4배로 증가
시켰을 때는 C++가 Haskell 약 30% 정도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단순히 진화 전략과 같은 진화형 알고리
즘이 아니더라도 n이 몹시 커질 수 있고 동일한 형태의 연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알고리즘에서 Haskell을 사용한 프
로그램 개발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본
문서에서의 실험은 어디까지나 List를 사용한 연산에 국한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Array를 통해서 구현하거나
Haskell의 경우 병렬 Haskell, C++의 경우 쓰레드를 이용한 프로
그램에서의 비교가 더해진다면 더 도움이 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로 병렬 Haskell을
이용한 진화형 알고리즘 프로그램과 동일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쓰레드를 이용한 C++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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