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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패킹(packing) 문제는 여러 개의 아이템(item)들

을 일정한 제약조건하에서 빈(bin)에 담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4]. 구체적인 응용 사례에 따라서 수많은 

변형들이 존재하는 매우 고전적인 최적화 문제의 하

나이다. 가장 기본 형태의 패킹 문제에서는 각각의 

아이템이 하나의 스칼라(scalar) 값으로 표현되고,

모든 빈은 고정된 용량(capacity)을 가진다. 각 빈에 

수용된 아이템들의 합은 그 빈의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아이템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빈

의 최소 개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2차원 빈 패킹 

문제에서는 각각의 아이템들이 너비와 높이를 가지

는 2차원 사각형으로 표현되며, 각각의 빈 역시 하나

의 2차원 사각형으로 표현된다. 아이템들은 서로 겹

치지 않게 패킹되어야 한다. 2차원 스트립(strip) 패

킹 문제는 높이가 무한대인 하나의 빈에 모든 아이템

을 패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목적함수는 사용된 빈의 

높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선반(shelf) 패

킹 문제나 병렬 태스크 스케쥴링(parallel task

scheduling), 일반화된 할당 문제(generalized as-

signment problem)등도 일종의 빈 패킹 문제의 변형

으로 볼 수 있다[1,2,3,5,7].

이 논문에서는 패킹 문제의 또 다른 한 형태인 템

플럿(template) 패킹 문제를 다룬다. 템플럿 패킹 문

제는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을 생산하는 응용을 통해

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모양과 크기는 동일하지

만 제품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 내용의 라벨들이 

서로 다른 수량으로 생산되어야 한다고 가정하자. 이 

라벨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먼저 템플릿을 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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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각 템플릿에는 고정된 개수의 라벨 원형들이 배

치된다. 제작된 템플릿들을 각각 필요한 수량만큼 인

쇄하여 각 제품별로 요구된 수량의 라벨들을 생산한

다. 각각의 템플릿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라벨들이 

서로 다른 수량으로 배치될 수 있지만 하나의 라벨 

유형은 하나의 템플릿에만 배치된다.

예를 들어 4종류의 라벨들 A, B, C, D가 있고, 주문 

수량이 각각   ,   ,   , 그리고   라

고 하고, 2개의 템플릿을 사용하며, 각 템플릿에는 

최대 8개의 라벨을 배치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 템플릿 에 라벨 A와 C를 각각   ,   

장 배치하고, 두 번째 템플릿 에는 라벨 B와 D를 

각각   ,   장 배치한다. 이제 을 4장, 그리

고 를 6장 인쇄하면 총 80개의 라벨이 생산되며 

(A가 8개, B가 18개, C가 24개, D가 30개), 라벨 타입

별 요구량을 모두 충족한다. 필요한 수량은 총 8 +

15 + 24 + 30 = 77개이므로 낭비된 라벨의 개수는 

3개이다.

템플럿 패킹 문제를 정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종

류의 아이템이 있고, 각 아이템별 주문 수량은 

   ,이다. 하나의 템플릿에 배치될 수 있는 

아이템의 최대 개수, 즉 템플릿의 용량은 이다. 개

의 템플릿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템플릿  ,

  ,상에 배치될 타입 인 아이템의 개수를 

로 표시한다. 이때  중 하나만이 양의 

정수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이어야 한다. 하나의 템플

릿에는 최대 개의 아이템만이 배치될 수 있으므로 


  



 ≤,   ,이어야 한다. 아이템 가 템플

릿 에 배치될 때, 즉  일 때 “템플릿 는 아이템 

를 커버(cover)한다”라고 말한다.

주문량을 충족하기 위한 각 템플릿의 인쇄 수량은 

이러한 배치       로부터 유일

하게 결정된다. 템플릿 는 자신이 커버하는 모든 

아이템의 주문 수량을 충족해야 하므로 템플릿 의 

인쇄 수량 는 ≥⌈⌉,   ≠, 이어

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max   ≠ ⌈
 ⌉

알고리즘의 목적은 주문량을 충족하기 위한 인쇄 

수량의 총합 즉 
  



를 최소로 만드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m-MTP (Minimum Tem-

plate Packing) 문제라 부른다[6].

-MTP 문제는 템플릿의 개수 이 고정되어 있

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템플릿의 개수 을 고정하

는 대신 하나의 템플릿을 추가 제작하는 비용 가 

주어지고 
  



를 최소화하는 과 를 결정하

는 좀 더 일반화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에 대해서 -MTP 문제를 풀어서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을 구하면 해결할 수 있다. 즉 

-MTP 문제는 이 일반화된 문제의 하나의 부분 문

제로 생각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MTP 문

제에 대해서만 다룬다.

-MTP는 대부분의 패킹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NP-hard에 속하며, 이 문제에 대한 선행 연구로 탐

욕적 기법(greedy method)이나 분기한정법에 기초

한 근사 알고리즘들이 제시되어 있다[6]. 하지만 이

러한 알고리즘들에 대한 실험적인 성능평가만이 제

시되어 있을 뿐이다. 근사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

는 한 가지 방법은 알고리즘의 근사율(approxim-

ation ratio)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소화(minimiza-

tion) 문제의 경우 임의의 입력  에 대해서 근사 알고

리즘의 해 와 최적해  간에 

 ≤ 의 관계가 성립할 때 근사 알고리

즘의 근사율은 라고 말한다. 여기서 는 임의의 상

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MTP 문제에 대해서 이 

2 이상의 상수일 때 근사율이 3인 근사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제시된 알고리즘은 first-fit 전략을 사용

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근사율을 증명한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기술하고. 3장에서는 결론

을 제시한다.

2. 알고리즘
본 절에서는 먼저 -MTP 문제의 완화된(relax-

ed) 버전인 -FMTP (Fractional-MTP) 문제를 해

결하는 근사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이 완화된 버전에

서는 -MTP 문제의 조건이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

 인 모든 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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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 정수가 아닐 수도 있다. -FMTP 문제의 

해는 들의 올림(ceiling)을 취함으로써 항상 -

MTP 문제의 해로 변환될 수 있다. 따라서 -FMTP

문제에 대해서 목적함수의 값이 인 해가 존재한다

면 -MTP 문제에 대해서는 목적함수의 값이 

인 해가 존재한다.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MTP 문제는 빈 

패킹 문제와 닮은 점이 있다. 각각의 템플릿은 용량

이 인 빈(bin)으로 볼 수 있고 각각의 라벨 타입은 

빈에 패킹될 아이템으로 볼 수 있다. 템플릿 의 

개의 슬롯이 라벨 타입 에게 할당되었다면 빈 의 

용량을 만큼 소비한 것이며 또한  ≥


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 상황을 Fig. 1과 같이 각각의 빈을 

폭(width)이  인 2차원 스트립(strip)으로 표현하고,

각각의 아이템을 폭이 이고 높이가 


인 사각형

으로 표현한다. 하나의 빈에 할당된 사각형들의 너비

의 합은 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의 빈에 

할당된 사각형들의 높이의 최대값이 가 된다. 각 

사각형의 너비 는 고정된 값이 아니며 사각형의 

면적을 보존하는 한 변화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템플릿들을 빈이라고 부르고 

각각의 라벨 타입들을 단순히 아이템이라고 부르겠

다. 각각의 아이템은 하나의 순서쌍  로 표현되

는데 여기서   이고 는  이하의 양의 정수이

다. 너비 가 1인 아이템들을 singular 아이템이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모든 아이템이 singular 아이템이

다. 즉 처음에는 아이템들의 집합     

으로 시작한다. 알고리즘이 진행되는 동안 각각의 아

이템들은 자신의 면적을 유지하면서 다음 절에서 기

술할 Expand-To-Fit과 Contract-To-Fit이라는 두 

가지 기본 알고리즘에 의해서 변형(deform)되어 진

다.

2.1 Expand-To-Fit과 Contract-To-Fit 알고리즘
아이템들의 집합        에 속한 

임의의 두 아이템 와 에 대해서 ≤가 성립할 

때, 즉 어떤 아이템의 높이도 다른 아이템의 높이의 

Fig. 1. Two-dimensional bins and items.

Algorithm 1: Expand-To-Fit( ) 

Input:         and  ≥
  



 ;

1: let  
  



 ;

2: while   do

3: let   be the tallest and  be the second tallest item with   and  ;

4: let  be the smallest integer such that 


;

5: if min  then
6: let min ;
7: end.

8: replace   with a new item   


;

9: let   ;

10: end.

11: retu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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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이내일 때 이 아이템들의 집합  는 적절하다

(proper)라고 부른다. 또한 만약  이고 

 인 임의의 두 아이템 와 에 대해서  ≤가 

성립하면  는 “거의 적절하다(semi-proper)”라고 

부른다. 즉 너비가 1이거나 혹은 인 예외적인 아이

템들을 제외하고는 적절하다는 의미이다.

Expand-To-Fit 알고리즘의 입력은 하나의 거의 

적절한 아이템들의 집합      와 목표 

용량  ≥
  



이다. 알고리즘의 목적은 모든 혹

은 일부 아이템들의 너비를 확대하여 아이템들의 너

비의 합이 주어진 목표 용량 가 되면서 아이템

들의 최대 높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

은 간단한 탐욕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가능하다. 각 

스텝에서 높이가 최대인 아이템을 선택한다. 그런 다

음 그것이 두 번째로 높은 아이템보다 낮아지거나,

너비가 에 도달하거나, 혹은 아이템들의 총 너비가 

가 될 때까지 너비를 확대한다. 이 과정을 총 

너비가 가 될 때 까지 반복한다. 알고리즘1은 

이 과정을 의사코드의 형태로 기술한다.

알고리즘1의 라인 4에서는 가장 높은 아이템을 두 

번째로 높은 아이템보다 낮게 만들기 위해서 너비를 

얼마나 확장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라인 5와 6에서는 

선택된 아이템의 너비가 보다 커지거나 혹은 아이

템들의 너비의 총 합이 가 넘지 않도록 한다.

보조정리 1: 만약 거의 적절한 아이템들의 집합이 

Expand-To-Fit 연산에게 입력으로 주어진다면 출

력도 또한 거의 적절하다.

증명: 그렇지 않다고 가정해보자. 즉 알고리즘1의 

출력에  이고  이면서  인 두 아

이템  와 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첫 번째 경우는 아

이템 가 알고리즘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한 번 

확장된 경우이다. 아이템 가 가장 긴 아이템으로 선

택된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보자. 그 시점에서 두 아

이템의 높이를 각각 ′와 ′로 나타내자. 그러면 

′ ≥′일 것이다. 어떤 아이템도 알고리즘의 진행

과정에서 높이가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 ≤′
이다. 이제 라인 4에서 선택된 정수를 라고 하자.

다시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 번째 경우는 

≤min 인 경우이다. 이 경우 값

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된다. 그러면  ′ 
′′

가 되고 ′ 
′′

≥′가 만족된다.

′ 
′′

≤′ 
′′

가 성립하므로  ≤가 성립한

다. 이것은 모순이다. 두 번째 경우는  

이고   인 경우이다. 이 경우 아이

템 는 마지막으로 확장된 아이템일 것이므로 따라

서   ′일 것이다. 더구나 는 아이템 를 두 번째

로 높은 아이템보다 짧게 만드는 최소의 정수이므로 

당연히 ′ ≤일 것이다. 그러므로 모순이다. 세 번

째 경우는 이고  ≤ 인 경우

이다. 이 경우 아이템 의 너비 는 가 되므로 역시 

모순이다.

이제 아이템 가 알고리즘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

도 확장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해보자. 

 와 



 을 각각 입력에서의 아이템 와 라고 하자.

그러면   
이고  ≤

이고 
 ≤

이다. 따라서 

증명이 완료된다. ■

Contract-To-Fit 알고리즘의 입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적절한(proper) 아이템들

의 집합      이다.

(1)   ,  ;

(2)  ≥   ,  ;

(3) 
  

  

 이고 
  



 이다.

Contract-To-Fit은 일부 혹은 전체 아이템들의 

너비를 줄여서 총 너비가 가 되도록 아이템들을 

변형한다. 이 연산은 사실상 Expand-To-Fit의 역변

환에 가깝다. 먼저 너비가 1이 아닌 아이템들 중에서 

가장 짧은 아이템을 선택한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 

짧은 아이템보다 더 길어지도록 너비를 축소한다. 이 

과정을 너비의 총합이 가 될 때 까지 반복한다. 아

래의 알고리즘2가 이 과정을 의사코드의 형태로 기

술한다.

아래의 보조정리2는 알고리즘2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아이템도 다른 아이템보다 2배 이상 길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이것은 알고리즘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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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4에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가 항상 존재함을 

의미한다.

보조정리2:        를 알고리즘2

의 while 반복문에서 임의의 반복의 끝에서의 아이

템의 집합라고 하자. 그러면 집합  는 적절하다.

증명:  라고 가정해보자.



     이 알고리즘2에 대한 입력이었

다고 가정하자. 
 ≤

이고  ≥
이므로 따라서 

 
이다. 이것은 아이템 가 적어도 한 번 가장 

짧은 아이템으로 선택된 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
과 ′을 각각 그 시점에서의 아이템 와 의 높이라

고 하자.

그 시점에서 아이템 가 non-singular 아이템들 

중에서 가장 짧은 아이템이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1) ′≤′이거나 혹은 (2)

′′ 이면서 아이템 가 singular한 경우이다. 먼

저 경우 (1)을 생각해보자. 를 라인 4에서 선택된 

정수라고 하고, 그것이 라인 5와 6에서 바뀌지 않았

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 


이고 

′ 


≤′이다. ≤≤′일 때 

′ 


≤⋅′ 


이 성립하므로 따라서 

 ≤⋅′ 


≤′ ≤이다. 이것은 모순이

다. 이번에는   여서 라인 6에서 갱신되었다

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아이템 가 알고리즘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축소(contracted)된 아이

템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고, 또한 는 아

이템 를 두 번째로 작은 아이템보다 높게 만드는 

최소값이므로 결과적으로  ≤이다. 이것 역시 모

순이다.

이제 경우 (2)를 생각해보자. 
 ≥이고 ′  이

므로 ′ ≥이고  ′ ≤이다. ′  이고 


 ≤

이므로    ′ ≥ ≥이고 따라

서  
이다. 그러므로 

  





 
≠  and ≠ 


 

 
  

  




 

 
 

≤
  




 

=
  

 


이다. 이것은 모순이다. ■

2.2 Packing 알고리즘
패킹 알고리즘은 초기 singular 아이템들의 집합 

      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아이

Algorithm 2: Contract-To-Fit() 
Input:         satisfying conditions (1), (2) and (3);

1: let  
  



 ;

2: while   do

3: let   be the shortest non-singular item and  be the shortest, possibly singular, item among

those no shorter than  ;

4: let  be the smallest integer such that 


;

5: if   then

6: let   ;

7: end.

8: replace   with a new item   


;

9: let   ;

10: end.

11: retu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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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들은 수량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고 가정한다. 즉  ≥     ,이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아이템들에 Expand-To-Fit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때  로 한다. 즉 아이

템들의 너비의 합이 개의 템플럿에 의해서 제공되

는 전체 용량인 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제 

         를 그 결과라고 하자. 

은 거의 적절하므로(semi-proper) 보조정리1에 의해

서  역시 거의 적절하다. 또한  에서 아이템들은 

너비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고 너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높이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

되어 있다. 즉    이거나 만약    이라면 

 ≥  이다.

보조정리3: max를  에 속한 아이템들의 높이의 

최대값이라고 하자. 그러면  ≥max이다. 여기서 

는  문제에 대한 최적해를 나타낸다.

증명: Expand-To-Fit( , )는 아이템들의 

너비의 합이 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이

템의 최대 높이를 최소화한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템플릿  에 대해서  ≥max일 수 밖에 없다. 따라

서 이 보조정리가 성립한다. ■

이제 개의 템플럿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구성

한다. 첫 번째 템플럿 은 에 속한 아이템들을 처음

으로 너비의 합이 보다 크거나 같아질 때까지 순서

대로 추가하여 구성한다. 즉 은 아이템 집합 

  rr rk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는 
  



 ≥

가 되는 최소값이다. 만약 
  



 이면 집합 에 

속한 아이템들을 Contract-To-Fit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너비의 합이 가 되도록 만든다. 이 경우 은 

적절(proper)하므로 Contract-To-Fit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이제 남은 아이템들의 너비의 합은  이하

이다. 만약  미만이면 이 아이템들에 대해서 

다시 Expand-To-Fit을 적용하여 너비의 합이 정확

히 가 되도록 조정한다. 그런 후 이번에는 두 

번째 템플럿 를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한다. 이 과

정을 모든 아이템들이 커버될 때까지 반복한다. 알고

리즘 3은 이 과정을 의사코드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

다.

2.3 근사율의 증명
템플럿 에 대해서 알고리즘 3의 라인 6에서 선택

된 아이템들의 집합을 로 나타내고, 라인 7에서 

Contract-To-Fit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를 ′이라

고 표시하자. 를 가 적어도 하나의 singular 아이

템을 포함하는 최초의 템플럿이라고 하자. 아이템들

은 너비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고려되므로 의 마

지막 아이템은 singular일 것이고 따라서 에 속한 

아이템들의 너비의 합은 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라인 9에서 Expand-To-Fit은 아무 일도 하지 

Algorithm 3: Greedy-Fit(m, C)
Input:        be the initial items with  ≥     ;

1:  = Expand-To-Fit( , );

2: Let         ;

3: begin = 1;

4: for    to  do

5: let ≥  be the first index with 
  



 ≥;

6: let    and let    ;

7: ′ = Contract-To-Fit();
8: for each item ′′ ∈′, assign ′ slots of  to the labell type ;
9:  = Expand-To-Fit( , );
10:  ;

11: end.

12: retu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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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고 남아있는 모든 아이템들도 역시 sin-

guar일 것이다. 따라서 템플럿    은 오직 

singular 아이템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  ,에는 

알고리즘 3의 라인 7의 Contract-To-Fit의 결과로 

singular 아이템이 포함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템플럿    을 non-singular 템

플럿, 를 mixed 템플럿, 그리고   을 sin-

gular 템플럿이라고 부르겠다. 
max와 

m in을 각각 

′에 속한 아이템들의 높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

고 하자.

보조정리4: 임의의 non-singular 템플럿 에 대

해서 
min ≥ 



max이다.

증명: 임의의 non-singular 템플럿 에 대해서 

아이템 집합 는 너비가 인 하나의 아이템만으로 

구성되거나 혹은 Contract-To-Fit 알고리즘의 입력

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 모두 이 보조정리는 자명하게 성립한다. ■

보조정리5: 
  




m in ≤



  



 이다.

증명:


  




  




  ∈ ′

≥
  




  ∈ ′


m in


  




m in

  




m in이다. ■

와 를 각각 FMTP에 대한 우리의 알고

리즘과 최적 알고리즘의 해라고 하자.  
  




max

이고,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2가지 하한

(lower bound)이 성립한다: (1)  ≥
  



; (2)

 ≥max  
 

max . 하한 (1)이 성립하는 것은 자명하

다. 하한 (2)는 보조정리 3에 의해서 역시 자명하다.

이제 3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고려한다: (1) mixed

템플럿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mixed 템플럿 

가 존재하고 
max 

min인 경우; 그리고 (3) mixed

템플럿 가 존재하고 
max ≤

m in인 경우이다. 우

선 경우 (1)을 고려해보자. 보조정리 4와 5에 의해서

 
  




max ≤

  




m in ≤가 성립한다. 경

우 (2)를 생각해보자. 보조정리 1에 의해서 mixed 템

플럿에서 최소 높이를 가진 아이템은 singular일 수 

밖에 없다. 모든 singular 아이템은 높이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므로 


m in ≥ 

max  ,이다. 따라서  
  




max


  

  


max

max  
    




max≤

  

  


m in 

max


  

  


min≤

  




m in 

m in≤이다. 이제 경우 

(3)을 생각해보자. 이 경우 
m in ≥ 

max ,

  ,은 여전히 성립한다. 따라서 

 
  




max 

  




max 

    




max 

  




m in

  
max  

    

  


m in≤

  




min   

max≤가 성립

한다.

이제 ′ 
  

 ⌈max⌉은 -MTP 문제에 대한 하

나의 해가 된다. ′를 -MTP 문제에 대한 최적

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정리가 성립한다.

정리1: ′ ≤ ≤ ≤′ 
이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템플럿 패킹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

로 상수 근사율을 가지는 다항시간 알고리즘을 제시

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잘 알려진 휴리스틱들 중 

하나인 best-fit 전략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증

명한 근사율이 타이트(tight)한지는 아직 밝히지 못

했으며, 또한 근사율을 향상하는 것이 추후 연구과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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