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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단순 그래프 G = (V,E)가 주어지고, 이 중 임의의 정점 v ∈ V (G) 에 돌이 놓여 있

다. 두 명의 사람들이 턴을 번갈아가면서 게임을 한다. 각 사람은 자신의 턴에서, 현재

돌이 있는 정점과 붙어 있는 간선을 골라서, 해당 간선의 반대 끝 점으로 돌을 옮기고,

간선을 제거한다. 붙어 있는 간선을 고를 수 없는 사람은 게임에서 패배한다. (G, v)가

주어지고, 두 사람이 최적으로 게임을 진행할 때, 첫 턴을 시작한 사람은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가, 패배하는가?

위에서소개한문제는, Edge Geography 라는이름이붙어있는잘알려진게임이다.

일반적인 그래프, 평면 그래프 등에서 이 문제는 PSPACE-complete 임이 알려져 있다.

즉, 지수적인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가지며, 이 중 단 하나도 다항 시간으로 최

적화하기 몹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선형 대수학적 분석을 사용하여, 이분

그래프에서 이 문제를 다항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Fraenkel et. al

1993)

이 글에서는 이분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인 격자 그래프 (Grid graph) 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서술한다. 격자 그래프는, 각 사각 셀을 정점으로 하고, 변을 맞대는

사각 셀을 간선으로 이은 형태의 이분 그래프이다. 격자 그래프는 이분 그래프의 형태

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며, 바둑판, 체스판이 격자 그래프의 모형을 하기에 자주

응용되는 종류이기도 하다.

시작 정점을 격자의 모서리로 두었을 때, 첫 턴을 시작한 사람의 승패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정리를 사용하여 판별할 수 있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시작 정점을 (1, 1)이라

하자.

Theorem 1. n×m 격자 그래프에서, (1, 1)을 시작 정점으로 했을 때, 첫 턴을 시작한

사람이 승리할 필요 충분 조건은 gcd(n+ 1,m+ 1) = 1 이다.

놀랍도록 간단한 형태의 이 정리는, 유클리드 호제법을 사용하면 쉽게 O(log(n+m))

시간에 판별할 수 있다. 즉, 상수 시간에 가까운 풀이가 존재함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이 정리의 증명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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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명

분석을 도울 수 있는 몇가지 보조 정리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Lemma 1. n× n 격자 그래프에서, (1, 1)을 시작 정점으로 했을 경우, 첫 턴을 시작한

사람은 패배한다.

Proof. 다음 형태의 두 간선을 짝짓자.

• 1 ≤ i < n 에 대해, (i, i) − (i, i + 1)을 잇는 간선과 (i, i + 1) − (i + 1, i + 1) 을

잇는 간선을 짝짓는다.

• 1 ≤ i < n 에 대해, (i, i)− (i+1, i)를 잇는 간선과 (i+1, i)− (i+1, i+1)을 잇는

간선을 짝짓는다.

이 방법을 통해서 1 ≤ i ≤ n 에 대해서 (i, i)와 인접한 모든 4n− 4개의 간선을 짝지을

수 있다.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해서, 양쪽이 i ≥ 0번째 턴을 진행한 이후 항상 돌은 (x, x)

위치에 있고, 짝지은 간선 쌍이 그래프에서 모두 지워졌거나 모두 존재하게, 두번째

플레이어가 플레이 할 수 있음을 보인다.

• (기저 단계) i = 0일 때 돌은 (1, 1)에 있다. 또한 짝지은 간선은 그래프에서 모두

존재한다.

• (귀납 단계) i > 0일 때, 귀납 가정에 따라서 돌은 i − 1번째 턴 이후 (x, x)에

존재한다. 첫 번째 플레이어가 어떠한 간선을 사용한다면, 그에 매칭된 간선은

귀납 가정에 따라서 그래프에 존재한다. 두 번째 플레이어는 그 매칭된 간선을

사용하면 된다.

두번째 사람이 진다고 가정하자. 이 때, 양쪽이 턴을 진행한 이후 첫번째 사람이 돌을

옮길 수 있고 두번째 사람이 돌을 옮길 수 없어야 한다. 턴의 개수는 에지의 개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유한하고, 고로 돌은 (x, x) 위치에 존재한다. (x, x)에 인접한 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첫번째 사람이 진다. 그렇지 않다면, 첫번째 사람이 어떠한 간선

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 간선과 매칭된 간선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두번째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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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으로 움직일 수 있다. 고로 가정에 모순이다.

게임은유한한턴을가지기때문에,승자가결정된다.두번째사람이패배할수없으면,

첫번째 사람이 패배한다.

위 정리의 정방향 명제는 Lemma 1의 방법을 변형해서 일반화한 형태이다.

Lemma 2. n × m 격자 그래프에서, gcd(n + 1,m + 1) 6= 1일 경우, (1, 1)을 시작

정점으로 했을 때, 첫 턴을 시작한 사람은 패배한다.

Proof. K = gcd(n+1,m+1)이라하자.그리드를 n+1
K
×m+1

K
개의K−1×K−1격자와

여백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들의 가로 대각선과 세로 대각선을, 홀짝을 번갈아가면서

칠해줄 수 있다.

(Figure 1, n = 9,m = 14, K = 5 에서의 예시)

우리가 사용할 전략은, 첫번째 사람이 턴을 하게 될 때 항상 돌이 O로 표시된 지점에

있게 하는 것이다. 앞과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적당한 방법으로 간선을 매칭시

켜서 매칭을 따라갔을 때 돌이 여전히 O로 표시된 지점에 있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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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다음과같이할수있다.상하좌우로정확히두개의 O격자와인접한빈격자들을

고려하자. 모든 이러한 격자에 대해서, O 격자와 이 격자를 직접 연결하는 두 간선을

매칭시켜준다.이러한매칭이올바른것은쉽게검증할수있으며,고로위에서사용한

수학적 귀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첫 턴을 시작한 사람이 패배함을 보일 수 있다.

마지막 Lemma는 역방향 명제를 증명하며, Lemma 2와 결합하면 정리의 증명이 된다.

Lemma 3. n × m 격자 그래프에서, gcd(n + 1,m + 1) = 1일 경우, (1, 1)을 시작

정점으로 했을 때, 첫 턴을 시작한 사람은 승리한다.

Proof. 모든 수가 홀수일 경우 gcd(n+ 1,m+ 1)은 2의 배수이다. 고로 n,m 중 하나는

짝수이다.일반성을잃지않고 m이짝수라고가정하자. [0, n+1]x[0,m+1]직사각형을

생각해 보자. (0,m+1)에서 (1,−1) 방향으로 ”당구공”을 쏜다고 생각해 보면, 당구공

은 직사각형에서 튕겨나가다가 반대쪽 모서리에서 운동을 멈출 것이다.

당구공은 lcm(n + 1,m + 1) = (n + 1)(m + 1) 개의 정점을 방문할 수 있는데, 이 중

당구공이 실제로 방문하는 정점은 두 좌표의 홀짝성이 다를 것이다. 또한, 당구공은 한

정점을많아야두번방문할것이기때문에,당구공은 i+j = 1(mod2)인정점을정확히

두 번씩 모두 방문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시작 위치인 (1, 1)은 당구공이 방문하지 않지만, (1, 2) 나 (2, 1)은 모두 당구공에게

방문될 것을 알 수 있다. 개략적인 아이디어는, 여기서 시작해서 (0,m + 1)으로 가는

path를 찾은 후, 이 path에서 홀수 번 방문된 정점들의 집합을 추리고, 그것을 토대로

Lemma 2와 유사하게 O로 정점을 잘 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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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각각의 path를시작할수있는방법이 4가지가존재하는데,우리가찾고자하는

path는 다음 모서리로 가며, (1, 2)나 (2, 1)을 다시 거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b, c

중 하나는 (a, d) 가 방문한 모서리를 다시 방문할 것이며, 하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쪽에서 시작하여, 다른 모서리로 향하는 path를 추리면 답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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