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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g the 5-color theorem

1 소개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존재할 때, 이 그래프를 색칠 한다는 것은 그래프

의 모든 정점에 적절한 색을 칠하여 어떠한 간선도 같은 색을 가진 정점을 잇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프를 색칠하는 문제는 그래프 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질문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그래프를 가장

적은 수의 색으로 칠할 수 있을까?”, 즉 그래프의 최소 색칠 수에 대한 논의이다.

그래프의 채색 수는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몇가지 예시만 살펴보아도 이

문제가 얼마나 기초적이고 중요한 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시들을

살펴보자.

• 평면 그래프의 최소 채색 수. 대한민국 전도를 그리고 있는 정호는, 각각의 시

/ 군에 색칠을 해서 지역을 구분시켜야 한다. 이 때, 두 시군의 경계가 붙어있을

경우 두 시군은 다른 색으로 칠해져야 한다 (아니면 같은 시군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 완벽주의자 정호는 최고급 물감으로 지도를 색칠하고 싶은데, 물감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최소 개수의 물감을 사서 지도를 색칠하고 싶다. 정호는 몇

색의 물감을 사야 하는가?

이 문제는 각각의 시 / 군을 정점으로 하고, 인접한 시 / 군들에 대해서 간선을

이어준 그래프에서의 최소 색칠 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일하다.

• 구간 그래프의 최소 채색 수. 용재는 대한민국 최고급 인재들을 교육시키는 ”

삼성대학교” 의 건물을 건설하고 있다. 삼성대학교에는 여러 교수들이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할 예정인데, 한 강의실은 두 개 이상의 강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강의실은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용재는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

의강의실로모든수업을진행시키고싶어한다.강의실은최소몇개가필요한가?

이 문제에서 각각의 강의실을 ”색상” 으로 생각하면, 결국 각각의 수업에 ”색칠”

을 하는 문제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수업을 정점으로 두고, 시간이 겹치는

수업 간에 간선을 이으면, 이 문제 역시 그래프의 최소 색칠 수 문제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형태의 스케줄링 문제가 그래프의 최소 색칠 수 문제로 환원된다.

• 스도쿠.스도쿠문제를해결하는것은결국어떠한그래프를 9개의색만사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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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칠하는것과동일하다.각각의셀을정점으로두고,해당셀과같은색을가지면

안 되는 셀들 (가로 그룹 / 세로 그룹 / 3x3 사각형 그룹) 에 간선을 이어주자.

스도쿠를푼다는것은,이미어떠한정점에정해진색이색칠되어있을때,나머지

정점들을 9개의 색만 사용해서 색칠하는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러한 ”스도쿠 그

래프” 는 8개 이하의 색으로 색칠할 수 없음이 자명하니, 이 역시 그래프의 최소

색칠 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그림 1. 우편번호 기준으로 폴란드의 각 구역을 5개의 색으로 색칠한 웹사이트.

이번 글에서 다룰 내용은 평면 그래프의 최소 색칠 수 문제이다. 앞서 말한 지도와

같이, 각각의 정점이 영역을 나타내고, 그 영역이 맞닿아 있을 때 간선을 이은 형태의

그래프를 평면 그래프라고 부른다. 평면 그래프의 최소 채색 수를 찾는다는 것은, ”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지도를 색칠하기 위해서 필요한 색의 수가 최소 몇 개인

가?” 를 묻는 질문이다. 이 문제는 특유의 직관적인 문제 상황으로 인하여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고, 또한 학문적 중요도 역시 아주 큰 문제이다.

최소 4개의 색을 필요로 하는 평면 그래프는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평면 그래

프는 최소 4개 이상의 색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5개 혹은 6개 이상의 색을 필요로

하는평면그래프는존재할수있을까?이렇게단순해보이는문제는, 1979년에 Appel-

Haken이 유명한 4색 정리 를 통해, 그러한 평면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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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야 해결되었고, 그 과정마저 ”컴퓨터를 사용한 증명” 이라는 이유로 여러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 글에서는 4색 정리가 아닌 5색 정리 를 다룬다 - 즉, 모든 평면 그래프를 5개 이하의

색으로칠할수있음을보인다.총두가지방법으로이를증명할것인데,이중첫번째

방법은 그러한 색칠을 직접적으로 찾는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 번째 방법은

단순한 색칠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후 글에서 평면 그래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지도와 같은 형태가 아닌, 정점과

간선을 가진 추상적인 그래프 구조를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나간다. 아래 사진에서, 왼

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도” 구조이고, 오른쪽은 이를 추상적인 형태의

그래프 구조로 변환한 것이다. 우리가 이번에 다룰 형태는 오른쪽의 꼴이다.

2 Proof by Heawood (1890)

Percy John Heawood는 1890년 5색 정리를 최초로 증명한 영국의 수학자이다. 이 증

명은 수학적 귀납법에 기반해 있으며, 평면 그래프에 대한 몇 가지 알려진 지식을 요구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모두 설명한다.

2.1 Euler Characteristic and Six-Color Theorem

Theorem 1. 모든 연결된 평면 그래프 G에 대해서, v − e+ f = 2가 성립한다. 이 때,

v는 G의 정점의 개수, e는 G의 간선의 개수, f는 G의 영역의 개수이다. 영역은 무한

영역을 포함한다. (Euler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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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of. 간선의 개수 e에 대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한다.

• 기저 조건. e = 0일 때는 v = f = 1이니 자명하다.

• 귀납 조건. e > 0일 때, e = v − 1이거나 e ≥ v를 만족한다.

– e = v− 1일 경우, 그래프는 사이클이 없는 트리이다. G가 무한 영역이 아닌

유한한 영역을 가지려면, 해당 영역을 감싸는 사이클이 존재하여야 한다.

고로, G에는 분리된 영역이 존재하지 않고, f = 1을 만족한다. 고로 명제가

성립한다.

– e ≥ v일 경우, 임의의 사이클을 이루는 간선 x가 존재한다. x를 지운 그래

프는 간선의 개수가 1 작은 연결된 평면 그래프이니, 귀납 가정에 의해서

v − e + f = 2를 만족한다. 여기에 x를 추가할 경우, 간선의 개수는 하나

증가하고, 이 간선은 하나의 평면을 두 개로 양분한다. (엄밀하게는, x가 유

한 평면 위에 있을 경우 자명하고, x가 무한 평면 위에 있을 때에는, 하나의

평면은 x를 포함하는 사이클로 덮인 유한 평면이 되고, 나머지 평면은 무한

평면으로 남는다.) 고로, v − (e+ 1) + (f + 1) = 2로, 명제가 성립한다.

Lemma 1. 정점의 개수가 3 이상인 모든 연결된 평면 그래프에 대하여, 2e ≥ 3f를

만족한다.

Proof. 정점의 개수가 3 이상인 평면 그래프에 대해서, 각각의 영역은 3개 이상의 간

선으로 둘러싸여 있다. 한편, 하나의 간선은 많아야 두 개의 영역을 둘러싼다 (해당

간선의 위 / 아래). 고로 2e ≥ 3f .

Lemma 2. 정점의개수가 3이상인모든평면그래프 G에대해, e ≤ 3v−6을만족한다.

Proof. 연결된 평면 그래프에서, Lemma 1에 의하여, f ≤ 2e
3
. Theorem 1에 의하여,

v − e + f = 2. 이 둘을 연립하면 e ≤ 3v − 6. 이를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연립하면,

연결되지 않은 평면 그래프에서는 e ≤ 3v − 6(컴포넌트 수) ≤ 3v − 6을 만족한다.

Lemma 3. 모든 평면 그래프 G에 대해, 차수(연결된 정점의 개수)가 5 이하인 정점이

항상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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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of. v ≤ 6이면, 자명히 그러한 정점이 존재한다. v > 6일 경우, 귀류법을 사용한다.

모든 정점의 차수가 6 이상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e ≥ 6v/2 = 3v 를 만족한다.

하지만, Lemma 2에 의해서 e ≤ 3v − 6이 성립한다. 고로 가정에 모순이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평면 그래프를 6색으로 칠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를 ”6색 정리” 라고 부르자.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후 5색 정리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Lemma 4. 모든 평면 그래프는 6색으로 색칠할 수 있다. (Six-Color Theorem)

Proof. v에 대해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한다.

• v = 1. 자명히 6색으로 칠할 수 있다.

• v > 1. Lemma 3에의해서차수가 5이하인정점이항상존재한다.이정점을 x라

하자. x를 제거한 그래프는 여전히 평면 그래프이다. 고로 귀납 가정에 의해서 이

평면 그래프를 6색으로 칠할 수 있고, x의 이웃들은 많아야 5개의 색을 사용했기

때문에, x에게 남는 색을 배정해 주면 된다. 고로 6색으로 칠할 수 있다.

여담으로, 지금 소개한 ”6색 정리” 의 증명을 통해서, 평면 그래프를 6개의 색으로

색칠하는 간단한 O(n+m) 알고리즘을 유도할 수 있다.

2.2 Five-Color Theorem : First Proof

5색 정리의 첫번째 증명은, 6색 정리의 내용에 기반하여 이를 5색까지 증명할 수 있게

확장시킨다.

Theorem 2. 모든 평면 그래프는 5색으로 색칠할 수 있다. (Five-Color Theorem)

Proof. v에 대해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한다.

• v = 1. 자명히 5색으로 칠할 수 있다.

• v > 1. Lemma 3에의해서차수가 5이하인정점이항상존재한다.이정점을 x라

하고, x를 제거한 그래프를 G′ 이라 부르자. G′은 평면 그래프이니, 귀납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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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G′을 5색으로 칠할 수 있다. 이제, 이 색칠에 대해서 만약 x의 이웃들이

사용되지 않는 색이 존재한다면, 사용되지 않는 색을 x에게 배정해 주면 된다.

그렇지않다면,이색칠에서 x의차수는정확히 5이고, x의이웃들은모두다른색

을가질것이다.이러한 x의이웃을각도순으로정렬해서,순서대로 x1, x2, x3, x4, x5

라 부르고, 그들의 색을 c1, c2, c3, c4, c5 라고 부르자.

사진에서는 x1, x2 · · · 가가 아닌 v1, v2 · · ·를 사용함에 유의하라.

G′에서 c1, c3 색으로 색칠된 정점만을 가지고 induced subgraph를 만들자. 만약

이 그래프에서 x1과 x3이 연결되지 않았다면, x1이 있는 컴포넌트를 잡고, 컴포

넌트 상에 있는 색을 모두 모순 없이 뒤집어 줄 수 있다 (c1 → c3, c3 → c1).

그렇다면, c1 이라는 색이 사용되지 않는 상황을 찾았으니, 우리는 x에 c1 색으로

색칠해 줄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G′에서 c2, c4 색으로 색칠된 정점만을 가지고

induced subgraph를 만들자. 만약 이 그래프에서 x2과 x4이 연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x에 c2 색으로 색칠해 줄 수 있다.

두 과정이 모두 실패했다면, 우리는 G′에서 x1 → x3으로 가는, 색 c1, c3으로만

이루어진 경로 P를 찾을 수 있다. 이 경로에 x를 붙여서, x를 지나는 사이클 C1,3

을 만들자. 이 때 각도 순서에 의해 x2는 C1,3 안에 있고, x4는 그 밖에 있다 (혹은

그 반대). 같은 방법으로, G′에서 x2 → x4로 가는, 색 c2, c4로만 이루어진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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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자. 이 경로는 x가 아닌 지점에서 무조건 C1,3을 교차하게 되어 있다.

이 교차점은 색 c1, c3을 가져야 하니, 이 경로가 c2, c4 색으로만 이루어 졌다는

가정에 모순이다. 고로, 두 과정이 모두 실패할 수 없고, 증명이 종료된다.

6색 정리와 동일하게, 이 증명도 실제 5색 색칠 방법을 구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내포

하고 있다. 그래프에 정점을 더할 때마다, 위에서 언급한 induced subgraph를 만든 후

깊이 우선 탐색으로 적절한 정점을 뒤집어 주면, O(n(n +m)) 시간에 임의의 평면 그

래프를 5색으로색칠하는방법을찾을수있다.더효율적으로평면그래프를색칠하는

알고리즘은 1996년 발표되었으며, O(n+m) 선형 시간에 작동한다. 이 알고리즘 역시

위의 증명에 기반하였으나, 또 다른 정리를 증명함으로써 하나의 정점을 상수 시간에

추가한다. 이에 대해서는 8번째 Reference를 참고하라.

3 Proof by Thomassen (1994)

Thomassen의 5색 정리 증명은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증명 중 가장 아름

다운 증명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놀랍게도, Thomassen의 증명은 위에서 언급한 Euler

characteristic과 6색정리의내용을전혀사용하지않으며, 5색정리만을증명하는것이

아니라이보다더일반화된 ”List Coloring”에대한명제를증명하는것이다.이에대해

서 설명하기 위해서, List Coloring의 설명을 먼저 설명하고, 그 이후 증명을 소개한다.

3.1 List Coloring

Thomassen의 증명을 소개하기 전에 ”List Coloring”의 개념을 소개한다.

Definition 1. 그래프 G와, 각각의 정점에 대한 색의 집합 L(v) 가 주어졌을 때, L에

대한 G의 List Coloring은, 모든 정점 v를 L(v)의 원소로 칠하면서, 인접한 정점이

같은 색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위에서들었던비유를그대로가져오자면다음과같다.지도로유명해진정호는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민국 전도를 칠하고 있고, 그 전과 같이 두 시군의 경계가 붙어있을

경우 두 시군은 다른 색으로 칠해지기를 원한다. 한편, 정호는 각각의 시군에 아무 색

이나 칠하는 대신, 시군청에서 자신들의 시에 어울린다고 생각한 색만을 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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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울시를 칠할 때는 서울시의 로고를 이루는 세가지 색(빨강 / 초록 / 파랑)

만을 칠할 수 있다. 정호는 각각의 도시에서 만든 이 제약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대한민국 전도를 색칠할 수 있을까? 이 비유에서, 각각의 도시에 칠할 수 있는 색은,

각각의 정점에 대한 색의 집합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어떠한 도시의 색의 집합의 작을 수록 List Coloring은 힘들어

진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자신의 도시를 오로지 파란색으로만 칠해지기를 원하고,

서울시와 붙어 있는 성남시 역시 자신의 도시를 파란색으로만 칠해지기를 원한다면,

정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 도시를 칠할 수 없다. List Coloring 상황에서 보통 제기

되는 문제는 ”k-choosability problem” 인데, 이는 다음과 같다.

Definition 2. 어떠한그래프가 k-choosable하다는것은,모든정점에대해서 |L(v)| ≥

k 를만족한다는조건하에,어떠한 L이들어와도 L에대한 List Coloring이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즉,각시도가최소 k개의색을허용해야한다는법이생겼을때,정호가언제나색칠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List Coloring 문제는 일반적인 그래프 색칠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어떠한 그래프를

5색으로 칠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도시에 대해서 L(v) = {1, 2, 3, 4, 5} 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도시가 빨/주/노/초/파 의 색으로만 칠할 수 있다는 제약

조건이 붙어 있으면, 이 List Coloring은 위의 5색 정리와 동일한 문제이다. Thomassen

이증명한것역시 List Coloring에대한내용이다. Thomassen은모든평면그래프가 5-

choosable하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것은 5색 정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색 정리에

대한 또 다른 증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Lemma 5. 어떠한 그래프가 k-choosable하면, 어떠한 그래프는 k 색으로 색칠될 수

있다.

Proof. 모든 정점에 대해서 L(v) = {1, 2, · · · , k} 로 두자. |L(v)| ≥ k를 당연히 만족한

다. 이 그래프는 k-choosable하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대한 색칠이 존재하고, 고로 k

개의 색으로 항상 색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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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역은성립하지않는다.평면그래프는 4색으로색칠될수있지만, 4-choosable

하지 않다. (Voigt, 1993)

3.2 Five-Color Theorem : Second Proof

Lemma 6. 정점이 n개인 모든 단순 다각형 P에 대해서, n − 3개의 대각선을 골라서

다각형을 삼각형들의 합집합들로 분할할 수 있다. (삼각 분할)

Proof. n에 대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한다.

• (기저 조건) n = 3일 때는 자명하다.

• (귀납 조건) n > 3일 때를 생각해 보자. 어떠한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π× (n−2)

이기 때문에, 간단한 귀류법으로 이 다각형에 내각이 π 미만인 점 (오목한 점) 이

최소하나존재함을알수있다.이점을 X라고하고,다각형순서상에서이점의

왼쪽에 있는 점을 L, 오른쪽에 있는 점을 R이라 하자. 여기서 두 가지의 Case를

고려한다.

– Case 1. 만약 4XLR 안에 다각형 내부에 있는 점이 없다면, 변 LX, XR

을 제거하고 LR을 추가한다. 이 다각형은 n − 1개의 정점을 가지고, 귀납

가정에의해서이다각형에대한삼각분할이존재한다.이다각형에 4XLR

을 추가하면 삼각분할을 완성할 수 있고 증명이 종료된다.

– Case 2. 만약 4XLR 안에 다각형 내부에 있는 점이 있다면, 이 중 변 LR

과의거리가가장먼점 (말하자면, X의관점에서가장가까운점) Q를고를

수 있다. 이 때, 변 XQ는 X와 Q를 제외한 어떤 다각형의 변과도 교차하지

않는다. Q는 L도 R도 아니기 때문에, 점 Q를 기준으로 다각형을 분할하면

최소 3개 이상, 최대 n − 1개 이하의 다각형 두 개가 생긴다. 귀납 가정에

의해, 이 두 다각형에 대해서 삼각분할을 구할 수 있다. 이를 합쳐주면 삼각

분할을 완성할 수 있고 증명이 종료된다.

이제 본 증명을 시작하기 전에, 평면 그래프의 모든 내부 영역이 삼각형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이를 nearly triangulated라 한다.) 만약 어떤 평면 그래프의 내부 영역이 삼각

형이 아니라면, Lemma 6의 삼각 분할을 사용해서, 이 평면 그래프에 간선을 추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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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영역을 삼각형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색칠을 구한 후, 원래

간선을 제거하면 임의의 그래프의 색칠을 구할 수 있다.

Thomassen의 증명에서 흥미로운 점은, 증명할 명제를 더 어렵게 만든 후 수학적 귀

납법으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증명할 명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정해진 가정 하에서 증명을 도출해 내기

때문에, 정해진 가정이 어렵다면 (즉, 강하다면) 오히려 그 조건을 사용해서 더 쉽게

증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Definition 3. V (G) 는 그래프 G의 정점 집합을 뜻한다.

Theorem 3. 내부 영역이 삼각형인 평면 그래프 G와, G의 외부 영역 사이클 K =

{p1, p2, · · · , pk}, 각 정점에 대한 색상 리스트 L(v) 에 대해서

• p1, p2가 서로 다른 색 α, β로 색칠되어 있고 (α ∈ L(p1), β ∈ L(p2))

• K \ {α, β} 에 있는 정점들에 대해서 |L(v)| ≥ 3을 만족하며

• V (G) \K 상의 정점들에 대해서 |L(v)| ≥ 5를 만족하면

p1, p2의 색칠을 유지하면서 모든 정점을 색칠시킬 수 있다.

증명을시작하기전에,위 Theorem이성립하면모든평면그래프가 5-choosable한것은

자명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평면 그래프 G와 |L(v)| ≥ 5를 만족하는 색상 리스트들이

주어졌을때,외부영역상에존재하는임의의인접한두점을잡아서,한점에아무색,

두번째 점에 그 색이 아닌 아무 색을 색칠해 주면, Theorem 3에 나온 상황을 그대로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증명을 시작한다.

Proof. |V (G)| 에 대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한다.

• n = 3 : |K| = 3이다. p3에 L(p3) \ {α, β} 상의 색을 아무거나 골라서 칠해주면

된다.

• n > 3. 평면 그래프의 어떠한 간선이 사이클 K 상의 인접하지 않은 두 정점을

잇는다면, 이 간선을 ”현” 이라고 부른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사진의 정점

labeling이 증명에 사용된 것과 다를 수 있다!)



Proving the 5-color theorem

– Case 1. 현이 있음. 현 e = {pi, pj} 에 대해서, e의 왼쪽 / 오른쪽으로 그래

프가 비지 않은 두 조각으로 나눠진다. x, y를 포함하는 조각에 대해서 먼저

귀납 가정을 적용하여서 색칠을 구해준다. 귀납 가정에 의해 두 정점 pi, pj

에 대해서 색칠이 되어 있으니, 이 정점을 p1, p2로 두고 나머지 조각에 대해

서 또 귀납 가정을 적용한다. 이제 모든 정점을 색칠했다.

– Case 2. 현이 없음. 현 상의 정점 p3에 대해, 이 정점과 인접한 정점들을

{p2, w1, w2, · · · , wt, p4} 로 표시하자. (|K| = 3일 경우, p4 = p1으로 이해하

면 된다.) p3에 칠해질 수 있는 색 집합 L(p3) 중, p2에 칠해진 β를 제외하면,

2개의 여유 색이 남는다. 이를 γ, δ 라 부르자. |L(w1)| · · · |L(wt)| 에 대해서

그 크기가 5 이상임이 보장되니, 이들 집합에 대해 γ, δ 를 제거해도 크기는

여전히 3이상이다.이제, p3을그래프에서제거하면,이정점들이외부영역

사이클을 이루기 때문에 귀납 가정을 만족한다. 고로 p3을 제거한 그래프에

대해서 색칠을 찾을 수 있다. 이제 p3에 γ 혹은 δ 색을 부여할 것이다. p2의

색은 β이니 이미 다르고, w1 · · ·wt는 γ, δ 가 아님이 보장된다. p4의 색깔과

다른 색깔을 찾아서 이 색깔을 매겨 주면 된다.

이 증명 역시 O(n(n+m))에 동작하는 알고리즘으로 변형될 수 있으나, Heawood의 알

고리즘이훨씬더효율적으로구현될수있기때문에, 5색색칠을구하는데는활용도가

적고, List Coloring 자체를 구할 때만 유용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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