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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 미사 트리(truncated suffix tree)는 미사 트리의 단 버 으로, 주어진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 

 일정 길이 이하인 것들만을 표 하는 자료구조이다. 단 미사 트리는 일정 길이 이하의 문자열

들만을 고려하는 응용에 유용한데, 특히 LZ77 압축과 같이 온라인 생성 알고리즘이 필요한 응용들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 미사 트리를 온라인으로 생성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1. 서론

  미사  트리(suffix tree)는 주어진 문자열(string)의 모

든 미사(suffix)를 표 하는 압축(compacted) trie [1,2,3]

로 문자열 알고리즘 분야에서 기본 인 자로 구조이면서, 

텍스트 처리, 압축, 비 , 계산 분자 생물학 등 다양한 분

야에 활용된다. 이 에서 데이터 압축은 미사 트리의 

요한 응용 분야로 특히 Ziv-Lempel 압축 기법 [4,5]과 같

은 치환(substitution) 압축 기법에 유용하다.

  미사 트리를 Ziv-Lempel 압축 기법에 활용하기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Rodeh, Pratt, Even [6]은 2개 

혹은 3개의 미사 트리를 이용하여 선형시간에 LZ77 [4] 

압축을 구 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Fiala와 Greene [7]는 

미사 트리를 생성하는 McCreight 알고리즘 [2]을 변형

하여 역시 선형 시간에 LZ77을 구 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Larson [8]은 Fiala와 Greene의 결과가 LZ77에서 사용

되는 이동창(sliding window)의 왼쪽 끝은 제어가 가능하

지만, 오른쪽은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을 지 하고, 

Ukkonen 알고리즘 [3]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 다. 의 알고리즘들은 모두 미사 트리를 활

용하는데, 미사 트리는 LZ77에서 필요한 기능보다 더 

막강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공간은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공간 낭비를 막기 해 단 미사 트리가 제안되었다.

  단 미사 트리(truncated suffix tree) [9]는 미사 

트리의 아래 부분을 잘라놓은 형태로, 미사 트리가 주어

진 문자열의 모든 부분 문자열을 장하는데 반해, 단 

미사 트리는 일정 길이   이하의 부분 문자열만을 장

하여 공간이 약된다는 장 이 있다. 단 미사 트리를 

생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미사 트리를 생성한 후 

길이가   이상인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지만, 이 방법은 

단 미사의 공간 효율성에 한 이 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사 트리를 간에 거치지 않고, 단 

미사 트리를 직  생성하는 오 라인(off-line) 알고리즘

과 온라인(on-line) 알고리즘이 제시되었고, 이 생성 알고

리즘들을 LZ77에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9].

  본 논문에서는 단 미사 트리를 생성하는 새로운 온

라인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기존에 제시된 온라인 알고리

즘에서는 주어진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을 나타내는 단 

미사 트리의 노드가 알고리즘이 진행되면서 변경될 수 

있다는 성질이 있다. 이 성질은 미사 트리가 활용되는 

응용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에서는 부분 문자열을 나타내는 단말노드가 한번 

정해지면, 알고리즘이 진행되면서 바 지 않고 고정된다. 

본 알고리즘은 미사 트리를 생성하는 Weiner [1]의 알

고리즘과 유사하다. Weiner의 알고리즘에서는 문자열이 

맨 뒤에서부터 입력되는 온라인 상황을 가정하는데, 본 논

문에서도 이는 같이 용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 단 미사 트

리에 한 배경 지식  기존 연구를 소개하고, 3 에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한 후, 4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단 미사 트리

  를 길이가 이고, 고정 알 벳 Σ에 한 문자열이라 

하자. 의 번째 문자를  로, 부분 문자열   ⋯  

를  로 표기한다. 마지막 문자  은 Σ의 어떤 문

자보다 사  순으로 작은 특수 문자 #로 가정한다. 치 

에서 시작하는 의 미사는 로 표기한다. 양의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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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의 미사 트리와

(b) 단 미사 트리(=3) [9]

에 해서, -인자(factor)는 길이가 인 의 부분 문자

열 는 길이가 보다 작은 의 미사로 정의한다. 

치 에서 시작하는 -인자를 -로 표시할 때, 

 ≦ 이면 -는  이고, 그 지 않으면 

 이다. 

  문자열 의 단 미사 트리는 의 모든 -인자를 

표 하는 경로 압축(path-compressed) trie이다. 단 

미사 트리의 각 간선은 의 부분 문자열을 나타내고, 이

를 간선의 이블(label)이라 칭한다. 루트 이외의 각 내부

(internal) 노드는 두 개 이상의 자식을 가진고, 한 노드에

서 나가는(outgoing) 임의의 두 간선의 label은 같은 문자

로 시작하지 않는다. 각 단말노드 에 해서, 는 반드

시 의 -인자  하나를 나타내고, 반 로 의 한 -인

자를 나타내는 단말노드가 반드시 존재한다. 미사와 단

말노드 사이에 일 일 응이 존재하는 미사 트리와 달

리 단 미사 트리에서는 하나의 단말노드가 여러 -

인자를 표 할 수도 있다. 체 단말노드의 개수는 많아야 

이므로 체 노드의 개수는 보다 작다. 그림 1은 문

자열 의 미사 트리와 단 미사 트리를 보

여 다. 각 단말 노드의 번호는 문자열 에서 미사와 

-인자가 시작하는 치를 나타낸다.

  단 미사 트리를 선형시간에 생성하는 기존의 알고

리즘을 소개한다[9]. 오 라인(off-line)과 온라인(on-line), 

두 개의 알고리즘이 개발되어있다. 오 라인 알고리즘은 

시작 치가 빠른 순으로 -인자들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미사 트리를 생성하는 McCreight의 알고리즘 [2]과 유

사하다. 온라인 알고리즘은 문자열 의 각 문자가 처음부

터 하나씩 입력된다고 가정했을 때, 재까지 입력된 문자

열에 한 단 미사 트리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미사 

트리를 생성하는 Ukkonen의 알고리즘 [3]과 유사하다. 온

라인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트리는 재까지 입력된 문

자열의 -인자들을 표 하는데, 이후에 입력되는 문자들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인자들을 표 하는 노드

의 치가 변경될 수 있다는 문제 이 있다. 즉, 의 번

째 문자까지 입력되었을 때, -를 나타내는 단말 노

드가 라고 했을 때, 다음 문자 번째 문자가 입력된 

후에, -를 나타내는 단말 노드가  ′으로 바뀔 수 있

다. 이는 온라인 상황에서 -인자를 나타내는 단말 노드

가 고정되어야 하는 응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3. 생성 알고리즘

  본 에서는 단 미사 트리를 생성하는 새로운 온라

인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자열 가 맨 

끝 문자부터 온라인으로 입력되는 상황을 고려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이 정방향 온라인 알고리

즘이 아니고, 역방향 온라인 알고리즘이지만, 미사 트리

가 활용되는 많은 응용에서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각 노드에 크기가 Σ인 링크 벡터

(link vector)를 장한다. 노드 에서 문자 에 의한 링

크 벡터를  라 표기하자. 노드 에 의해 표 되는 

문자열을 라 했을 때, 를 표 하는 노드 가 존재하

면,  는 를 가리키고, 그 지 않으면 null 값을 가

진다. 다음으로 -를 정의한다. -는 -의 

두사인 동시에 다른 치  (   )에서 시작하는 -인

자의 두사인 가장 긴 문자열이다. -를 표 하는 

노드는 정의에 의해서 반드시 존재한다. 

  알고리즘은 총   단계로 구성되고, 역순으로 진행된다. 

즉, 단계 부터 시작해 단계가 감소하여 마지막에 단계 1

이 수행된다. 처음 단계 의 시작 시 트리에는 오직 루트 

노드만 존재한다. (이 트리를 라 표기하자.) 다음 맨 

끝의 -부터 -, ..., 순으로 차례로 트리에 삽

입되고, 마지막에 -이 삽입된다. 단계 에서 -

까지 삽입된 트리를 라 표기하면, 트리는 ,  , 

 , 순으로 생성되어 최종 으로 의 단 미사 트

리인 이 생성된다. 

  다음으로 단계 에서 트리 에 -를 삽입하여 

를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림 2 참조)

1. 트리 에서 경로 이블이 -인 치를 찾는

다. 이 치는 단계 에서 -를 삽입할 때의 

정보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다. 에서 -를 

나타내는 노드를 라 하고,  를 라 놓자. 노드 

에서부터 루트로 올라가면서, 문자 에 의한 링크 벡터

가 null이 아닌 에서 가장 가까운 노드 를 찾는다. 

링크   의 값을 ′이라 하자. 노드 ′에서부터 아

래로 내려오면서 -의 치를 찾는다.

2. -의 치에 -를 나타내는 노드 ′을 생

성하고, 경로   상에서 -에서 맨 앞 문자 를 

뺀 문자열을 나타내는 노드 을 찾은 후,      ′
으로 설정한다.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미사 트리를 생성하는 Weiner

의 알고리즘 [1]과 유사한데, 차이 은 다음과 같다. 미

사 트리에서는 2번째 과정에서 -의 치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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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계 에서의 알고리즘

해서 문자를 비교할 때 불일치(mismatch)가 일어날 때까

지 반복되지만, 단 미사 트리에서는 길이가 로 제한

되기 때문에, 단말 노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비교하지 않

고 끝난다. 이 경우 -를 나타내는 노드는 마지막에 

도달한 단말노드가 된다.

  본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시간 복잡도는 Weiner 알고리

즘의 정확성과 시간 복잡도로부터 도출된다. Weiner 알고

리즘은 미사 트리를 선형시간에 올바르게 생성한다. 본 

알고리즘은 비교의 길이가 로 제한된다는 을 제외하고

는 Weiner의 알고리즘과 동일한데, 이는 Weiner 알고리즘

의 정확성과 시간 복잡도에 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본 알고리즘은 선형시간에 단 미사 트리를 올바르게 

생성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문자열의 단 미사 트리를 생

성하는 새로운 온라인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기존의 온

라인 알고리즘에서는 트리의 노드가 나타내는 문자열이 

알고리즘이 진행되면서 변경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사 트리를 생성하는 Weiner의 알고리즘을 변형하여,  

트리의 노드가 타나내는 문자열이 고정되도록 하 다. 하

지만, 문자열을 역방향으로 처리하는 Weiner의 알고리즘

의 단 도 같이 가지고 있다. 문자열을 정방향으로 처리

하면서도 -인자들을 표 하는 노드들이 고정되는 알고

리즘 개발은 향후 연구 과제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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