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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그래프의 Dominator Tree

1 소개

무향 그래프에서의 ”절점”과 ”절선” 과 같은 개념은 잘 알려져 있다. 어떠한 그래프에

대해서, 그 점을 제거했을 때 그래프의 연결이 끊기는 (정확히는, 컴포넌트의 개수가

증가하는) 점을 그래프의 절점 (Articulation Point) 이라 하고, 간선에 대해서 동일한

것을 그래프의 절선 (Bridge) 라고 한다. 그래프의 절점과 절선은 네트워크 망의 안정

성과 같이 그래프로 표현되는 실생활 문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며, 더 큰 문제인

그래프의 ”연결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후자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무향 그래프를 절점으로 쪼개었을 경우, 그래프를 트리의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트리 형태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효율적인 풀이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무향 그래프를 절점으로 분할한 후 이러한 풀이들을 사용하면

복잡할 수 있는 연결성 관련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된다.

한편,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러한 도구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향 그래프에서는

연결 관계가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점과 절선의 개념이 ”연결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향 그래프에서 연결성 개념을 효율적인 구조를

사용해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비대칭적인 연결 관계로 인해서 고려해야 할 인자

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Dominator에 대한 연구는, 프로그램의 동작 흐름(control flow)에 대한 연구에서 파생

되었다. 프로그램의 어떠한 코드가 언제, 어떠한 다른 코드에 의해서 실행되는 지는

방향성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Flow Graph라고 한다. Flow Graph에서 어

떠한 코드를 실행하려 한다고 하자. 이 코드가 실행될 때 확실하게 실행했을 다른 코드

부분을 찾을 경우, 현재 실행하고 있는 코드가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C 언어에서 변수를 선언했을 때, 변수를 초기화하는 루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변수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변수를 초기화하는

루틴을 무조건 거쳤을까? 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Robert Tarjan은 1979년 방향 그래프에서 준 선형 시간에 Dominator Tree를 찾는 방

법을 발표함으로써 위 문제를 거의 종결할 수 있었다. 무향 그래프에서의 절점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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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한 느낌의 ”Dominator”는, 고정된 시작점을 가정했을 때, 시작점으로 가는 연결

성을 끊는 정점들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위 Flow Graph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자면,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한 이후, 우리가 원하는 루틴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

조건 거쳐야 하는 (즉, 없으면 원하는 루틴을 실행할 수 없게 되는) 루틴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Robert Tarjan은 Dominator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러한

개념이 트리라는 효율적인 구조 안에서 사용 가능함을 보이고,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최적에가까운알고리즘을제시하였다.이글에서는 Dominator의개념을정리하고,이

구조를 만드는 알고리즘을 대략적으로 보여준 후 예시 구현을 소개한다.

2 정의와 예시

Definition 1. 방향그래프 G = (V,E)와, V의모든정점을도달할수있는정점 s ∈ V

가 주어졌을 때, (G, s)에서 정점 u가 정점 v의 ”Dominator”라는 것은, u 6= v이며 s

에서 v로 가는 모든 경로가 u를 거침을 뜻한다.

”V의 모든 정점을 도달할 수 있는 정점 s” 에 대해서만 정의되는 게 껄끄러울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문제 상황상 s에서 도달할 수 없는 정점에 신경 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로어떠한정점이 s에서도달할수없다면,그정점을그래프에서지움으로써

정의에 맞게 G를 바꿔줄 수 있다.

Definition 2. (G, s)에서 정점 u가 정점 v의 ”Immediate Dominator”이라는 것은, 정

점 u가 정점 v의 Dominator이며, 정점 v의 모든 다른 Dominator들은 u의 Dominator

임을 뜻한다.

Theorem 1. (G, s) 가 주어졌을 때, s를 제외한 모든 정점 v 에 대해서 Immediate

Dominator idom(v) 가 정확히 하나 존재한다.

Proof. 정의에의해 s는 s를제외한모든정점의 Dominator이기때문에, s를제외한모

든정점에대해서최소하나의 Dominator가존재한다.어떠한정점 x 6= s의 Dominator

의 집합을 D(x) 라 하자. 정점 u가 정점 v의 Dominator이거나 u = v일 때 u ≤ v라

는 순서가 성립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순서가 D(x) 에 대해 Total

ordering임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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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가 v의 Dominator이면서 v가 u의 Dominator일 수 없다. v를 통하는 어떠한 단

순 경로는 u를 거치는데, 이 경로를 u에서 자르면 v를 거치지 않고 u를 도달하는

경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 명제에 따라서, u ≤ v이면서 v ≤ u이기

위해서는 u = v여야 한다.

• u가 v의 Dominator이면서 v가 w의 Dominator이면, u는 w의 Dominator이다.

즉, u ≤ v이면서 v ≤ w 이면 u ≤ w이다.

• u 6= v일 때, u가 v의 Dominator이거나 v가 u의 Dominator이다. s에서 x를 지

나는 모든 경로는 u와 v를 모두 포함한다. 둘이 Dominator 관계가 아니라면, u

다음에 v를 지나는 경로 P1과 v 다음에 u를 지나는 경로 P2가 존재한다. 이들을

적당히잘라서 u를지나지않는경로 s−x를찾을수있다.고로가정에모순이다.

Total ordering에서는 최댓값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 최댓값은 v의 Immediate Dom-

inator와 일대일 대응한다.

Definition 3. s가 아닌 모든 정점 v에 대해서, (idom(v), v)를 이은 간선 집합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Dominator Tree라고 한다.

Theorem 2. Dominator Tree는 s를 루트로 하는 트리이다.

Proof. Dominator 관계는 Total ordering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없다. 사이클이 없고

|E| = |V | − 1인 그래프는 트리이다. s를 루트로 할 시, idom(v)는 v의 부모가 된다.

고로 기분이 좋다.

Theorem 3. 어떠한 정점 u가 v의 Dominator인 것과, Dominator Tree 상에서 u가 v

의 조상인 것이 동치이다.

Proof. u가 v의 조상이면, v의 Dominator의 Dominator.. 가 u이기 때문에 자명히 u는

v의 Dominator이다. 어떠한 정점 u가 v의 Dominator이면, Immediate Dominator의

정의에 의해서 u는 idom(v)이거나, idom(v)의 Dominator이다.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

하면, u는 {idom(v), idom(idom(v)), idom(idom(idom(v))), · · · , s}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고로, u는 v의 조상이다.



방향 그래프의 Dominator Tree

무향 그래프의 절선 / 절점 개념과 비교할 시, 조금 더 정의가 복잡하며 그 성질들도

자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트리 관계를 통해서 그래프의 경로 존재 여부를 단

순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앞서 예로 든 Flow Graph 문제를 예시로 하면,

”A 코드가 실행될 때 B 코드는 이미 실행되었을까?” 와 같은 질의는, Dominator Tree

상에서 어떠한 정점이 다른 정점의 조상인지를 판별하는 것과 동치이며, 트리의 깊이

우선 탐색을 통해서 초기 전처리 후 O(1)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방향 그래

프로 모델링 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Dominator Tree를 통해서 더 쉬운 문제로 간소화

시킬 수 있다.

(Figure 1. 방향 그래프와 그의 Dominator Tree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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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고리즘

모든정리들을종합하면,간단한 O(nm)알고리즘을유도할수있다.각정점에대해서,

해당 정점을 지웠을 때 시작점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정점들을 n− 1번의 DFS로 알아낼

수있다.이리스트를토대로각정점이가지는 Dominator의리스트와,그개수를알수

있다. 이는 트리에서 한 노드의 조상 리스트와, 깊이에 대응되며, Dominator Tree를 이

정보를 토대로 쉽게 알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O(nm) 시간에 작동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Robert Tarjan의 논문

에 서술된 O((n + m)log(n))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다. 알고리즘의 내용이 길고

복잡한 관계로 굳이 그 방법과 증명을 모두 서술하지는 않는다. 나의 경우에는 박상수

(cki86201) 군이 작성한 것을 아주 약간 수정하여서 더불어민규당의 팀노트에 넣었다.

이 구현체의 링크는 https://ideone.com/aO6cH4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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