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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Minimum Spanning Tree

1 소개

N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이 국가에 고속철도망을 설치

할 계획인데, 고속철도망을 설치한 이후에는 어떠한 도시에서 출발해도 고속철도만을

사용해서 모든 도시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M개의 철도망 후보를 가지고

있는데, 각 철도망은 설치에 일정한 비용이 들며, 두 도시를 잇는다. 최소 비용으로

국토를 가로지르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는 최소 스패닝 트리 (Minimum Spanning Tree, MST) 라고 불리는, 알고리즘

분야의 기초적인 문제 중 하나다. 최소 스패닝 트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연결성”이라

고 하는 중요한 성질을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 사용 예 중 일부를

나열하자면,

• 위 예시와 같이 최소 비용의 네트워크를 찾는 형태의 문제

• MST의성질을활용해서다른문제의 subroutine으로사용하는경우 : Christofide

의 1.5-factor TSP approximation이나, Widest Path Problem 등

• 이미지 프로세싱, 클러스터링, 필기 분석 (주어진 이미지를 격자 그래프로 본 후,

최소 스패닝 트리를 사용해서 클러스터링하는 류의 방법들)

• 등등...

이에대한자세한정보는 https://en.wikipedia.org/wiki/Minimum_spanning_

tree#Applications 에서 찾을 수 있다.

MST를 구하는 것은 Kruskal Algorithm 등으로 해결되는 잘 알려진 문제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복잡한 형태의 응용 상황이 발생한다 : 이 중 흔히 보이는 경우는,

바로 그래프에 변경이 가해지는 상황에서의 최소 스패닝 트리의 변화이다. 네트워크

통신을 수립할 때 두 정점을 오가는 패킷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이미지 클러스터링을

할때주어진이미지에국소적인변화가가해지는등,기존그래프와 MST를알고있을

때, ”조금” 달라진 그래프에서의 MST의 변화를 예측하는 형태의 응용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Minimum_spanning_tree#Applications
https://en.wikipedia.org/wiki/Minimum_spanning_tree#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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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알고리즘은매변화이후처음부터다시일반적인알고리즘으로MST를계산할

것이다. 주어지는 변화의 개수를 O(Q)개라고 하면, 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대략

O(QM) 가량이며, 그래프의 크기나 변화의 개수가 충분히 큰 상황에서 이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100MB단위의입력이주어진다면,아마몇달이걸릴것이다.).더빠른

해결 방법이 있을까?

위에서 소개한, 그래프에 실시간으로 변화가 주어질 때마다 최소 스패닝 트리를 효율

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문제를 Dynamic MST 라고 부른다. [1] 비슷한 형태의 문제인

Dynamic Shortest Path 문제가 효율적인 해결책이 쉽게 나오지 않는 반면, Dynamic

MST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진전이 진행된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효율적인 해결책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2 Special Case : Online Incremental

Dynamic MST 문제 중에서도, 그래프에 주어지는 변화의 종류가 ”간선 추가” 밖에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인스턴스들이 존재한다. 이를 Incremental Dynamic MST 라고

부르자.이때는 Link-Cut Tree를사용하면쉽게문제를해결할수있다. Link-Cut Tree

는 복잡한 자료구조이지만, 알고리즘의 방법 자체는 MST의 기초적인 성질을 그대로

사용하는 단순한 알고리즘이다.

이알고리즘은각간선추가질의를 amortized O(logN)에수행할수있으며,아래나온

알고리즘들이 모두 질의당 O(log2N) 이상의 시간을 소모한다는 점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점에서 확실한 우위를 지닌다. 실제로 N,Q = 100000 가량의 인스턴스에서 간단히

테스트해본결과,아래소개할 Offline Algorithm에비해서약 3배정도의성능차이를

보였다. [2]

또한, 이 알고리즘은 온라인 알고리즘이다. 여러 개의 질의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오

프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식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 처리 방식은 질의를 전부 받은 이후

이 질의들을 한꺼번에 처리 (Batch process) 하는 식으로 시간 복잡도를 줄이는 방식

이다. 오프라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결할 경우 훨씬 더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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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 알려져 있으나, 이들은 각각의 질의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알고리즘은 각각의 질의에 대해서 그때 그때 결과를 내놓는

온라인 알고리즘으로, 이러한 한계점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알고리즘을 소개하기 앞서서, 위 Incremental Dynamic MST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을제시한다.이알고리즘의증명은,어떠한간선 e가MST에서한번사라지는

일이 있다면 다시 추가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Algorithm 1 Incremental Dynamic MST, O(N) per query

1: procedure DMST1 Naive(S)

2: 초기 그래프 G의 최소 스패닝 트리 T를 구함.

3: for 각각의 쿼리 e = {ui, vi}, ui 6= vi 에 대하여 do

4: f = (T 상에서 ui, vi 를 잇는 경로 상에서 가중치 최대인 간선)

5: if weight(f) > weight(e) then

6: T ← RemoveEdge(T, f)

7: T ← AddEdge(T, e)

8: end if

9: end for

10: end procedure

이제 Link-Cut Tree를 통해서 이를 최적화 하는 것이 남았다. Link-Cut Tree는 포레스

트에서 효율적으로 간선 추가 / 삭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로를 Splay

Tree라 하는 이진 탐색 트리로 관리하기 때문에, 임의의 경로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적용되는 연산 (합, 최솟값, 최댓값, gcd 등등) 의 결과를 amortized O(lgN) 에 관리할

수 있다. Link-Cut Tree에 대해서는 [3]번 링크에 매우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이

글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로, RemoveEdge,AddEdge 연산과 f를 구하는

연산을 모두 amortized O(lgN) 에 해결할 수 있다.

이 때, Link-Cut Tree는 이 값들을 간선이 아닌 정점에 가지고 다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간선에 값을 그대로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간선 e = {u, v}를 길이 2의 경

로 P = {u, e′, v} 로 쪼갠 후 (subdivide), 간선에 가중치를 주고, 정점에는 min 연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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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등원인 ∞ 를 저장하는 간단한 트릭으로 해결할 수 있다.

2.1 연습 문제

실제 구현을 해 보고 싶은 경우를 위한 연습 문제이다. 난이도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 https://www.acmicpc.net/problem/10724

• http://codeforces.com/gym/101047/problem/I

• https://www.acmicpc.net/problem/15386

• https://ijpc2012-3.contest.atcoder.jp/tasks/ijpc_animals2

• http://acm.timus.ru/problem.aspx?space=1&num=2055

• https://www.codechef.com/MARCH14/problems/GERALD07

3 General Case : Offline Algorithm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개의 질의가 주어질 때 이 질의를 한꺼번에 받은 이후 같

이 처리 (Batch process) 하는 오프라인 풀이는, 풀이의 범용성을 줄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훨씬 더 강력한 해결 방식이 된다. Dynamic MST에서 오프라인 풀이 방식

을 적용하면, 위 온라인 풀이의 복잡한 자료구조 (Link-Cut Tree) 를 사용하지 않고도

O(Q log2N) 의 빠른 시간 복잡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

이 오프라인 알고리즘은, 간선의 가중치를 바꾸는 형태의 질의가 들어왔을 때, 각 질

의에 따라서 변경된 MST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간선의 가중치를

바꾼다는 형태의 모델링은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 변경에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선 추가 / 제거는 간선의 가중치를∞→ x, x→∞ 로 바꿔줌으로써 가능하며,

간선의 추가 /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점 추가 / 제거도 해당 정점에 인접한 간선을

전부 추가 / 제거하는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https://www.acmicpc.net/problem/10724
http://codeforces.com/gym/101047/problem/I
https://www.acmicpc.net/problem/15386
https://ijpc2012-3.contest.atcoder.jp/tasks/ijpc_animals2
http://acm.timus.ru/problem.aspx?space=1&num=2055
https://www.codechef.com/MARCH14/problems/GERALD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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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알고리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분할 정복에 기반해 있다. 알고리즘은

쿼리 순서를 시간 순으로 나열한 후, 이 순서에 기반해서 분할 정복을 시행하는데,

solve(G, [L,R], T, E) 라는 함수는 :

• G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 [L,R] 구간에 있는 쿼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 MST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 간선의 집합이 T이고,

• MST에 들어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간선의 집합이 E인 (다만 T에 들어가는 간선

은 E에 들어가지 않는다.)

재귀함수이다.만약에 L = R일경우,우리는MST에들어가는것이확실한간선집합

T과 가능성이 존재하는 간선의 집합 E를 알 수 있고, (기대하건데) E의 크기가 거의

비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T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다.

사실, 시간 복잡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냥 단순히 T = ∅, E = E(G) (E(G) = G

의 에지 집합) 로 두고 문제를 해결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L = R일 경우 단순히 T

로 알아낸 게 없으며, E에 들어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간선들이 당연히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MST를 그때 그때 구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lgorithm 2 Poor Man’s Offline Dynamic MST, O(Mα(M)) per query

1: procedure solve(G, [L,R], T, E)

2: if L = R then

3: E를 토대로 최소 스패닝 트리를 구함.

4: else

5: solve(G, [L, (L+R)/2], T, E)

6: solve(G, [(L+R)/2 + 1, R], T, E)

7: end if

8: end procedure

9: Call solve(G, [0, Q− 1], ∅,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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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느리고, 분할정복을 하는 의미도 없다. 고로 우리는 재귀

를진행하는과정에서충분히 T를크게유지시키고,충분히 E를작게유지시켜야한다.

한편, [L,R]구간에서가중치가바뀌는에지들은많아야 R−L+1개존재한다.이들의

가중치에상관없이항상최소스패닝트리를이루는에지들을구할수있을까?아니면,

이들의 가중치에 상관없이 항상 최소 스패닝 트리를 이루지 않는 에지들을 구할 수 있

을까? 그리고 이들의 개수는 얼마나 될 까? 항상 최소 스패닝 트리를 이루는 에지들은

T에 넣어주면 되고, 그렇지 않은 에지들은 E에서 제거해 주면 된다.

이제, S([L,R]) 을 구간 [L,R] 에서 가중치가 바뀌는 에지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다음

Lemma들을 통해서 위 관찰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Lemma 1. T ∪ E에서 S([L,R]) 에 속하는 에지들에 가중치 −∞ 를 매긴 후 최소 스

패닝 트리를 구했을 때, 이 스패닝 트리에 속하는 에지들은 어떠한 쿼리에서도 무조건

스패닝 트리를 이룬다.

Lemma 2. T ∪E에서 S([L,R])에속하는에지들에가중치∞을매긴후최소스패닝

트리를 구했을 때, 이 스패닝 트리에 속하지 않는 에지들은 어떠한 쿼리에서도 절대

최소 스패닝 트리를 이루지 않는다.

Lemma 3. 편의상 G가 연결 그래프라고 가정하자. Lemma 1과 2를 적용시킨 이후,

E의 후보로 남는 에지는 많아야 O(R− L+ 1) 개이다.

Proof. E에서 최소 스패닝 트리를 이루는 간선들 중, 가중치 −∞의 간선은 많아야

O(R − L + 1) 개 있고, 나머지 간선들은 최소 스패닝 트리를 이룸이 확실한 간선들이

다.이확실한간선들로이루어진포레스트에서,각컴포넌트를하나의정점으로묶어서

생각하자. 간선에 가중치 ∞를 매겼다는 것은 그래프에서 없앴다는 것과 큰 차이가 없

으니, 이렇게 컴포넌트가 압축된 그래프에서 스패닝 트리를 이루는 간선들만이 E의

후보로 남게 된다. 컴포넌트가 압축된 그래프는 많아야 R−L+ 1 개의 정점을 가지니,

스패닝 트리를 이루는 간선도 R − L+ 1개이다. 여기에 S([L,R]) 에 속하는 에지들을

더해야 하지만, 여전히 O(R− L+ 1) 의 크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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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각각의 재귀 함수 콜에서 |E| ≤ O(R − L + 1) 이라는 제약 조건을 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위에서 말한 계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면 문제를 충분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T의 크기가 O(N) 에 육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의

과정을수행하는데는 O(|T |+ |E|) ≤ O(N+R−L+1)의시간이소모된다. (실제로는

logarithmic factor가 더 붙을 수도 있다.)

Algorithm 3 Lesser Poor Man’s Offline Dynamic MST, O(N) per query

1: procedure solve(G, [L,R], T, E)

2: if L = R then

3: 최소 스패닝 트리를 구함 (|E| = 1이기 때문에 단순 케이스 분석.)

4: else

5: T,E, S([L,R) 을 사용해서 더 큰 T ′와 더 작은 E ′를 형성

6: solve(G, [L, (L+R)/2], T ′, E ′)

7: solve(G, [(L+R)/2 + 1, R], T ′, E ′)

8: end if

9: end procedure

10: Call solve(G, [0, Q− 1], ∅, E(G))

이를 최종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T에 속하는 에지들이 사실은 컴포넌트를 합쳐주는

역할 외에는 알고리즘 자체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하면 된다. 알고

리즘의 수행 과정에서, T에 속하는 에지들이 새롭게 발견되었다면, 이 에지는 무조건

스패닝 트리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에지가 잇는 두 정점을 다르게 보는 효과가 거의 없

다. 즉, T에 속하는 에지들이 새롭게 발견되었다면, Union-Find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그래프 상의 두 정점을 합쳐줄 수 있고, 이러한 합쳐진 정점들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다면 이제 모든 것이 E와 S([L,R]) 에 대한 이야기로만 귀결되기 때문에, 위 합쳐주는

과정을 O((R− L+ 1) log(R− L+ 1)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

이제완전한알고리즘을유도할수있고,이알고리즘의시간복잡도는 T (N) = T (N/2)×

2 +O(N logN), 즉 O(Q log2Q)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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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4 Offline Dynamic MST, O(log2Q) per query

1: procedure solve(G, [L,R], T, E)

2: if L = R then

3: 최소 스패닝 트리를 구함 (|E| = 1이기 때문에 단순 케이스 분석.)

4: else

5: T,E, S([L,R) 을 사용해서 더 큰 T ′와 더 작은 E ′를 형성

6: solve(G, [L, (L+R)/2], T ′, E ′)

7: solve(G, [(L+R)/2 + 1, R], T ′, E ′)

8: end if

9: end procedure

10: Call solve(G, [0, Q− 1], ∅, E(G))

3.1 연습 문제

실제 구현을 해 보고 싶은 경우를 위한 연습 문제이다. 난이도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 https://dmoj.ca/problem/ccoprep4p3

• http://codeforces.com/gym/101246/problem/L

• https://www.acmicpc.net/problem/7148

4 General Case : Online Algorithm

간선의가중치를바꾸는형태의질의가들어왔을때이를온라인형태로해결하는알고

리즘들을 나열한다. 아직까지 알고리즘 대회의 범위에 들어온 문제들은 아니며 (고로

연습 문제도 없다.) 모두 오프라인 알고리즘에 비해서 복잡하고 수행 속도가 느리다.

고로 알고리즘의 존재성 정도만 참고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질의당 O(
√
m) 에 해결 : Frederickson, Greg N. ”Data structures for on-line

updating of minimum spanning trees, with applications.” SIAM Journal on

Computing 14.4 (1985): 781-798. [5]

https://dmoj.ca/problem/ccoprep4p3
http://codeforces.com/gym/101246/problem/L
https://www.acmicpc.net/problem/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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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당 O(
√
n) 에 해결 : Eppstein, David, et al. ”Sparsification—a technique

for speeding up dynamic graph algorithms.” Journal of the ACM (JACM) 44.5

(1997): 669-696. [6]

• 질의당 O(log4 n) 에 해결 : Holm, Jacob, Kristian De Lichtenberg, and Mikkel

Thorup. ”Poly-logarithmic deterministic fully-dynamic algorithms for connec-

tivity, minimum spanning tree, 2-edge, and biconnectivity.” Journal of the ACM

(JACM) 48.4 (2001): 723-76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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