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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열 불포함 문제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서로 포함관계가 

없는 금지문자열 집합 가 주어질 때,  내의 어떤 문자열도 포함하지 않는 문자열을 에 대한 공통비

상위문자열 즉,  (Commom Non-Superstring)라 한다. 유한길이의 중에서 가장 긴 문자열

을 최장공통비상위문자열 즉,  (Longest Common Non-Superstring)라 한다.

  예. 알파벳   에서   일 때,   집합은  

 이며, 이들 중 가 이다.

  본 논문에서는 와 관련된 2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1,2]의 에 

대한 접미사(suffix) 그래프 모델과 달리 접두사(prefix)를 이용하여 직관적인 그래프 모델링이 가능함을 

증명한다. 다음으로, 상수 크기의 알파벳에 대해 정의된 문자열 집합 의 모든 문자열들의 길이의 합을 

  라 할 때      시간에 접두사 그래프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를 찾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문자열 포함 및 불포함 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DNA 염기서열과 관련된 문제에 많은 응용이 기대 된

다[3,4,5]. 특히 DNA에서 특정한 DNA 세그먼트(segment)가 존재하면 생명체에 유전 질환이 발생함이 

알려졌으며 현재 이런 유전 질환을 발현시키는 DNA 세그먼트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본 논문을 이 세그

먼트들을 금지문자열로 하는 DNA 분석 문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모델링 아이디어는 현재 상태에서 만들어진 문자열 에 문자 를 연결해 보다 긴 

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때 의 접미사를 이용해 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열 

의 접미사중 의 어떤 진접두사(proper prefix)와 일치하는 문자열을 라고 하자. 모든 에 대해 

가 어떤 금지문자열과 일치한다면 는 가 아니며, 그렇지 않으면 는 이다.

  의 각 모든 금지문자열의 진접두사 집합을 라 하자. 는 공백문자열   를 포함한다. 본 논문

에서는 ∪에 대응되는 정점 집합 를 갖는 유향그래프   를 이용하여 를 모델링한다. 

에 대응되는 정점은 모두 특별한 정점 로 하고, 의 각 문자열 는 각 정점 와 유일하게 대응된

다. ∪의 문자열 에 대응되는 정점을  라 표기하고 에 대해    로 표기한다. 에서 

정점 를 삭제한 정점 집합을  ′   이라 하자. 에서 를 삭제한 그래프를 ′ ′ ′라 

한다. 는 의 접미사 중 ∪에 속하는 가장 긴 문자열을 나타낸다.  를 편의상 

로 축약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하나의 간선     ∈는 두 정점   와 문자 의 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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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와 에 따라 가 정의된다.

1.   인 경우 :     이다.

2. ≠ 이고 ∈∪인 경우 :     이다.

3. ≠ 이고 ∉∪인 경우 :     이다.

  별도로 간선은 함수     로 나타낸다.  는 정점 에서 의 각 문자에 함수를 순서대

로 적용한 함수이다. 함수는 문자열 에 대해    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를 이용

해  ′의 정점    에서 출발하는 경로가 나타내는 문자열과 가 일대일로 대응됨을 증

명할 수 있다. 즉, ∈ ⇔    ∈ ′이다.

  본 알고리즘은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의 접두사를 이용하여 를 생성하고, 다음으로 에서 

를 삭제한 그래프 ′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에서 최장경로를 찾아 문제를 해결한다.

  의 정점은 ∪에 해당하므로   의 시간에 쉽게 생성할 수 있다. 간선은 경우 1과 2에서 

의 접두사를 생성하며 쉽게 생성할 수 있다. 경우 3의 간선은 다음의  함수들을 통해 생성 

한다. 함수 와 는 각각 의 진접미사(진접두사) 중 에 속하는 가장 긴 문자열에 대

응되는 정점을 구한다. 함수 는 의 마지막 문자를 나타낸다. 는    

로 구해지며, 경우 3의 간선은     로 얻어진다.

  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각 ∈( ≤  ≤ ) 의 길이 인 접두사에 대응되는 정점

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 라 하자. 즉,         단  ≤ 이고  ≤  ≤ 이다. 더

불어   ∪ ⋯ ∪라 한다. 본 알고리즘은    ⋯ ⌈⌉순서로 를 생성해 나가며 

최종적으로 생성된 ⌈⌉ 로 의 정점집합 를 얻는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간선 집합 는 함수로 

구할 수 있다. 각 정점에 대해서   만큼 연산을 수행하므로 총   ×  의 수행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를 찾는 알고리즘은 ′을 생성하고 사이클이 없다면 최장경로를 찾아 

를 구한다. 사이클 검사는 잘 알려진 방법으로 DFS를 통해 검사할 수 있으며, DFS 또는 BFS를 이용해 

    시간에 최장경로를 찾고 최장경로에 대응되는 문자열을 출력하여 를 구한다. 따라

서 이들은 모두 총   ×  의 수행시간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상수 크기의 알파벳을 가정하면 

    의 수행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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