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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우선순  큐(priority queue)는 기본 인 자료구조 의 하

나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우선순  큐에는 일단 우

선순  큐(single-ended priority queue)와 양단 우선순  큐

(DEPQ: double-ended priority queue)로 나  수 있고, 그 구

은 트리 구조에서 부모-자식 계를 나타내기 해 포인터

를 이용하는 방법과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 배열의 인덱스

만을 이용하는 묵시 인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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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implicit) 일단 우선순  큐로는 O(logn) 삽입  삭제 

시간을 가지는 통 인 힙(이하 통힙이라 함)이 잘 알려

져 있다. 상수 삽입 이시간(amortized time)과 O(logn) 삭

제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묵시 일단 우선순  큐로는 묵시 

이항 큐(implicit binomial queue), 후 힙(postorder heap),  

AM-힙이 있다[1-4]. 후 힙은 트리 노드에 한 인덱스 순

서가 후 순이고 AM-힙은 통힙과 같이 벨순으로 이루

어지며, 키 삽입은 두 힙 모두에서 후 순으로 이루어진다.

묵시 양단 우선순  큐에는 최 -최소 힙(min-max heap), 

딥(deap), d-딥*(d-deap*), 칭 최 -최소 힙(symmetric min-

max heap), 구간 힙(interval heap)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O(logn) 삽입  삭제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1, 5-7]. 

양단 우선순  큐는 외부 정렬(external sorting)과 같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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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사용될 수 있다[8]. 즉 내부 퀵정렬(quick sort)과 같은 방

법으로, DEPQ의 키들을 간 그룹(pivot)으로 하고, 간 그룹

의 제일 작은 키보다 더 작은 키들을 왼쪽 그룹으로 간 그

룹의 제일 큰 키보다 더 큰 키를 오른쪽 그룹으로 배정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디스크에 있는 모든 키를 정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O(1) 삽입 이 시간과 O(logn) 최 값/최

소값 삭제 시간을 가지는 묵시 양단 우선순  큐인 IMI-힙

(Implicit M-heap and Interval-heap)을 제안하며, 제안된 자

료 구조는 지 까지의 O(logn) 삽입과 O(logn) 최 값/최소

값 삭제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묵시 양단 우선순  큐에 비

해 삽입 시간 복잡도에 있어서 우수하다.

2. 련 연구

일단 우선순  큐  상수 삽입 이시간과 Ologn) 삭제 시간

이 걸리는 자료구조에 해 먼  살펴본다. M-힙은 통힙의 

구조를 수정하여 O(logn)개의 성분힙을 가지는 자료 구조로서 

상수 삽입 이 시간과 O(logn) 삭제 시간이 걸리며, 포인터를 

사용하는 자료구조이다[9]. 후  힙은 포화 이진 트리(모든 리  

노드가 동일한 벨에 있는 트리) 구조를 가지며, 통힙과는 

달리 배열에 응하는 트리 노드 인덱스가 후  순서로 매겨지

며, 삽입 역시 이 순서로 이루어진다[3]. M-힙을 묵시힙으로 만

든 AM-힙은 완  이진 트리(complete binary tree) 구조를 가지

며, 트리 인덱스는 통힙과 같이 벨 순서로 매겨지고 삽입은 

후  순서로 이루어진다[4]. 후 힙과 AM-힙에서의 실질 인 

삭제는 후 순서의 반 로 이루어진다.

묵시 양단 우선순  큐  구간 힙은 통힙과 같은 완  이진 

트리 구조를 가지지만, 각 노드에는 구간의 왼쪽값과 오른값을 

나타내는 두 개의 값 <lKey, rKey>을 유지하고, lKey <= rKey의 

계를 가진다[6, 7]. 한, 구간 힙은 부모 노드의 구간이 자식 

노드의 구간을 포함하는 특성을 가지며, 삽입과 삭제에 모두 

O(logn) 시간이 걸린다. 구간힙을 M-힙 구조로 수정한 MI-힙은 

상수 삽입 이 시간과 O(logn) 최소키/최 키 삭제 시간을 가지

는 자료 구조이지만 완 한 묵시힙은 아니다[10]. 왜냐하면, 키를 

장하기 해서 배열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든 성분힙의 루트를 

서로 연결하기 해 O(logn)개의 노드를 포인터로 연결하는 연

결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MI-힙은 MI-힙에서 사용한 포인터를 

모두 없애고 순수하게 배열 인덱스만을 이용하여 모든 연산을 

지원하는 묵시 양단 우선순  큐이며, 삽입과 삭제 연산의 시간 

복잡도는 MI-힙과 동일하다.

3. IMI-힙 구조

IMI-힙은 완  이진 트리로 표 되며, AM-힙이나 MI-힙

과 같이 최  O(logn) 개의 성분힙(component heap)으로 구

성된다[4, 10]. Fig. 1은 노드 2와 노드 6에 루트를 가진 두 개의 

성분힙으로 구성된  IMI-힙의 를 나타낸다. IMI-힙에서는 

삽입과 삭제를 하기 해서 두 개의 변수 lastLeaf와 lastRoot

를 유지한다. lastLeaf는 키를 가진 노드  가장 오른쪽 리  

노드를 나타내고, lastRoot는 마지막 성분힙 즉 가장 오른쪽 

성분힙의 루트 노드의 인덱스 값을 가진다.

IMI-힙에서는 각 노드에 좌단키(lKey)와 우단키(rKey)를 

나타내는 두 개의 키값<lKey, rKey>을 장하여 구간을 나타

내는데, 그 두 값의 계는 lKey <= rKey이다. 를 들면, 

Fig. 1에서 노드 4와 5의 구간은 노드 2의 구간에 포함된다. 

IMI-힙에 홀수개의 키가 있을 경우, lastRoot 노드의 rKey 값

은 실제 장될 수 있는 어떠한 키 값보다 큰 값 INF을 가지

며, Fig. 1의 노드 6에 ∞로 표시되어 있다. IMI-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IMI-힙은 완  이진 트리(complete binary tree)이

다.

2. IMI-힙은 최  O(logn)개의 성분힙을 가지며, n은 

힙에 있는 노드의 개수이다. 제일 오른쪽 즉, 마지

막 두 개의 힙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분힙의 높이

가 서로 다르다.

3. 각 노드는 <lKey, rKey>인 두 개의 키 값을 가지

며, 구간을 나타낸다. 즉, lKey <= rKey.

4. 각 노드에 해, 부모 노드의 구간은 자식 노드의 

구간을 포함한다.

Fig. 1. An IMI-heap with Two Component He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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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2에서 lastRoot가 홀수이면 마지막 두 성분힙은 동일한 

높이를 가진다. 의 특성 3과 4에 의하여 각 성분힙의 모든 

lKey는 최소힙을 형성하고, 모든 rKey는 최 힙을 형성한다. 

4. IMI-힙 연산

4.1 기화 

IMI-힙에서는 maxN 개의 키를 장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배열 arr[ ]를 할당한다. 힙이 공백이라는 것을 표 하기 해 

마지막(가장 오른쪽) 성분힙의 루트를 나타내는 변수 lastRoot

를 0으로 기화하고, 변수 lastLeaf는 IMI-힙의 제일 왼쪽 리  

노드 인덱스 startLeaf보다 1 은 값으로 기화한다.

void initialize(maxN) // maxN: max. number of keys

{

   size = ⌈maxN/2⌉;

   maxIndex = size;

   if( size % 2 == 0 )

     maxIndex++;  // every node has 2 children

   

   // the root has index 1.

   arr = new keyType[maxIndex+1]; 

   startLeaf = 2log2(maxIndex); // leftmost leaf node

   // root of last(rightmost) component heap

   lastRoot = 0;

   lastLeaf = startLeaf - 1;

}

Fig. 2. Initialization of IMI-heap

4.2 힙조정

임의의 키가 노드 r의 lKey 는 rKey로 삽입될 경우, 힙 조정

은 노드 r로부터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알고리즘은 각각 

통힙의 최소힙 는 최 힙에서의 힙조정과 유사하다. 

키가 rKey로 삽입될 경우, rKey로만 형성되는 우단힙을 따라 

하향식으로 힙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알고리즘은 Fig. 3에 나타

나 있다. 함수 heapifyRight( )의 인수 r은 새로운 rKey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 인덱스를 나타낸다. 함수 cmpSwap( )는 두 

인수를 비교하여 첫 번째 키가 두 번째 키보다 크면 서로 교환해 

주는 함수이다. while 루 에서 노드 r의 두 자식 노드의 rKey 

 큰 값을 가지는 노드를 c로 두고, 노드 c의 rKey가 부모 노드 

r의 rKey보다 크면 두 rKey를 서로 교환한다. 이러한 교환은 

부모 노드의 rKey가 두 자식노드의 rKey보다 크게 될 때 종료된

다(라인 8).

임의의 키가 노드 r의 lKey로 삽입되는 경우, 각 노드의 

lKey로만 구성되는 좌단힙을 따라 하향식으로 힙조정을 하는 

heapifyLeft( )도 이와 유사하게 작성할 수 있다. 

Fig. 3. Heapify Algorithm of Right-end

4.3 삽입

Fig. 4는 IMI-힙 삽입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다. 인수로 

달된 theKey를 삽입하기 하여 마지막 성분힙의 루트 노

드 lastRoot가 한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 

경우 인수로 달된 theKey로 rKey인 INF(∞)값을 체하고 

heapifyRight( ) 함수를 호출하여 힙조정을 한다(라인4∼8).

마지막 성분힙의 루트 인덱스 lastRoot가 짝수인 경우(라인 

12), lastLeaf를 1 증가시켜 새로운 성분힙을 생성하고, 이 노

드의 lKey와 rKey 필드에 theKey와 INF 값을 각각 삽입한

다. lastRoot는 lastLeaf 노드와 동일한 노드를 가리킨다. 

마지막 두 성분힙의 루트가 같은 수 (level)에 있는 경우

에는 마지막 성분힙 루트노드의 부모노드를 lastRoot로 하고, 

인수 theKey와 INF 값을 각각 lastRoot 노드의 lKey과 rKey

로 장한 후, heapifyLeft( )을 호출하여 힙조정을 한다(라인 

21∼25).

Fig. 4. Inser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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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Fig. 1에 키 25를 삽입한 후의 IMI-힙을 보여주고 

있다. 즉 키 25로 lastRoot의 INF값을 체한 후 힙조정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Fig. 5에 키 35를 추가로 삽입하는 경우, 

(35, INF)가 노드 14에 삽입되고, lastRoot와 lastLeaf는 노드 

14를 가리키게 된다.

(정리 1) n 개의 키를 가지고 있는 IMI-힙에서, 삽입 연산은 

상수 이 시간 복잡도 (amortized time complexity)를 가진다.

(증명) 삽입 이 시간 복잡도를 구하기 해, 일련의 삽입 

연산이 이루어진다고 하자. 일련의 삽입 , 같은 높이의 이웃하

는 두 개의 성분힙으로 구성된 IMI-힙에 새로운 키를 삽입할 

경우 하나의 성분힙만으로 구성된 IMI-힙이 되는데, 이때 최  

비용이 소요된다. 힙조정은 이웃하는 두 성분힙의 부모 노드에

서 시작하여 리  노드 쪽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부모 노드의 

높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하나의 성분힙으로 구성된 

IMI-힙의 높이가 h라 할 때, 일련의 삽입 총 비용을 계산하면 


 



  가 된다. 즉, 루트 벨 1로 시작하는 트리 

벨 에는   개의 노드가 있고, 각 노드의 2개의 키 삽입 

비용은 이 된다. 여기서   로 두면 


  



      
  



     ∙ 이 된다. 

따라서, 키 각각에 한 삽입 이 시간 복잡도는   

이 된다.

4.4 최소키 삭제 

최소키는 성분힙 루트의 lKey  가장 작은 값이므로, 먼

 모든 성분힙의 루트를 조사하여 가장 작은 lKey 값을 가

지는 노드를 찾고, 그 노드의 lKey 값을 lastRoot 노드의 

lKey로 체한다. 체된 노드를 루트로 하는 성분힙에 해 

좌단 힙조정을 수행하고, lastRoot와 lastLeaf 값을 조정함으

로서 삭제가 완성된다. 

Fig. 6의 삭제 알고리즘에서 먼  최소키를 가지고 있는 

minRoot를 찾는다(라인 5-10). 찾은 minRoot의 lKey를 last

Fig. 6. Remove Algorithm of Minimum Key

Root의 lKey로 체하고 minRoot로부터 좌단 lKey에 해 힙조

정을 한다. 여기서, 어떤 성분힙 루트 r에서 인 하는 왼쪽 성분

힙의 루트는 r이 짝수가 아닐때까지 부모 노드를 따라 올라가서 

1을 감소시킴으로써 찾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IMI-힙에서 

최  는 최소 값을 가진 노드를 O(logn) 시간에 찾을 수 있다.

lastRoot의 rKey 값이 INF가 아닌 경우, 그 rKey로 lKey

를 체하고, rKey에는 INF 값을 넣고 좌단힙조정을 한다 

(라인 15∼20). 그 지 않은 경우, lastRoot와 lastLeaf를 수정

한다(라인 22∼32). lastRoot가 내부노드인 경우 그 오른쪽 자

Fig. 5. IMI-heap after inserting key 25 into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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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lastRoot가 되고(라인 23), 리 노드인 경우 인 한 왼쪽 

성분힙의 루트가 lastRoot가 된다(라인 29∼30).

(정리 2) IMI-힙에서 최소키 삭제는 O(logn) 시간 걸린다. 

여기서 n은 IMI-힙에 있는 키의 개수이다. 

(증명) IMI-힙에 최  O(logn) 개의 서로 다른 높이의 성

분힙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최소키를 가진 성분힙의 루트 노

드를 찾는데 O(logn) 시간이 걸리고, 힙조정 알고리즘 

heapifyRight( )은 힙의 높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므로 O(logn) 

시간이 걸린다. 한 라인 30의 lastRoot 변수를 수정하는데 

트리 높이인 O(logn)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최소값 삭제 알

고리즘은 O(logn)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Fig. 7은 Fig. 5로부터 최소키 10을 삭제한 후의 IMI-힙을 

보여주고 있다. 먼  노드 2의 키 10을 lastRoot의 키 20으로 

체하고 노드 2에 해 좌단 힙조정을 한다. 그 후, lastRoot

의 rKey인 60을 lKey로 체하고 rKey에는 INF로 체한 

후 노드 6에 해 좌단 힙조정을 한다.

최 키 삭제 알고리즘도 최소키 삭제와 유사하게 만들 수 

있다. IMI-힙에서의 최 키 삭제는 최 키를 가지고 있는 성

분힙의 루트를 찾은 후, 그 최 키를 마지막 성분힙의 루트인 

lastRoot 노드의 rKey 값으로 체하고, 체된 성분힙에 

해 우단 힙조정을 한다. 그 후, lastRoot와 lastLeaf 값를 조정

함으로써 삭제가 완성된다. 최 키를 찾을 때 lastRoot의 

rKey 값이 INF일 경우에는 lastRoot의 두 자식 노드의 rKey 

값도 비교하여야 한다.

5. 결  론

본 고에서 제안한 IMI-힙은 배열을 이용하여 묵시 으로 부

모-자식 계를 표 하는 묵시 양단 우선순  큐 자료구조이다. 

포인터를 사용하는 양단 우선순  큐를 제외한 기존의 묵

시 양단 우선순  큐에서는 삽입과 최소값/최 값 삭제를 하

는데 모두 O(logn) 시간이 걸렸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묵

시 IMI-힙에서는 삽입과 최 값/최소값 삭제 연산에 각각 

O(1) 이 시간과 O(logn)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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