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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 버블정렬 그래프를 스타 그래프에 임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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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호연결망 분야에서 스타 그래프는 하이퍼큐브의 대안으로 발표되었다. 스타 그래프는 n!개의 노
드를 가지며 노드 주소는 n개 자연수로 이루어진 순열로 표현된다. 스타 그래프는 노드는 첫 번째 심
볼과 나머지 심볼 중 하나와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분지수는 n-1이다. 버블정렬 그래프는 스타 그래
프 부류의 연결망으로 n!개의 노드를 가지며 노드는 이웃한 두 심볼을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분지
수는 n-1이다.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는 버블정렬 그래프의 분지수 n-1을 절반으로 줄여 두 그래프가
같은 노드수 n!를 갖는 경우 망 비용이 약 절반인 새로운 그래프이다. 그래프가 새로 설계되면 설계
된 그래프에서 실현 가능한 다양한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임베딩은 임의의 그래프를 다를 그래
프에 사상하는 것이다. 그래프는 노드와 에지로 이루어져 있다. 임베딩에서 노드는 노드로 사상하고
에지는 경로로 사상한다. 대표적인 평가척도로 연장율, 밀집율 확장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프버
블정렬 그래프를 연장율 1.5n-2, 밀집율 3, 확장율 1에 스타 그래프에 임베딩 하였다.
핵심어 : 하프 버블정렬, 스패닝 트리, 방송 알고리즘, 해밀턴 경로, 에지 중복 없는 경로

Abstract
In the field of interconnection networks, star graphs have been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hypercube.
The star graph has n! Nodes and the node address is represented by a permutation of n natural numbers.
A node of the star graph can exchange with the first symbol and one of the remaining symbols. Therefore,
the degree is n-1. The Bubblesort graph is a network of star graph classes with n! Nodes and nodes can
exchange two neighboring symbols. Therefore, the degree is n-1. The half-bubblesort graph is a new graph
that reduces the n-1 degree of the bubblesort graph by half. If both graphs have the same number of
nodes n!, the network cost is about half. When the graph is newly design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algorithms that can be realized in the designed graph. Embedding maps arbitrary graphs to different
graphs. The graph consists of nodes and edges. In embedding, a node maps to a node, and an edge maps
to a path. As a representative evaluation scale, there is an dilation, expansion and congestion.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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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ing algorithm Half Bubblesort Graph in Star Graph
a half-bubblesort graph is embedded in the star graph at an dilation of 1.5n-2, a congestion of 3, and an
expansion of 1.
Keywords : half bubblesort, spanning tree, broadcasting algorithm, hamiltonian path, edge-disjoint path

1. 서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주요 기술로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

팅, 나노기술이 꼽힌다. 그 중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장 주목 받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 노동의
매우 많은 부분을 대체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지능을 구현할 딥 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 딥 러닝의 기반이 되는 빅 데이터(big data) 그리고 알고리즘 실행을 위한 고

성능 컴퓨터 시스템 갖추어 져야 한다. 2015년 세계 최고의 고성능 컴퓨터를 제작하기 위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서명했다. 고성능 컴퓨터를 제작하는 이유가 딥 러
닝을 위한 빅 데이터 구축에 있음을 밝혔다[1]. 고성능 컴퓨터를 제작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병렬 컴퓨터가 있다.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위상(topology)을 상호연결망(interconnection)이라고 한다. 상호 연
결망은 컴퓨터를 노드로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통신 연결을 에지로 하는 그래프로 자주 표현된
다. 대표적으로 토러스[2]가 있고, 토러스의 대안으로 하이퍼 큐브[3]가 발표되었고, 하이퍼 큐브의
대안으로 스타 그래프[4]가 발표 되었다. 스타 그래프의 부류로 매크로 스타 그래프[5], 매트릭스
스타 그래프[6], 버블정렬 그래프[7], 팬케익 그래프[8], 하프 팬케익 그래프[9] 등이 있고 최근에 하
프 버블 정렬 그래프[10]가 발표 되었다.
그래프가 설계되면 설계된 그래프가 고성능 병렬 컴퓨터로 제작되기 위한 알고리즘 들이 개발
되어야 한다. 새로운 알고리즘의 개발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임베딩을 통해 이미 개발된
알고리즘을 재사용 할 수 있다. 임베딩은 임의의 그래프를 다른 그래프로 사상하는 것이다. 임베딩
할 그래프 G(V, E)라고 하고 임베딩 될 그래프 H(V, E)라고 하면 임베딩 함수 f=(ø,ρ)이다. ø는 노
드 집합 V(G)를 V(H)에 사상하는 함수이고 ρ는 G의 에지 (v,w)를 ø(v)와 ø(w)를 잇는 H상의 경로
에 사상하는 함수이다. 임베딩을 평가하는 척도는 확장율(expansion), 연장율(dilation) 그리고 밀집
율(congestion) 등이 있다 [11].이 척도들은 1이 최적이며 1에 가까울수록 좋다.
다음은 스타그래프 부류의 연결망에서 발표된 임베딩 결과이다. [12]는 하프 펜케익 그래프

  를 스타 그래프   에 연장율 1.5n-2, 밀집율 6에 임베딩 하였고 팬케익 그래프   를 스타 그
래프   에 연장율 1.5n에 임베딩 하였다. [13]은 토러스를   에 연장율 4, 밀집율 2에 임베딩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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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는   을   에 연장율 ⌈ log  ⌉   에 임베딩 하였고 [15]는 차원 메시를   에 확
장율 1, 연장율 3에 임베딩 하였다. [16]는 폴디드 하이퍼큐브   을 폴디드 하이퍼-스타

 에 연장율 2에, 그 역은 연장율 1에 임베딩 하였다.
본 연구는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를 스타그래프에 임베딩 하는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평가 척도
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임베딩 되는 상호연결망의 노드 정의 에지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먼저, 스타 그래프의 경로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하프 버블
정렬 그래프를 스타 그래프에 임베딩 하고 임베딩 알고리즘의 평가척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이 장에서는 임베딩에 사용될 상호연결망의 정의 및 특성을 하프버블정렬, 스타 그래프 순으로
살펴본다.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스타그래프는 노드 주소를 표현할 때 1 ~ n까지 서로 다른 자연
수 n개를 모두 사용한 순열로 표현한다. 2개 그래프 모두에서, 임의의 노드         라
고 하면 각각의 숫자를 심볼이라고 하며 첫째 심볼은  , 마지막 심볼은  ,  번째 심볼은  이다.
심볼   의 위치  를 인덱스라고 한다.

[그림 1] 4 차원 버블정렬 그래프

[그림 2] 4차원 스타 그래프  

[Fig. 1] 4-dimension Half Bubblesort graph

[Fig. 2] 4-dimension Star Graph  

≥

하프버블정렬 그래프   (n 3)의 에지는 크게   과  로 나눈다.  에지는 버블정렬 그래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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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하자.

노드

와

에지

 를

통해

연결된

노드

    =

  이다. 이때  ≤  ≤ ⌊⌋ 이다. 따라서 임의의 노드는 ⌊⌋ 개의  와 결합

(incident)되어 있다. 노드  와 에지   을 통해 연결된 노드      =  이다. 따

라서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의 노드 개수는  개, 에지수는 ⌊⌋    로 구성되어 있
고, 분지수는 ⌊⌋  이다. 그림 1의 4차원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는 3차원 하프 버블정렬 그
래프 4개로 이루어져 있다.
스타 그래프  에서 임의의 노드    ⋯   ⋯  라고 하자. 펜케익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스타 그래프도 한 부류의 에지를 가지고 있다. 에지   는 노드  ⋯       ⋯    와 노드
    ⋯       ⋯      를 연결한다(  ≤  ≤  ). 노드  와 에지   에 의해 인접한 노드를

    로 표현한다. 스타 그래프   은 분지수    이고 개의 노드와       개의 에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4차원 스타이다.

3. 임베딩 알고리즘
그래프는 노드집합과 에지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프 G = (V, E)로 정의한다. 노드집합을
V(G), 에지집합을 E(G)로 표기한다. 두 그래프 사이의 임베딩은 노드 사상과 에지 사상으로 완성

된다. 그래프 G를 그래프 H에 사상할 때, 노드 사상은 V(G)를 H(G)에 사상하고, 에지 사상은
E(G)를 H의 경로에 사상한다. 이 장에서는 하프버블정렬 그래프를 스타그래프에 사상하고 사상

알고리즘의 평가 척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스타 그래프의 경로 특성을 정리한다.

3.1 스타 그래프의 경로 특성
스타 그래프의 경로 특성을 알아보자. 경로는 임의의 두 노드를 연결하는 노드와 에지가 교차로
나타나는 순서열이다. 단 에지는 생략 할 수 있으며 같은 노드는 두 번 나타나지 않는다. 시작노드
를       ⋯      ⋯  라고 하고 도착노드를     라고 하자. 경로에서 에지는

→로 표시한다. 두 노드 사이의 경로는 노드  의 심볼을 노드 의 심볼과 같게 만드는 과정과 같
다. 그 과정을 아래에 설명한다.

스타 그래프의 노드는 인덱스 1 자리의 심볼과 임의의 심볼을 서로 교환하는 에지(연산)가 있다.
스타 그래프는  의 심볼들은 모두 서로 다르며  의 심볼도 모두 서로 다르다. 또한  의 심볼과
같은 심볼은  에 단 하나만 있다. 따라서  의 심볼과 같은 값을 같는  의 심볼 자리에  의 모든
심볼을 옮기는 과정이 경로가 된다. 자리를 옮기기 위한 연산(에지)은   이다. 자리를 옮기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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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볼은 인덱스 1로 먼저 이동해야 한다.

이동해야 하는 심볼의 순서는 상관없다.

           ⋯             ⋯           라고 한다. 노드  를  의 심볼을

이용하여 다시 표현하면    ⋯      ⋯  이다. 두 노드 사이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보조 정리

1. 스타 그래프에서 연속된 두 개의 심볼이 서로 뒤 바뀐 두 노드 사이에는 길이 3의

경로가 있다. 단  과

  가 바뀐 두 노드의 경우는 에지   의 양쪽에 결합(incident)되어 있어

서로 인접(adjacent)한다. 이 증명은 생략한다.
증명 임의의 노드      ⋯       ⋯  라고 하고 연속된 두 개의 심볼이 서로 뒤 바뀐
노드       ⋯        ⋯   이라고 한다. 두 노드 사이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3.2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를 스타 그래프 임베딩
하프버블정렬 그래프의 노드는 노드 주소가 같은 스타 그래프의 노드로 사상된다. 두 그래프 모
두 노드 개수는 n!이고 노드 주소는 1 ~ n사이의 자연수 순열을 갖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프버블정
렬 그래프   의 에지는   과  가 있다. 에지 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임의의 노드
        이라 하자.

에지   의 사상
노드  와 에지   으로 연결된 노드는           이다. 하프버블정렬
그래프의 노드  와  는 같은 주소를 갖는 스타 그래프에 사상되었다. 따라서 에지   은 스타 그
래프의 노드  에서  까지 경로에 사상된다. 스타 그래프에서 노드  와  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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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지  의 사상
 ≤  ≤ ⌊⌋ 이므로 의 값에 따라 살펴본다.

먼저 가 1일 경우 노드  와 에지  로 연결된 노드는          이
다. 스타 그래프에서 노드  와  는 에지   로 연결되어 있다.
         →      
 ≤  ≤ ⌊⌋ 일 경우  와 에지   로 연결된 노드는         이다.

스타 그래프에서 노드  와  사이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

        

→

      

       →      

정리 2. 하프버블정렬 그래프  은 스타 그래프   에 연장율 1.5n-2에 밀집율 3, 확장율 1에
일대일 임베딩 가능하다.
   

증명   과   의 노드수는 n!로 같고 임베딩에 모든 노드가 참여하므로 확장율  = 1이
  


다. 여기에서   는 그래프 G의 노드 집합     의 원소 개수이다.   의 하나의 노드는 정확
히 같은 주소를 갖는   의 하나의 노드로 사상되므로 일대일 임베딩이다. 연장율은  의 에지가
  의 경로에 사상되었을 때 사상된 경로의 길이 중 가장 긴 값이다. 에지  가 사상된   의 경로

길이는 보조정리 1에 따라 3이다. 에지   은   의 경로에 사상된다. 사상된   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고하면 노드  와 에지   으로 연결된 노드는
         이다. 에지   은 스타 그래프의 노드  에서  까지 경로에 사

상된다. 스타 그래프에서 노드  와  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에를 들어,  에서 u=123456이고 v=654321인 경우이다. 경로를 살펴보면

→

→

→

→

→

→

→

u=123456 623451 263451 563421 653421 356421 456321 654321이다. 심볼 2와 5를 살펴보

면 2번째 노드에서는 모두 제 위치가 아니지만 5번째 노드에서 모두 제 위치를 찾아간다. 심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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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4도 마찬가지로 경로길이 3에 제 자리를 찾아간다. 마지막 심볼 6은 심볼 1 ~ 5가 제자리를 찾
아가면 경로 길이 0에 제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심볼 1은 맨 처음 경로 길이 1에 자기 자리로 찾
아간다. 따라서 경로길이는 (n-2)× 3/2 + 1 = 1.5n-2이다. 따라서 연장율은 1.5n-2이다.
밀집율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에 어떻게 사상되는지 그림 3을 살펴보자.   의 노드
123456은   의 노드 123456에 사상된다.   의 노드 123456은 에지   에 의해 노드 213456과 인

에지   에 의해 노드 132456과 인접하고 에지   에 의해 노드 124356과 인접하고 에지

접하고

  에 의해 노드 654321에 인접한다. 그림 3에 노드 123456과 결합된 4개의 에지가   의 경로에 어

떻게 사상되는지 보였다. 파란색 실선은 노드 사상을 표시한다.   의 에지 (123456, 654321)은  

→

→

→

→

→

→

→

의 경로 123456 623451 263451 563421 653421 356421 456321 654321으로 연장율 7이다.  
의 경로들에서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에지 (123456, 213456)는 같은 에지로 밀집율이 2이다. 이 외
의 에지들은 밀집율이 1이다.

[그림 3]   을   에 임베딩
[Fig. 3] Embedding   into  

여기에서  노드 213456을 추가로 살펴보면 인접한 노드는 123456, 231456, 214356, 654312이
다. 에지 (213456, 123456)은   의 에지 (213456, 123456)에 사상되므로 살펴볼 필요 없다. 에지

→

→

→

(213456, 231456)은 경로 213456 123456 321456 231456에 사상된다. 에지 (213456, 214356)은 경

→

→

→

→

→

로 213456 312456 412356 214356에 사상된다. 에지 (213456, 654321)은 경로 213456 613452

→

→

→

→

→

163452 563412 365412 465312 564312 654312에 사상된다. 굵은 글씨로 표시된 에지 (213456,
123456)는 총 3번 사용되었으므로 밀집율은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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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정리 2. 하프버블정렬 그래프   은 스타그래프   에 평균 연장율 ≒6에 임베딩 가능하다.
증명   에서 임의의 노드는 1개의   에지와 ⌊⌋ 개의   에지와 결합되어 있다. 에지
  은 경로길이 1에 사상되고   ~  ⌊⌋ 는 보조정리 1에 따라 경로길이 3에 사상된다.   은 정

리 2에 따라 경로길이 1.5n-2에 사상된다. n이 짝수일 경우 평균 연장율은 모든 에지의 연장율의
             

≒

합 / 총 에지의 수 =  = 6이다. n이 홀수일 경우 평균 연장율은 모든
  
           

≒

에지의 연장율의 합 / 총 에지의 수 =  = 6이다.


4. 결론
버블정렬 그래프는 노드 주소를 이루는 심볼을 교환하여 이웃한 노드 주소를 얻는 스타 그래프
부류의 한 종류이다.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는 버블정렬 그래프의 분지수를 절반으로 줄였지만 지
름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망 비용이 버블정렬 그래프의 약 절반으로 우수한 그래프이다. 최근에
설계된 이 연결망은 아직 개발해야 할 많은 알고리즘이 있다. 이런 연결망들은 임베딩을 통해 기
존에 개발된 알고리즘이 재사용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를 스타 그래프에 연
장율 1.5n-2, 밀집율 3, 확장율 1에 임베딩 하였다. 이 임베딩에서 사용된 부하 계수는 1로 일대일
임베딩이다. 일대일 임베딩은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의 하나의 노드가 스타 그래프의 하나의 노드
로 사상되었다는 말로 하나의 노드에서 수행중인 프로세스가 추가 부하 없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확장율 1로 하프 버블 정렬 그래프의 모든 노드가 손실 없이 스타 그래프로
임베딩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베딩 알고리즘은 매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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