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회원 : 한국교통 학교(교신 자, cmpark@ut.ac.kr) 수일자 : 2012. 08. 03

심사완료일자 : 2012. 09. 18 

모서리값 확장 그래 를 사용한 함수구성에 한연구

박춘명* 

A Study on the Constructing the Function using Extension Edge Valued Graph

Chun-Myoung Park*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디지털논리시스템의 함수구성시에 도입되고 있는 그래 이론에 바탕을 둔 새로운 형태

의 데이터구조 형태인 모서리값 확장 그래 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이를 해 수학  배경으로는 리

터럴 함수와 리드 뮬러 확장에 해 논의하 으며, 본 논문의 근간인 모서리 확장 그래 의 도출에 해 논의하

다. 한, 모서리 확장 그래 로부터 임의의 m치 n변수의 축약된 함수구성을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으며 

이를 에 용하여 그 타당성을 보 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규칙성을 고려하여 동일부분을 모듈화함으로써 일반

성을 가짐을 보 다. 

ABSTRACT

In recently years, many digital logic systems based on graph theory are analyzed and synthesized. This paper presented a method of 

constructing the function using edge valued extension graph which is based on graph theory. The graph is applied to a new data structure. from 

binary graph which is recently used in constructing the digital logic systems based on the graph theory. We discuss the mathematical 

background of literal and reed-muller expansion, and we discuss the edge valued extension graph which is the key of this paper. Also, we 

propose the algorithms which is the function derivation based on the proposed edge valued extension graph. That is the function minimization 

method of the n-variables m-valued functions and showed that the algorithm had the regularity with module by which the same blocks were 

made concerning about the schematic property of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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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논리시스템  이를 근간

으로 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분야는 2진논리에 기 를 두

고 집 회로기술의 비약 인 발 으로 회로의 형태가 

VLSI, ULSI화 되어 단일 칩상에 방 한 양의 회로를 집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게 회로가 형화 될수록 상호

결선은 더욱 복잡해지고, 연산속도의 제한성, 정보 송

량의 방 함에 따른 정보 송시간지연  외부 단자수

의 증가로 인한 칩면 의 효율성 하  단자수의 제한 

등의 문제 들이 두되기 시작하 다.[1-3] 특히 최근

에는 그래 이론[4-6]에 바탕을 두고 디지털논리시스템

을 해석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S.B.Aker[7]는 최

로 방향성 비순환 그래 형태의 데이터구조인 결정

도의 개념을 정립하 으며 R.E.Bryant[8]는 S.B.Aker가 

제안한 개념으로부터 최 로 2진 그래 를 사용하여 

부울함수구성의 추출  축약에 용하 다. 한, 

D.M.Miller[9]는 S.B.Aker가 제안한 개념을 확장하여 좀 

더 효율 으로 함수구성의 추출  축약에 용하 다. 

앞에서 언 한 연구들은 각각 그래 에 바탕을 둔 2진 

논리시스템  확장 논리시스템의 연구의 효시가 되고 

있으며 그 후 다수의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한편, S.B.K.Vrudhula 등[10]은 기존의 2진 그래 가 

부울함수식만을 표 하는 단 을 보완하여 새로운 확

장체인 모서리값 2진 결정도를 제안하 는데, 이는 부울 

표 식의 벡터를 필요로 하는 신 더 높은 벨의 특성

을 갖는 상태에서 도출될 수 있으며 계층 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므로 임의의 정수함수식에 한 

함축 이고 형 인 표 방식이다. 한, C.M,Park[11]

은 그래 에 기반을 둔 스 칭함수 구 과 FFDD를 사

용하여 함수구성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모서리값 2진 

그래 의 장 을 유지하면서, 확장 논리함수를 구 하

는데 합한 리터럴 함수를 통해서 모서리값 2진 그래

를 모서리값 확장 그래 로 환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의의 m치 n변수의 다치논리함수

구성  함수축약에 용하는 한가지 방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노드수의 감수에 의해서 처리속도의 

감소, 회로구성의 간략화  비용감소 들의 장 을 도출

하 다. 노드별로 동일하게 용되는 에지화 과정을 하

나의 모듈로 구성하여 각각의 노드에 반복 용하여 제

안된 알고리즘이 정규성이 있음을 보 다. 본 논문의 서

술과정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모서리값 그래 에 

해 논의하 으며, Ⅲ장에서는 본 논문의 수식 개의 

바탕이 되는 수학  배경을 논의하 다. 그리고 Ⅳ장에

서는 모서리값 확장 그래 를 정의하고 모서리값 2진 그

래 로부터 모서리값 확장 그래 를 생성하는 알고리

즘을 제안하 다. Ⅴ장에서는 모서리값 확장 그래 로

부터 함수를 도출에 한 내용을 논의하 으며 이를 확

장 다변수인 경우로 확장하여 일반식을 도출하 다. Ⅵ

장의 결론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서리값 확장 그

래 에 기반을 둔 함수구성 방법의 특징과 장 에 하 

서술하 다.

Ⅱ. 모서리값 그래

모서리값 그래 는 2진 그래 의 확장으로 산술연산

함수의 효과 인 처리를 수행한다. 변수의 랜치를 모

서리화한다는 것은 2진 결정도에 비해서 부울연산 표

식의 벡터들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모서리 변수화 그래

는 좀 더 높은 벨의 특성을 갖는 상태에서 유도될 수 

있고 계층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갖는다.  모서리

값 2진 결정도는 부울 연산식을 정수함수식으로 환하

여 결정도를 생성하는 과정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2진 논리상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 다. 본 

논문에서는 모서리값 2진 결정도의 장 을 유지하면서 

2진에 있어서의 노드 에지화를 확장하여 용하는 알고

리즘에 하여 논하 다.

 

2.1. 부울 표 식을 산술연산함수로의 환

 정수 상에서 0과 1이 부울 수의 참과 거짓을 각각 

나타냄을 이용하여 부울 연산을 산술연산으로 바꾸는 

기본 수식은 다음 식들과 같다.

x∧y = xy, x⊕y=x+y-2xy

x∨y=x+y-xy, x’=1-x

따라서 부울 함수는 정수 함수의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고 2진 결정도는 모서리값 2진 그래 의 특별한 경우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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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서리값 2진 결정도의 변수확장

모서리값 2진 결정도의 노드에는 각각 변수가 할당되

어 변수값에 따라서 랜치가 결정된다. 변수는 모두 {0, 

1}의 값을 가지며 만일 함수 의 변수가 2진 값을 갖지 

않고 정수의 값으로 입력된다면 해당 변수를 2진 벡터로 

표 해야한다.

 

Ⅲ. 수학  배경

3.1. 리터럴 함수

2진 결정도상의 2진을 확장하기 한 기본개념이 되

는 리터럴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1] Xi 집합 Pi={0, 1, 2, ...., (p-1)} 의 임의의 값

을 취하는 다치변수라 한다. 임의의 부분집합 Si⊆Pi에 

하여 
를 다음 식(1)의 내용을 표 하는 literal이라 

한다.




  i f∈ i f  (1)

 

3.2. 리드 뮬러 확장

보다 일반 인 경우인 m치 n변수로 확장하는 방법은 

부울연산식을 모듈연산에 의해서 확장시킨 리드 뮬러 

확장으로 도출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다치 다변수 에지

값 결정도의 일반식을 유도한다. 

부울연산 내의 논리합과 논리곱은 모듈연산에 있어

서의 모듈2합과 모듈2곱으로 치될 수 있음을 이용하

여 논리곱과 논리 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울연산식의 

일반식을 모듈합과 모듈 으로 재배열한 것을 리드 뮬

러 확장이라 하고 그 일반식은 다음 식(2)와 같다.

⋯  



 




   ⋯ 
  (2)

over GF

여기서, ei,j는 0 는 1이고 C0는 상수항이다.

한, 계수 선택은

      






로써 선택할 수 있다.

Ⅳ. 모서리값 확장 그래 의 정의

4.1. 모서리값 확장 그래 의 정의

본 에서는 2진 상에서 정의된 모서리값 2진 그래

를 m치로 확장하기 해서 각각의 노드에 m개의 랜

치를 할당하고 리터럴함수를 용하여 변수를 모서리

화 하기 한 기본 개념을 정의한다.

[정의 2]  모서리값 확장 그래  <c, f>의 으로 구성

되며 c는 상수 값이며 f는 다음 2가지 경우의 노드를 갖

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 이다.

(1) 0에 의해서 표 되는 하나의 터미  노드 0가 존재

한다.

(2)터미 이 아닌 노드 v는 <variable(v), child (v), child

 (v), .... , child   (v), child (v), value>의 m+2개

의 으로 구성되며 variable(v)는 변수이다.

[정의 3]  모서리값 m치 그래  <c, f>는 산술 연산 함

수 c+f를 나타내며 f는 f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함수다. 0

는 상수함수 0를 나타내며 <x, l, M , .... , M   , r, v>는 

산술연산함수  x(1+v)+(x-1)M1+...+{x-(m-2)}Mm-2+{x-(m-1)}r 

이다. 각각의 노드에는 식(1)의 리터럴 함수를 용하여 

변수입력이 M인 경우만을 모서리화 시킨다.

 

4.2. 모서리값 2진 그래 에서 모서리값 확장 그래

를 생성하는 알고리즘

정의된 모서리값 확장 그래 를 모서리값 2진 그래

로부터 생성하는 과정을 모서리화 되는 노드에 

을 두고 랜치 삽입, 리터럴 함수 용, 터미  노드에 

이를 때까지 반복 용 등의 단계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STEP 1] 터미  노드가 아닌 노드에서는 모서리값 

확장 그래 의 산술연산함수를 나타내는 m개의  < x, 

1, M , .....,   , r, v >를 만족하는 노드로 만들기 

해서 간 랜치를 삽입한다.

[STEP 2] 간 랜치를 삽입한 후 각각의 노드의 

산술연산함수는 x(1+v) + (x-1)M1 + ... + [x-(m-2)]M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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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1)]r로 환된다.

[STEP 3] 각각의 노드에 스 쉬홀드 검출기인 리터럴 

함수를 용하면 다음 식(3)이 된다. 를 들어 3치인 경

우 m=2이므로 변수 x의 입력이 2이면 모서리화되어 

랜치가 가 치를 갖고 그 외에 0, 1이면 비모서리화되어 

랜치가 가 치를 갖지 않는다.

   i f    
                     (3)

  STEP2의 논리식에 의해서 입력 변수의 값이 m치일 

때만 모서리화되어 논리 1의 값을 갖게되고 나머지 랜

치는 논리 0인 비에지화 랜치로 된다.

Ⅴ. 모서리값 확장 그래 에 한 함수식

5.1. 모서리값 확장 그래 에 한 함수식

Ⅲ장 2 에서의 n변수 함수식인 개식에서 각항의 

계수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F(x1, ... , xn) →

nC0 : 상수항 계수의 개수

nC1 : 1차항 계수의 개수

nC2 : 2차항 계수의 개수

 
nCn-1 : n-1 차항 계수의 개수

nCn : n차항 계수의 개수

여기서, nC0 + ... +nCn = 




 
 

따라서, 일반식은 다음 식(4)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     



 




 ⋯ 
    (4)

 이제  식(4)에 리터럴 함수(1)을 용하여 주어진 변

수의 순서에 따라 모서리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fx1 : x1의 변수 에지화

fx2 : x2의 변수 에지화

 
fxn1 : xn의 변수 에지화

 과정으로부터 각각의 모서리화 노드를 추출하기 

해 먼  변수 에 해 모서리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진인 경우의 모서리화는 식(5)와 같고 m치

로 확장하면 다음 식(6)과 같다.

  

∙  


 




 ⋯ 


 



 




 ⋯ 
  

∙



 




 ⋯ 
 

(5)

  ∙  



 




 ⋯ 


 


 




 ⋯ 
    

∙



 




 ⋯ 
 

⋮ ⋮
⋮ ⋮

  ∙



 




 ⋯ 


  ∙  



 




 ⋯ 


 


 




 ⋯ 


⋮ ⋮

 
 

  

  ∙  
 

  




 ⋯ 
 

(6)

여기서, 상수항을 고려하기 해서 fx0=f0=Co라고 하

면 주어진 n변수 일반식은 다음 식(7)과 같다.

  ⋯ 




        (7)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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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다.

 내용에서 상수항인 fx0를 제외한 각각의 변수에 

하여 m치로 에지화 시키면 다음 항이 앞의 항에서 반복

하여 나오는 형태가 되므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 식(8)과 

같다.

   ′  




 ′

   ′ 




 ′
⋮ ⋮

   ′ 
 




 ′
(8)

 

따라서 m치 n변수 모서리화 변수화 일반식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 

   ′  




 ′
  ⋯⋯

여기서 fx0=f0=Co이고 ′는 비모서리화 랜치가 갖
는 함수식이다.

한, 의 일반식을 모서리값 확장 그래 로 표시하

면 그림1과 같다.

그림 1. m치 n변수의 일반식에 한 모서리값 확장 
그래

Fig. 1 Edge valued extension graph of General 
expression for m valued n variable

5.2. 모서리화 모듈 블록도

각각의 변수에 하여 리터럴 함수를 용하여 모서

리화하고 다음단의 함수식을 찾아내는 과정을 하나의 

모듈로 생각하여, 만일 n개의 변수입력 이 있다면 한 개

의 모듈과 상수항으로 모듈화 해서 블록도를 그릴 수 있

다. 를 들어 n개의 변수입력을 갖는 함수식에서 를 

변수를 포함하는 함수식 에서 변수를 제외한 함수

식이라 하고 ′을 변수를 포함하지않는 함수식이
라할 때 변수 에 한 모듈구성은 다음 그림2와 같고 

여기서 모듈 I는 다음단 변수의 모듈 I+1의 입력 모듈이 

된다. 변수의 개수가 n개인 경우는 상수항을 제외하고 

각각의 변수에 동일한 모듈을 용하여 반복함으로써 

모든 변수를 모서리화할 수 있다.

그림 2. 변수 xi에 한 모서리화 블럭다이아그램
Fig. 2 Edged block diagram for variable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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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디지털논리시스템의 함수구

성시에 도입되고 있는 그래 이론에 바탕을 둔 새로운 

데이터구조 형태인 모서리화 2진 그래 로부터 임의의 

m치 n변수의 함수를 다룰 수 있는 모서리화 확장 그래

를 도출하는 한 가지 방법에 하여 논의하 으며, 제

를 통하여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제안된 모서리화 확장 

그래 를 사용하여 노드수를 일 수 있었으며, 이는 함

수의 축약과 회로의 간략화를 수행 할 수 있음을 의미하

며 처리속도의 감소를 기 할 수 있다. 한 알고리즘의 

규칙성을 고려하여 모듈구성을 통한 정규성에 한 가

능성에 하여 논하 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제안한 모

서리값 확장 그래 를 시뮬 이션, 조합논리시스템  

순차논리시스템 등의 분야에 효과 으로 용하는 부

분의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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