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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버블정렬 그래프는 노드 대칭이며 데이터 정렬 알고리즘에 활용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버블정렬  그래프의 망 

비용을 개선한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를 제안하고 분석한다.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HBn의 노드수는 n!이고 분지수는 

⌊⌋이다.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의 분지수는 버블정렬 그래프의 분지수의 ≅0.5배 이고, 지름은 ≅0.9배 이다. 
버블정렬 그래프의 망 비용은 ≅0.5n3이고,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의 망 비용은 ≅0.2n3이다.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는 

버블정렬 그래프의 서브 그래프임을 증명하였다. 추가로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지름을 분석하였다. 마지

막으로 버블정렬 그래프와 망 비용을 비교 하였다.

ABSTRACT

The Bubble sort graph is node symmetric, and can be used in the data sorting algorithm. In this research we propose 
and analyze that Half Bubble sort graph that improved the network cost of Bubble sort graph. The Half Bubble sort 
graph’s number of node is n!, and its degree is ⌊⌋. The Half Bubble sort graph’s degree is  ≅0.5 times of the 
Bubble sort, and diameter is ≅0.9 times of the Bubble sort. The network cost of the Bubble sort graph is  ≅0.5n3, and 
the network cost of the half Bubble sort graph is ≅0.2n3. We have proved that half bubble sort graph is a sub graph of 
the bubble sort graph. In addition, we proposed a routing algorithm and analyzed the diameter. Finally, network cost is 
compared with the bubble sort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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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4IR)을 이끌어갈 주요 기술로 인공지

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이 꼽힌다. 이중 4차 산업혁명에서 주목받는 

기술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다. 인공지능은 대용

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

으로 구현되고 있다[1]. 딥 러닝이 미래에 제대로 구현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실행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

터가 필수이다. 고성능의 컴퓨터를 제작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조합하는 병렬처리 기술

이 사용되고 있다.

병렬처리를 위한 MIMD (multiple instruction 

multiple data)형 컴퓨터는 크게 공유 메모리를 갖는 다

중 프로세서(multi-processor) 시스템과 분산 메모리를 

갖는 다중 컴퓨터(multi-computer)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2]. 다중 컴퓨터 시스템은  프로세스는 노드로 

통신 링크는 에지로 사상하는 그래프로 표현 될 수 있

다. 이 그래프를 상호연결망(interconnection network)

이라고 한다. 다중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은 각 프로세

서의 성능과 프로세서를 연결하는 상호연결망 구조 및 

그에 따라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상호연결망 구조는 분지수(degree), 지름(diameter), 대

칭성, 확장성, 고장 허용도 등의 성질에 따라 전체 시스

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3,4]. 

상호연결망의 성능 평가 척도 중 망 비용(network 

cost)은 분지수×지름이다. 분지수는 하드웨어 설치비용

이고 지름은 소프트웨어 처리비용이다. 일반적으로 분

지수가 증가하면 지름은 짧아지고 분지수가 줄어들면 

지름은 늘어나게 되어 분지수와 지름은 상호 역상관 관

계에 있다[5].

상호연결망은 연결구조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첫째, 메시(mesh) 부류[6]는 평면에 도형구조(사각

형, 삼각형, 오각형, 육각형 등)로 표현하며 메시는 ×

개 격자점에 노드를 나타낸다. 둘째, 하이퍼큐브

(hypercube) 부류[7]는 2차원 메시를 3차원으로 재귀적

으로 확장한다. 단 노드의 개수는 2n개로 제한된다. 셋

째, 스타(star) 그래프 부류[8]는 개의 노드가 있을 때, 

개의 노드 묶음 개를 3차원 공간에서 재귀적으

로 연결한다. 메시의 대안으로 하이퍼큐브가 제안되었

고 하이퍼큐브의 대안으로 스타그래프가 제안되었다.

n 차원 스타그래프 n-star는 n개의 자연수로 이루어

진 순열을 노드로 갖고 노드의 첫 번째 심볼과 임의의 

심볼을 교환한 노드 사이에 에지를 갖는다. 4-star는 

1234, 1324, 1342 등 24개의 노드를 갖고 1234와 2134

는 에지로 연결되어 있다. 스타 그래프 부류들에서 임

의의 두 노드 사이의 라우팅 경로는 두 노드의 심볼을 

일치시키는 정렬문제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 같은 성질

을 이용한 상호연결망으로 pancake graph[8], burnt 

pancake graph[9], bubblesort graph[10]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타 그래프 부류인 버블정렬 그래프

의 분지수를 1/2 정도 줄이면서 망 비용을 개선한 새로

운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를 제안한다. 제안한 하프 버

블정렬 그래프에서 부분그래프, 고장허용도, 연결 그래

프, 해밀턴 그래프 등 기본적인 성질을 분석하고 라우

팅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하프 버블정

렬 그래프와 비슷한 스타 그래프 부류 상호연결망의 특

성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

프 버블정렬 그래프를 정의하고 기본성질 및 지름을 분

석한다. 추가하여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버블정

렬 그래프와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의 망 비용을 비교분

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스타그래프 부류의 상호연결망

스타 그래프 부류는 개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순열

로 노드 주소를 표현하므로 노드 개수가 개 이고, 대

략 정도의 분지수를 갖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스

타 그래프 부류로는 스타 그래프, (,)-스타 그래프, 팬

케익 그래프, 매크로스타 그래프, 버블정렬 그래프, 전

위 그래프, Rotator 그래프 등이 제안되었다. 스타 그래

프 Sn은 노드 개수는 개, 분지수 , 이분할 그래프

이고 노드 및 에지 대칭이다. 지름은 ⌊⌋이고 

최대고장 허용도 등 여러 가지 유용한 성질이 있음이 

알려졌다. 버블정렬 그래프 Bn의 노드 B의 주소가 

  이라 할 때, 노드 B와 에지 

≤≤에 의해 인접한 노드의 순열은 심볼 와 

이 서로 교환된 이다.  

버블정렬 그래프 Bn의 라우팅은 개 정수를 오름

차순으로 정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므로 지름은 



새로운 상호연결망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설계 및 성질 분석

1329

 이고, 에지를 중심으로 그래프를 분할 할 수 

있는 계층적 연결망이다. 버블정렬 그래프 Bn은 노드 

대칭적이고 에지 대칭적이며, 이분 그래프(bipartite 

graph)이고 해밀톤 싸이클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타 그래프와 비슷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노

드수를 갖는 스타 그래프와 비교하여 분지수와 지름이 

큰 값을 가지므로 망 비용은 큰 값을 갖는다. 그림 1의 4

차원 버블정렬 그래프는 3차원 버블정렬 그래프 4개로 

이루어져 있다.

Fig. 1 4-dimension Bubblesort graph

Ⅲ.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3.1.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정의와 성질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HBn의 노드는 <N>={1,2,3 

...,}의 원소 n개를 모두 사용한 순열로 표현하고, 

에지는 에지   ≤  ≤⌊⌋과 에지 이 있다(n

≥3).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의 노드 의 주소를 

    이라 할 때, 노드 와 에지 에 인

접한 노드    주소는   이고, 

노드 와 에지 에 인접한 노드    주소는 

    이다. 따라서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HBn의 노드 개수는 n!개, 분지수는 ⌊⌋
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의 노드 

    를 순열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노

드 와 순열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또한 하프 버블

정렬 그래프 HBn의 노드 S와 에지 에 의해 인접한 노

드를  로 표현하고, 노드 S와 에지 에 의해 인접

한 노드를  로 표현한다. 을 구성하는 노드의 

순열에서 동일한 부분 순열 u을 갖는 노드로 구성된 부

분 그래프를 클러스터라 하고  로 나타낸다. 하

프 버블정렬 그래프 HBn은 연결된 그래프(connected 

graph)임이 알려졌다.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HB3는 에

지 정의에 의해 Bubblesort 그래프 B3와 동형이다. 그림  

2의 4차원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는 3차원 하프 버블정

렬 그래프 4개로 이루어져 있다.

Fig. 2 4-dimension Half Bubblesort graph

노드     의 순열에서 왼쪽 기준으

로 심볼   ≤≤의 위치를 인덱스라 하고, 인덱스 

  로 나타낸다.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HBn에서 에지시퀜스 <K>=

< , ,>이라 할 때, 노드   에서 에지

시퀜스 K에 의한 경로는 →→ →

  을 나타낸다. 노드 에서 에지시퀜스 

<K>=< ,  , >에 의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경로:     →       →

   →        

본 논문에서는 노드  에서 에

지시퀜스      ,  ≤  ≤⌊⌋의 에지를 

적용할 때 기호 로 나타내고, 에지시퀜스를 구성

하는 에지를 왼쪽부터 순서대로 모두 적용한 노드의 

기호를    로 표현한다. 또한 에지시퀜스 

     , ≤≤⌊⌋를 구성하는 에지를 오

른쪽부터 순서대로 모두 적용한 노드를   로 표

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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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의 분지수는 -차원 

Bubblesort 그래프의 분지수보다 대략 1/2 줄었다. 이러

한 결과는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가 기존의 Bubblesort 

그래프와 변형된 그래프보다 하드웨어의 비용을 1/2 정

도 개선한 효과를 갖는다.

[정리 1] 는⌊⌋-차원 버블정렬 그래프와 

동형인 그래프를 부분그래프로 갖고, 이러한 부분그래

프가 ××××⌊⌋개 존재 한다

(≥4).  

증명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의 노드 

   에 부속한 에지는 과 로 구

성되어 있다(≤≤⌊⌋). 의 에지 =

{⌊⌋}이고, 에지 로 구성된 부분그

래프는 ⌊
⌋ -차원 버블정렬 그래프의 에지와 

동일하다.   그래프의 노드 주소를 나타내는 순열

에서 인덱스 1∼⌊
⌋ 까지 심볼을 갖는 노드는 

에지 ={⌊⌋}에 인접한 노드들이므로 

⌊
⌋ -차원 Bubblesort 그래프와 동형이다. 따라

서 에서 에지 를 모두 포함하면서 생성 가능한 

⌊
⌋ -차원 Bubblesort 그래프와 동형 구조 개수

는 노드의 순열 인덱스에서 (⌊⌋)∼까지 

⌊⌋개 심볼에 대한 순열 개수이므로 

×  ×  ×  × ⌊⌋ 개 존재한다. □

[정리 2]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는 재귀적 확장

성을 갖는다(n≥3). 

증명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가 재귀적 확장성이 

있음을 n=2k와 n=2k+1로 나누어 증명한다.  

(경우1)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에서  로 

확장(k≥2).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의 노드 의 주소를 

 이라 하자.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를 구성하는 에지는 에지 ={}과 

에지 로 구성되어 있다. 에서 에지 =

{}를 갖는 그래프는 버블정렬 그래프 

 와 동형이다.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의 부분 

그래프인 버블정렬 그래프  와 동형인 그래프의 개

수는 (k+2)×(k+3)×...×(2k)개 있다.  의 노드  ′의 

주소를 ′′′′′ ′′ 이라 할 때,  
를 구성하는 에지는 에지 ={}과 에지 

 로 구성되어 있다.  에서 에지 =

{}를 갖는 부분 그래프는 버블정렬 그래

프  와 동형이다. 

따라서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에서  로 

확장하는 경우 의 부분 그래프인 버블정렬 그래프 

와 동형인 그래프를 (k+2)×(k+3)×...×(2k)개 만들

고, 각 노드의 주소 순열에서 심볼  을 추가한다.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에서 에지 를 대신하여 

에지  을 추가하면 된다.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는 와 동일한 에지 ={}를 

갖고, 에지  을 가지므로 분지수는 와 동일하

게 k+1개를 갖는다.     

(경우2)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에서  

로 확장(k≥2).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의 노드 의 주소를 

  이라 하자. 하프 버블정렬 그

래프  를 구성하는 에지는 에지 =

{⌊
 ⌋}과 에지  로 구성되어 있

다.  에서 에지 ={ ⌊
⌋}를 갖

는 부분 그래프는 버블정렬 그래프  와 동형이

다.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에서 부분 그래프

인 버블정렬 그래프  와 동형인 그래프의 개수

는 (k+2)×(k+3)×...×(2k+1)개 있다.    

 의 노드  ′의 주소를 ′′′′′ ′ 
이라 할 때,  를 구성하는 에지는 =

{ ⌊
⌋

 }과 에지  로 구성 되어

있다.  에서 에지 ⌊
 ⌋

 를 

갖는 부분 그래프는 버블정렬 그래프 와 동형이다.  

따라서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에서  로 

확장하는 경우  의 부분 그래프인 버블정렬 그래

프 와 동형인 그래프를 (k+2)×(k+3)×...×(2k+1)개 

만들고,  의 에지  를 대신하여 에지  

을 추가한다. 따라서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는 

 보다 에지 가 한 개 더 증가하므로 분지수는 

 보다 1 증가한 k+2개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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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라우팅 알고리즘

 본 절에서는 간단한 라우팅 방법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지름의 상한 값을 분석한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

으로 버블정렬 그래프와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에 대해 

망 비용을 비교한다. 그래프의 라우팅은 출발노드 S의 

순열 주소를 목적노드 V의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이용하는 에지와 이용된 에지에 인접한 노

드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라우팅 경로이다. 라우팅은 

크게 분류작업과 정렬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출발노드 S=  ⌊
⌋ ⌊

⌋   , 목적노드 

V=  ⌊
⌋ ⌊

⌋ ⌊
⌋ 라고 하자. 

의 임의의 노드 S의 주소 순열에서 인덱스 

∼⌊⌋를 정렬가능영역(이후 가능영역) 이라 

하고, 인덱스 ⌊⌋∼를 정렬불능영역(이후 불

능영역)이라 한다. 표기의 편의를 위해 가능영역의 마

지막 인덱스 ⌊⌋을 라고 한다. 의 가능영

역에 있는 심볼은 에지 에 의해 위치 ∼로 심볼을 

이동할 수 있다. 불능영역 ∼에 있는 심볼은 불

능영역에서 심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에지 

을 이용하여 가능영역으로 심볼을 이동한 후 를 이용

하여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 먼저 분류작업을 위한 몇 

가지 보조정리를 정리한다.

[보조정리 1] 의 임의의 노드 W=

     에서 가능영역에 있는 

심볼 를 가능영역의 임의의 인덱스 j로 이동시키

는 방법은 다음 설명과 같고 두 노드 사이의 경로 길

이는 |i - j|이다. 

설명 : 전위에 있는 심볼 를 전위의 임의의 인덱스 

j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i < j 인 경우: W→→ →   ··· → 
i > j 인 경우: W→ → →    ··· →  □

[보조정리 2] 의 임의의 노드 W=

      에서 가능영역에 있

는 심볼 를 불능영역으로 이동시키고 불능영역의 

심볼 를 가능영역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설명과 같

고 두 노드 사이의 경로길이는 이 짝수이면 

이고 이 홀수이면 이다. 왜냐하면 아래 설명

에 따른 경로길이는  +  + 2 = 

이다.

⌊⌋이므로 이 짝수이면 이고 

이 홀수이면 이다. 따라서 경로길이는 이 

짝수이면 이고, 이 홀수이면 이다. 

설명 : 가능영역에 있는 를 불능영역으로, 불능영

역에 있는 를 가능영역으로 보내기 위한 방법은 다

음과 같다.

W→ 보조정리1에 따라 를 인덱스 로 이동→→

보조정리1에 따라 를 인덱스 로 이동 →      □

분류작업은 가능영역에 보다 적거나 같은 심볼을, 

불능영역에 보다 큰 심볼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반

대로 가능영역에 보다 큰 심볼을, 불능영역에 

보다 적거나 같은 심볼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를 방법 A, 후자를 방법 B라고 한다. 

라우팅에서 분류작업은 방법 A와 B중 경로길이가 

적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가능영역에서 보다 큰 심

볼집합을 seA라고 하고 seA의 원소 개수를 |seA|라고 

한다. 불능영역에서 보다 적거나 같은 심볼집합을 

sdA라고 하고 sdA의 원소 개수를 |sdA|라고 한다. 교환

개수  = |seA| = |sdA|이다. 가능영역에서 보다 적

거나 같은 심볼집합을 seB라고 하고 seB의 원소개수를 

|seB|라고 한다. 불능영역에서 보다 큰 심볼집합을 

sdB라고 하고 sdB의 원소개수를 |sdB|라고 한다. 교환

개수  = |seB| = |sdB|이다. 

[보조정리 3] 에서 방법 A, B의 분류작업의 경로

길이 , 는 다음과 같이 2경우로 나눈다.

(경우1) 이 짝수일 경우 

 = 집합 sdA의 심볼 인덱스의 합 - 집합 seA의 심볼 

인덱스의 합 + 3

 = 집합 sdB의 심볼 인덱스의 합 - 집합 seB의 심볼 

인덱스의 합 + 3

(경우2) 이 홀수일 경우 

 = 집합 sdA의 심볼 인덱스의 합 - 집합 seA의 심볼 

인덱스의 합) + 2

 = 집합 sdB의 심볼 인덱스의 합 - 집합 seB의 심볼 

인덱스의 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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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보조정리 2에 따라 가능영역에 있는 를 불

능영역으로, 불능영역에 있는 를 가능영역으로 보내

기 위한 경로 길이는 이 짝수이면 이고, 이 

홀수이면 이다. 이것을 분류대상 심볼 개에 대

해 모두 적용하면 개의 의합에서 개의 의합을 빼

고 또는 를 더하면 된다.      □

방법 A는 분류작업 이후에 정렬작업을 위해 에지 

이 두 번 필요하고 방법 B는 분류작업 이후에 정렬

작업을 위해 에지 이 한 번 필요하다. 집합 sdA의 m

번째 원소를 sdA(m)로 표시한다. 다음은 라우팅 알고

리즘이다.

START

  IF(≤) then        //방법 B

    For(≤)  [보조정리 2]에 따라 seA(m)와 

sdA(m)를 교환;  END-For

    인덱스  ∼에 있는 심볼을 [보조정리 1]에 따라 내림차

순으로 정렬

    
    인덱스  ∼에 있는 심볼을 [보조정리 1]에 따라 오

름차순으로 정렬

  ELSE                 //방법 A

    For(≤)  [보조정리 2]에 따라 seB(m)와 

sdB(m)를 교환;  END-For

    인덱스  ∼에 있는 심볼을 [보조정리 1]에 따라 오름차

순으로 정렬

    
    인덱스  ∼에 있는 심볼을 [보조정리 1]에 따라 내

림차순으로 정렬

    
  END-IF

END

[정리 3] 하프버블정렬 그래프 에서 임의의 두 

노드 사이의 라우팅 경로 길이를 T라고 하면 라우팅 알

고리즘에 의한 정렬작업의 길이는 
    이

고 분류작업의 길이는 
 



     


 

   이다. 라우팅 경로 길이 T의 상한인 지

름은    이하 이다. 

증명 : 라우팅은 분류작업과 정렬작업으로 나뉜다. 

먼저 정렬작업의 라우팅 경로길이를 살펴본다. 방법 A, 

B 모두 인덱스  ∼에 있는 심볼과 인덱스  ∼

에 있는 심볼을 정렬해야한다. 이 경우 경로길이  = 


 



   

     이다 . 

여기에 방법 A는 이 2회, 방법 B는 이 1회가 추가

된다. 

다음으로 분류작업의 경로길이를 살펴본다. 방법 A

의 경우 분류작업에 포함되는 심볼의 개수 |seA| = |sdA| 

 이다. 마찬가지로 방법 B의 경우 분류작업에 

포함되는 심볼의 개수 |seB| = |sdB|  이다. 왜

냐하면 분류작업에 포함되는 심볼의 개수가 불능영역

의 크기 보다 클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sdA| + 

|sdB| = 이고  |seA| + |seB| = 이다. 왜냐하

면 불능영역에 있는 심볼의 개수는 이기 때문이

다.  |sdA|와 |sdB| 그리고 |seA|와 |seB|는 서로 trade-off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일 경우  이

다. |sdA|=4이면  |sdB|=4이고 |sdA|=5이면 |sdB|=3이다. 

라우팅 알고리즘은 방법 A, B중 경로길이가 적은 방법

을 선택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sdA|=|sdB|=

인 경우이다. 또한 와 는 분류해야 할 

심볼이 가능영역의 왼쪽 가장자리와 불능영역의 오른

쪽 가장자리에 있을 때 가장 크다. 왜냐하면 보조정리 2

에 따라 두 심볼을 교환할 때 인덱스 로 이동해야 하

는데 에 멀수록 경로길이가 길다. 와 는 이 홀

수 일 때 보다 짝수일 때 더 크다. 따라서 분류작업 라우

팅 경로의 상한은 이 짝수이고, 이 짝수일 경우 교환

개수 =Min(|sdA|, |sdB|) =⌊⌋이며 분류해야 

할 심볼이 모두 가장자리부터 채워진 경우이다. 이 짝

수일 경우 이므로  =⌊⌋=

⌊⌋이다. 마지막으로 와 가 같다고 가

정하면 방법 A는 방법 보다 경로길이가 1크다.

분류작업의 라우팅 길이 = sdA의 심볼 인덱스의 합 - 

seA의 심볼 인덱스의 합 + 3 

=     ⋯       ⋯     

=
 



    

 

   

라우팅 경로 길이의 상한 T = 분류작업의 상한 + 정

렬작업의 상한 +   회수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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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서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모든 항에 2를 곱하고 마지막에 2로 나눈다.

=               +  +  

         

최악의 경우   =     ,      이므로

=  







   +

 




=   식의 값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

해 모든 항을 2로 나누면

=          □

버블정렬 그래프의 분지수는 이고 지름은 

  이므로 망 비용은  

   이다.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분지수

는 ≅이고 지름   이므로 망 비

용은  이다. 그림 3에 X축은 차

원, Y축은 망 비용을 나타낸다.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

는 차원이 증가할수록 버블정렬 그래프보다 망 비용이 

우수하다.

Fig. 3 compare network cost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버블정렬 그래프의 망 비용을 개선하

기 위해 버블정렬 그래프의 분지수를 대략 1/2 줄인 새

로운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하프 버블정렬 그래프는 최대고장 허용도를 갖고 

있어 시스템의 노드나 통신라인에 고장이 발생해도 시

스템이 연결되어 있어 고장 감내가 높고, 동일한 노드 

개수를 갖는 버블정렬 그래프보다 분지수가 대략 1/2로 

줄어들었지만 연결된 그래프 구조를 갖는다. 또한 Half 

버블정렬 그래프는 재귀적 확장성 성질을 갖고 있으며 

⌊⌋-차원 버블정렬 그래프와 동형인 그래프를 

부분그래프로 갖고 있어 기존의 버블정렬 그래프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하프버블정렬 그래프가 

병렬 처리를 위한 상호연결망으로 망비용 측면에서 버

블정렬 그래프보다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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