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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팬케익 그래프의 다양한 성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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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Half Pancak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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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ncake graph is node symmetric and useful interconnection network in the field of data sorting

algorithm. The Half Pancake graph is a new interconnection network that reduces the degree of the

Pancake graph by approximately half and improves the network cost of the Pancake graph. In this paper,

we analyze topological properties of the Half Pancake graph HPn. Fist, we prove that HPn has maximally

fault tolerance and recursive scalability. In addition, we show that in HPn, there are isomorphic graphs

of low-dimensional HPn. Also, we propose that the Bubblesort Bn can be embedded into Half Pancake

HPn with dilation 5, expansion 1. These results mean that various algorithms designed for the Pancake

graph and the Bubble sort graph can be executed on HPn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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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30여 년간 고성능 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분야는 과학·공학·비즈니스 분야의 연

구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고성능 컴

퓨터에 관한 연구는 병렬 컴퓨팅, 그리드 컴퓨팅, 클

라우드 컴퓨팅, Peer-to-Peer(P2P) 등 새로운 패러

다임을 등장 시켰다[1]. 상호연결망은 고성능 컴퓨터

의 프로세서를 연결하는 위상(topology), network

on chip(NoC)에서 대용량 집적회로 내부에 있는 프

로세서-코어의 물리적 연결 구조, 무선 센서 네트워

크에서 싱크노드와 소스노드들의 논리적 연결 구조,

생물학에서 유전자 계산 모델, 수학에서 정렬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2-5].

상호연결망은 프로세서는 노드(node)에 프로세서

를 연결하는 통신링크는 에지(edge)에 대응하는 그

래프로 표현된다. 임의의 노드와 결합된 에지의 수를 

분지수(degree)라고 한다. 상호연결망은 망을 확장

할 때 노드의 수에 비례하여 분지수가 증가하는 하이

퍼큐브(hypercube)[6] 부류, 스타(star) 그래프[7] 부

류와 망을 확장하더라도 분지수가 상수인 메쉬

(mesh)[8] 부류의 연결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

이퍼큐브 부류는 iPSC/2, iPSC/860, n-CUBE/2 등으

로 상용화 되었고[9]. 메쉬 부류는 MasPar Intel

Paragon, XP/S, Touchstone DELTA System,

Mosaic C, Cray T3D, MIT의 J-Machine, Tera

Computer등으로 상용화 되었다[10, 11].

스타 그래프 부류는 하이퍼큐브 부류와 비슷한 노

드 개수를 가질 때 상대적으로 적은 분지수와 짧은 

지름을 갖는 장점이 있어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하이퍼 큐브의 대안이 되었다[7]. 스타 그래프 부류

는 노드 형태가 계층구조를 갖는 매크로-스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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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4-dimension Half Pancake HP4.

프[12], 행렬스타 그래프 등이 있고, 계층 구조가 아

닌 것으로 스타 그래프, (n,k)-스타 그래프, 팬케익 

그래프[13], 버블정렬 그래프 [14], 전위 그래프 등이 

있다. 최근에 팬케익 그래프의 망 비용을 개선한 하

프팬케익 그래프 [15]가 발표되었다.

설계한 상호연결망이 고성능 컴퓨터로 제작되기 

위해 두 노드 사이의 메시지 전송을 위한 라우팅은 

필수이고 이는 다른 많은 병렬 알고리즘의 기초가 

된다. 라우팅에는 결정(deterministic) 라우팅과 적응

(adaptive) 라우팅 그리고 고장 허용(fault tolerant)

라우팅이 있다. 이 외에도 설계된 상호 연결망이 효

과적으로 사용되려면 고장 허용도, 재귀적 확장성,

서브 그래프 성질, 해밀턴 성질, 방송 알고리즘, 임베

딩 알고리즘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고장 허용도는 

시스템의 가동이 멈추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는 노드나 에지의 고장 개수를 나타낸다. 재귀적 

확장성은 연결망을 확장할 때 기존의 연결망이 그대

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이 성질이 있는 연

결망은 확장비용이 적게 든다. 임의의 연결망 G를 

연결망 H에 임베딩하면 G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H에서 재사용 할 수 있어 알고리즘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양한 연결망들 사이의 임베딩에 관한 연

구가 있다[16-18].

본 연구에서는 하프팬케익 그래프의 재귀적 확장

성, 고장허용도, 임베딩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

어들을 정의하고 하프팬케익 그래프, 버블정렬 그래

프의 기본특성과 임베딩의 기본개념에 대해 살펴본

다. 3장에서 하프팬케익 그래프의 재귀적 구조와 최

대 고장 허용도를 갖는 연결도를 분석한다. 추가하여 

하프팬케익 그래프와 버블정렬 그래프 상호간의 임

베딩 가능함을 보이고 연장율과 확장율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이 장에서는 하프팬케익 그래프와 버블정렬 그래

프의 정의와 간단한 특성을 알아보고 임베딩의 개념

과 임베딩 평가척도에 대해 살펴본다.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은 n!개의 노드와 분지수

⌊⌋를 갖는 정규 연결망이다. HPn = (Vp, Ep)

라고 한다. 노드집합 Vp는 n개의 자연수(n보다 크지 

않은)로 이루어진 모든 순열이다. 에지집합 Ep는 

-에지와 -에지로 나눌 수 있다. 임의의 노드 S =

  ⌊⌋⌊⌋      라고 할 때, 에지 정

의는 다음과 같다.

-에지 : (  ⌊⌋⌊⌋       ,
    ⌊⌋  ⌊⌋  )

-에지 : (  ⌊⌋⌊⌋       ,
            ),

단 ≤≤⌊⌋이다.

-에지는 임의의 노드와 그 노드의 모든 심볼을 

역순으로 바꾼 노드를 연결한다. -에지는 임의의 

노드와 그 노드의 맨 왼쪽부터 k번째까지 심볼을 역

순으로 바꾼 노드를 연결한다. 여기에서 k는 2보다 

크거나 같고⌊⌋적거나 같다. 본 연구에서는 

노드의 주소가 순열로 표현되므로 노드 주소와 순열

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또한 임의의 노드 S와 

에지 에 의해 인접한 노드를  라 하고, 에지 

에 의해 인접한 노드를  로 나타낸다. 노드 S

에서 에지 시퀜스 < , >를 경유한 노드는 

  이다. 예를 들어 HP5에서 노드 S=52143에 

인접한 노드는 P5(S)=34125, P3(S)=12543, P2(S)=

25143이다. Fig. 1은 4차원 하프팬케익 그래프이다.

하프팬케익 그래프의 정의와 기본적인 성질은 [15]

에 있다.

버블정렬 그래프 Bn은 n!개의 노드와 n!(n-1)/2개

의 에지로 구성된 분지수는 n-1인 정규그래프이다.

Bn = (Vb, Eb)라고 한다. 노드집합 Vb는 n개의 자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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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4-dimension Bubblesort B4.

(n보다 크지 않은)로 이루어진 모든 순열이다. 임의

의 노드 B =         라고 할 때, 에지 

정의는 다음과 같다.

i-차원 에지 : (         ,

         ), 단 1≤i≤n-1이다.

i-차원에지는 임의의 노드와 그 노드에서 이웃한 

위치의 심볼 bi와 bi+1이 교환된 노드를 연결한다. 단 

1≤i≤n-1이다. 노드 B에 인접한 i-차원에지 개수는 

n-1개이므로 분지수는 n-1이고 에지수는 n!(n-1)/2

이다. Bn의 지름은 n(n-1)/2이고 에지를 중심으로 그

래프를 분할 할 수 있으므로 계층적 연결망이다. Bn

은 노드 대칭적이고 에지 대칭적이다. 또한 이분 그

래프(bipartite graph)이고 해밀튼 사이클을 포함한

다[15]. Fig. 2는 4차원 버블정렬 그래프 이다.

상호연결망은 그래프 G=(V,E)로 모델링 될 수 있

다. 상호연결망의 프로세서는 노드집합 V(G)로 표현

되고 프로세서간의 통신링크는 에지집합 E(G)로 표

현된다. 상호연결망 G가 H에 임베딩 되면 G에서 설

계된 병렬 알고리즘을 상호연결망 H에 적용할 수 

있다. 상호연결망 G(guest)를 상호연결망 H(host)에 

임베딩 f한다는 것은 V(G)를 V(H)에 사상하고 에지 

E(G)를 H의 경로(path)에 사상하는 것이다. 임베딩

을 평가하는 척도에는 확장율(expansion), 부하계수

(load factor), 연장율(dilation), 밀집율(congestion)

이 있다.

임베딩 f의 확장율 e는 임베딩에 참여하는 V(H)의 

개수 / 임베딩에 참여하는 V(G)의 개수이다. V(G)의 

하나의 노드가 V(H)의 하나의 노드에 사상되면 일

대일 임베딩이라고 하고 V(G)의 하나의 노드가 

V(H)의 여러 개의 노드에 사상되면 일대다 임베딩

이라고 하고 V(G)의 여러 개의 노드가 V(H)의 하나

의 노드에 사상되면 다대일 임베딩이라고 한다. 다대

일 임베딩에서 임베딩 함수 f에 의해서 H의 임의의 

하나의 노드로 사상되는 G의 노드의 수의 최대값을 

f의 부하계수 l 이라고 하고, 부하계수가 크면 하나의 

프로세서에서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이

지 못하다. 확장율 e가 1보다 같거나 크면 일대일 임

베딩이나 일다대 임베딩이 가능하다. 일대다 사상은 

연장율과 프로세서의 작업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

지만 프로세서가 낭비될 위험이 있다.

그래프 G의 에지 e의 연장율은 H상에서의 경로 

ρ(e)의 길이를 말하고, 임베딩 f의 연장율은 G의 모든 

에지의 연장율 중 최대값이다. 연장율의 최소값은 1

이며, 연장율이 크면 G에서 설계된 알고리즘이 H에

서 적용될 때 연장율 만큼 메시지 전송 시간이 길어

진다. 그래프 H의 에지 e'의 밀집율은 e'에 포함되는 

ρ(e)의 개수를 말하고, 임베딩 f의 밀집율은 H의 모

든 에지의 밀집율 중 최대값이다. 밀집율의 최적은 

1이며, 밀집율이 크면 전송 트래픽이 많이 발생한다.

연장율이 크면 store-and-forward 방식의 라우팅에

서는 전송시간이 길어지고, 밀집율이 크면 웜홀 방식

에서 메시지 교착(dead-lock)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3. 하프팬케익 그래프의 성질과 임베딩

이 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성질은 분석한다. 첫째 

하프팬케익 그래프의 재귀적 확장성을 분석하고 둘

째, 최대 고장 허용도를 가지는지 분석한다. 마지막

으로 하프팬케익 그래프와 버블정렬 그래프의 사이

의 임베딩 방법을 제시하고 임베딩의 연장율과 확장

율을 계산한다. 먼저, 하프팬케익 그래프에서 노드 

개수가 적은 연결망에서 노드 개수가 많은 연결망으

로 확장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재귀적 성질을 분석

한다.

[성질 1]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는 재귀적으로 확

장된다(n≥4).

증명 :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에서 n의 값에 따라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재귀적인 확장이 가능함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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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 HP2k에서 HP2k+1로 확장(k≥2)

2k-차원 하프팬케익 그래프 HP2k의 임의의 노드 

S의 순열을   ⌊ ⌋⌊ ⌋     이
라 하자. HP2k의 에지 정의에 의해 노드 S에 인접한 

에지의 개수는 k+1개 이다. 이중에서 k개의 에지에 

의해 인접한 노드는  ,  ,  , ...,  ,

  이고, 나머지 한 개의 노드는  에 의해 

인접한 노드이다. (2k+1)-차원 하프팬케익 그래프 

HP2k+1의 임의의 노드 S의 순열을 

  ⌊  ⌋⌊  ⌋      이라 

하자. HP2k+1의 에지 정의에 의해 노드 S에 인접한 

에지의 개수는 k+1개다. 이중에서 k개의 에지에 의

해 인접한 노드는  ,  ,  , ...,  ,

  이고, 나머지 한 개의 노드는   에 의

해 인접한 노드이다. 따라서 2k-차원 하프팬케익 그

래프 HP2k에서 (2k+1)-차원 하프팬케익 그래프 

HP2k+1로 확장할 때 노드의 주소를 나타내는 순열의 

원소 개수는 2k개에서 (2k+1)개로 증가하여 노드의 

개수는 (2k)!에서 (2k+1)!개로 증가하지만 한 노드에 

부속한 에지의 개수는 k+1개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

지만 노드의 개수가 (2k)!에서 (2k+1)!개 증가하였으

므로 증가된 노드를 연결하기 위해 HP2k의 에지 P2k

를 대신하여 HP2k+1에서 에지 P2k+1가 사용된다.

(경우 2) HP2k+1에서 HP2k+2로 확장(k≥2)

(2k+1)-차원 하프팬케익 그래프 HP2k+1의 임의의 

노드 S의 순열을 

  ⌊  ⌋⌊  ⌋      이라 

하자. HP2k+1의 에지 정의에 의해 노드 S에 인접한 

에지의 개수는 k+1개 이다. 이중에서 k개의 에지에 

의해 인접한 노드는  ,  ,  , ...,  ,

  이고, 나머지 한 개의 노드는   에 의

해 인접한 노드이다. (2k+2)-차원 하프팬케익 그래

프 HP2k+2의 임의의 노드 S의 순열을 

  ⌊  ⌋⌊  ⌋       이라 

하자. HP2k+2의 에지 정의에 의해 노드 S에 인접한 

에지의 개수는 k+2개 이다. 노드 S와 k+1개의 에지에 

의해 인접한 노드는  ,  ,  , ...,  ,

  ,   이고, 나머지 한 개의 노드는 

  이다.

HP2k+2의 노드 S에 인접한 에지 k+2개에서 k개는 

노드 { ,  ,  , ...,  ,   }이고,

HP2k+1의 에지 정의에 의해 노드 S에 인접한 k개의 

노드와 동일하다. HP2k+2에서 나머지 2개중 한 개는 

  -에지가   -에지로 변경된 것이고,

나머지 한 개   는 노드 개수가 증가함으로 새

로 추가된 에지에 의해 인접한 노드이다. 따라서 

(2k+1)-차원 하프팬케익 그래프 HP2k+1에서 (2k+2)-

차원 하프팬케익 그래프 HP2k+2로 확장할 때 노드의 

주소를 나타내는 순열의 원소 개수는 (2k+1)개에서 

(2k+2)개로 증가하여 노드의 개수는 (2k+1)!에서 

(2k+2)!개로 증가하고, 한 노드에 부속한 에지의 개

수는 k+1개에서 k+2개로 증가한다. 이때 노드의 개

수가 (2k+1)!에서 (2k+2)!개 증가하였으므로 증가된 

노드를 연결하기 위해 HP2k+1의 에지  를 대신하

여 HP2k+2의 에지  가 사용되고, 추가된 한 개의 

에지는  이다. HP2k+1의 에지 ⌊  ⌋  는 

HP2k+2의 에지 ⌊  ⌋와 동일하고, HP2k+2의 에

지 ⌊  ⌋  은 추가된 에지이다. 따라서 HPn에

서 위의 (경우1)과 (경우2)에 의해 HPn 그래프의 차

원이 증가할 때, n의 성질(홀수와 짝수)에 따라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재귀적인 확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상호연결망을 구성하는 노드 또는 에지에서 고장

이 발생했을 때 연결망의 고장 감내 정도를 분석하는 

척도로 고장허용도가 있다. 노드(에지) 연결도는 연

결망을 노드 중복 없이 2개 이상의 부분 연결망으로 

나누기 위해 제거해야 할 최소 노드(에지)의 개수이

다. 주어진 연결망에서 임의의 k-1개 이하의 노드가 

제거되더라도 연결망이 연결되어 있고, 적절한 k 개

의 노드가 제거되었을 때 연결망이 분리되면 그 연결

망의 연결도를 k라 한다. 노드 연결도와 분지수가 같

은 연결망을 최대 고장 허용도(maximally fault tol-

erance)를 가졌다고 한다. 연결망 G의 노드 연결도,

에지 연결도, 분지수를 각각 k(G), λ(G), 그리고 δ(G)

로 하고, k(G)≤λ(G)≤δ(G)인 사실이 알려져 있다

[9]. 정리 1에서 k(HP n)=λ(HP n)=δ(HP n)임을 통하

여 하프팬케익 그래프 HP n이 최대 고장 허용도를 

가짐을 보인다.

정리 1. k(HP n)=⌊⌋, (n≥4).
증명 :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에서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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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ault nodes X are on the same module.

Fig. 4.  Fault nodes X are on the different module.

노드를 제거해도 HPn 그래프가 2개 이상으로 분할되

지 않음을 보인다. (성질1)에서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에는 (⌊⌋)-차원 팬케익 그래프들이 존재

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증명의 편의를 위해 하

프팬케익 그래프 HPn에서 (⌊⌋)-차원 팬케익 

그래프를 하프팬케익 그래프의 모듈이라 하자. 하프

팬케익 그래프 HPn에서 모듈과 모듈을 연결하는 에

지는 각 노드의 에지 이다.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에서 제거할 노드 집합을 X라 하고, 제거할 노드 

집합의 개수 |X|=⌊⌋인 HPn의 부분집합이라 하

자. HPn에서 X를 제거한 연결망이 연결되어 있음을 

통하여 k(HPn)≥⌊⌋임을 보인다. HPn에서 X

를 제거한 부분 연결망을 HPn-X로 나타낸다. HPn에

서 X의 위치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부분 연결망 

HPn-X가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보인다.

(경우 1) X가 하나의 모듈에 위치한 경우  

모듈을 구성하는 각 노드의 분지수는 ⌊⌋
이다. 모듈에 있는 임의의 노드 S에 인접한

⌊⌋개의 노드가 제거될 노드 X와 동일하다면 

HPn은 2개의 부분 연결망 HPn-X와 한 개의 노드 

S로 분할된다. 그러나 모듈을 구성하는 모든 노드는 

에지 에 의해 다른 모듈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고,

제거된 노드가 없는 모듈도 에지 에 의해 다른 모

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HPn에서 한 개의 모듈에 

고장 노드 X가 모두 위치하는 경우 부분 연결망 

HPn-X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HP4에서 고장 노드 X의 최대 개수는 

2개이다. 고장난 2개 노드가 한 개의 모듈 즉, 3차원 

HP3에서 모두 발생하고, 임의의 노드 S에 모두 인접

한 노드가 고장난 경우이다. Fig. 3에서 노드 S=3142

이고, 고장이 발생한 2개 노드{1342, 4132}는 ***2인 

모듈에 있으면서 노드 S에 인접한 노드이다. 노드 

S=3142는 에지 에 의해   2413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HP4는 연결된 그래프임을 알 수 있다.

(경우 2) X가 두 개 이상의 모듈에 위치한 경우 

제거할 노드가 두 개 이상의 모듈에 분산되어 있

으므로, 한 개의 모듈에서 제거되는 노드는 많아야 

⌊⌋개이다. 모듈의 노드 분지수는 ⌊⌋
이므로 모듈의 노드 S에서 인접한 ⌊⌋개의 노

드를 제거해도 노드 S를 포함하는 모듈의 노드들은 

연결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제거할 나머지 한 

개의 노드가 S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모듈의 어떤 

노드라 해도 HPn은 연결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HP4에서 고장 노드 X의 최대 개수는 

2개이다. 고장난 2개 노드가 2개 이상의 모듈 HP3에

서 모두 발생한 경우이다. 한 개의 HP3에서에서 고장 

노드의 최대 개수는 1개이다. Fig. 4에서 노드 

S=3142이고, 모듈 주소가 ***3과 ***2에서 고장난 

노드 {2413, 4132}가 각각 1개씩 발생하였다. 노드 

S=3142는 에지 P 2에 의해 1342에 의해 연결되어 있

으므로 HP4는 연결된 그래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HPn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고장 노드 

X를 제거하여도 HPn는 항상 연결되어 있으므로 

k(HPn)≥⌊⌋이고, HPn은 분지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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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k(HPn)≤⌊⌋이다. 따라서 k(HPn)=

⌊⌋이다. □

정리 2. 버블정렬 그래프 Bn을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에 연장율 5, 확장율 1에 일대일 임베딩 가능하

다.

증명 : n개의 심벌 {1,2,3,...,n}을 이용하여 노드 주

소 n!개를 표현하는 버블정렬 그래프 Bn와 하프팬케

익 그래프 HPn의 노드는 동일한 주소를 갖는 노드로 

일대일 사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베딩에 참여하는 

노드 개수를 나타내는 확장율은 1이다.

두 그래프의 노드를 사상하는 방법은 버블정렬 그

래프 Bn의 노드 B(=             )를 하프팬

케익 그래프 HPn의 노드 P(=         )

로 사상한다. 따라서 일대일 임베딩이다. 버블정렬 

그래프의 노드 B와 i-차원에지에 의해 연결된 노드 

B'를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의 노드 P'로 사상한다

(1≤i≤n-1). 이때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의 노드 P

에서 P'로 최단 경로로 라우팅하는데 필요한 에지 

개수가 연장율이 된다. 임베딩의 연장율을 분석하기 

위해 버블정렬 그래프의 i-차원에지의 경우를 3가지

로 나누어 분석한다.

(경우 1) i-차원에지, 1≤i≤

버블정렬 그래프 Bn의 노드 

B(=             )와 i-차원에지,

1≤i≤에 의해 인접한 노드 i(B)는 

            이다.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의 노드 P(=         )에서 

P'(=        )까지 라우팅을 위해 

적용해야 할 에지 시퀜스는 <   ,  ,    >이다.

노드 P에서   -차원에지에 인접한 노드    의 

순열은         이고, 순열    에서 

-차원에지에 인접한 노드     의 

순열은        이고, 순열 

    에서   -차원에지에 인접한 노드 

       의 순열은 

        이다. 따라서 (경우1)처럼 

버블정렬 그래프 Bn의 노드 B를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의 노드 P로 사상하고 B'를 P'로 사상할 때 

연장율은 3이다.

(경우 2) i = () -차원에지

버블정렬 그래프 Bn의 노드 

B(=            )와 i-차원에지, i =

()에 의해 인접한 노드 i(B)의 순열은 

            이다.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의 노드 P(=            )에서 

P'(=           )까지 라우팅을 

위해 적용해야 할 에지 시퀜스는 <

       >이다. 노드 

P(=            )에서 

-차원에지에 인접한 노드  의 순열은 

          이고, 순열  에서 

  -차원에지에 인접한 노드    의 

순열은          이고, 순열 

    에서 -차원에지에 인접한 노드 

     의 순열은 

           이다. 논문의 기술 

편의상 순열       이라고 가정한다.

순열 에서   -차원에지에 인접한 노드 

   의 순열은 

          이고, 순열 

   에서 -차원에지에 인접한 노드 

    의 순열은 

           이다. 따라서 

(경우2)처럼 버블정렬 그래프 Bn의 노드 B를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의 노드 P로 사상하고 B'를 

P'로 사상할 때 연장율은 5이다.

(경우 3) i≥ -차원에지

버블정렬 그래프 Bn의 노드 

B(=             )와 i-차원에지,

i≥에 의해 인접한 노드 B'는 

            이다.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의 노드 P(=         )에서 

P'(=        )까지 라우팅을 위해 

적용해야 할 에지 시퀜스는 <  ,      ,  ,

     ,  >이다. 노드 

P(=         )에서 -차원에지에 

인접한 노드  의 순열은 

        이고, 순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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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에지에 인접한 노드      의 

순열은         이고, 순열 

      에서 -차원에지에 인접한 노드 

       의 순열은 

      이다. 논문 기술의 

편의상 순열        이라고 가정하자.

순열 에서     -차원에지에 인접한 노드 

     의 순열은         이고,

순열      에서 -차원에지에 인접한 노드의 

순열은         이다.

따라서 (경우3)처럼 버블정렬 그래프 Bn의 노드 

B를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의 노드 P로 사상하고 

B'를 P'로 사상할 때 연장율은 5이다. □

정리 3.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를 버블정렬 그래

프 Bn에 임베딩 하는 연장율은  이다.

증명 :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의 에지는 와  ,

≤≤⌊⌋ 이고 분지수는 ⌊⌋이다.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의 노드 

P(=         )에서 에지 에 의해 

인접한 노드 P'(=        )이다. 즉 

노드 P와 에지 에 의해 인접한 노드 P'의 순열은 

노드 P 순열의 역순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버블정렬 그래프 Bn의 라우팅 방법은 정렬과 연결

하여 생각할 수 있다. 버블정렬 그래프 Bn의 노드 

B(=             )에서 n번째 위치를 가장 

먼저 정렬하고, 다음에는 (n-1)번째 위치를 정렬하

고, (n-2), (n-3), ..., 3, 2번째 위치 순서로 정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노드 B(=            )의 

순서를 뒤집어 놓은 순열              이 

노드 B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

럼 순열의 순서가 뒤집혀 있는 두 노드간의 최단 경

로 라우팅 거리는 버블정렬 그래프의 지름 값인 

n(n-1)/2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를 버블정렬 그래프 Bn에 임베딩 하는 연장율은 

 임을 알 수 있다. □

4. 결  론

스타 부류 상호연결망에서 팬케익 정렬 문제로부

터 출발하여 팬케익 그래프가 제안되었으며, 팬케익 

그래프에서 전위 합 문제, 정렬과 합병 알고리즘, 지

름과 방송 알고리즘, 병렬 라우팅과 부하균등 문제,

임베딩 등 다양한 성질과 알고리즘들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팬케익 그래프의 망비용을 개선한 

하프팬케익 그래프를 대상으로 고장허용도, 재귀적 

확장성, 팬케익 및 버블정렬 그래프 사이의 임베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하프팬케익 그래프는 최대 

고장 허용도와 재귀적 확장성이 있다. 따라서 하프팬

케익 그래프는 고장에 강한 연결망이고 노드수를 확

장할 때 하드웨어 비용이 적게 든다. 추가로 하프팬

케익 그래프 HPn에는 (⌊⌋)-차원 팬케익 그

래프 Pn/2+1 와 동형인 그래프가 많이 존재하고 있

음을 보였다. 이 결과로 팬케익 그래프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하프팬케익 그래프의 서브 그래프에서 

사용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버블정렬 그래프 Bn을 

하프팬케익 그래프 HPn에 연장율 5, 확장율 1에 임베

딩 하였다. 이 결과는 버블정렬 그래프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하프팬케익 그래프에서 상수

의 추가 비용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팬

케익 그래프가 설계된 후, 본 연구에서 기본적인 몇 

가지 성질을 분석하였다. 설계된 그래프가 병렬 컴퓨

터로 상용화되기 위해 적응 라우팅, 고장 허용 라우

팅, 일대다 방송, 다대다 방송, 병렬 경로, 작업 할당 

알고리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알고리즘 등 응용 알

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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