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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Dijkstra 가 분산시스템과 관련한 자율안정의 개념을 컴퓨터 과학에 처음 도입하였다. 그는 시스템
이 초기 상태와 관계없이 유한한 수의 과정 안에 합리적인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 보증될 때 이러
한 시스템을 “ 자율안정” 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율안정이 아닌 시스템은 불합리한 상태에 머무르게 된
다. Dijkstra 의 자율안정의 개념은, 처음에는 매우 협의의 단순한 응용이었는데, 분산시스템 상의 일시
적인 결함 모델 하의 결함 허용으로의 정형적이며 일체화된 접근을 내포함을 증명하게 되었다. 본 논
문에서는 자율 안정을 정의하고, 결함 억제와 관련해서 자율안정의 의미를 검사한다. 더욱이, 그래프
의 중심과 중앙을 찾는 문제는 분산 환경의 통신 분야와 전송 분야에의 다양한 응용을 가진다. 본 논
문은 그래프의 중심과 중앙을 찾기 위한 자율 안정 알고리즘을 보이고, 그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검증
한다.
핵심어 : 자율안정, 결함 제한, 중심, 그래프

Abstract
Dijkstra introduced to computer science the notion of Self-Stabilization in the context of distributed
system. He defined a system as Self-Stabilizing when "regardless of initial state, it is guaranteed to arrived
at a legitimate state in a finite number of steps". A system which is not Self-Stabilizing may stay in an
illegitimate forever. Dijkstra's notion of Self-Stabilization, which originally had a very narrow scope of
application, is proving to encompass a formal and unified approach to fault tolerance under a model of
transient failures for distributed system. In this paper, we define Self-Stabilization, examine its significance
in the context of fault-containment. Furthermore, the problem of locating center and median of graphs has
a variety of applications in the areas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n distributed system. This paper
presents simple Self-Stabilizing algorithm for locating center and median of graphs and the correctness of
the algorithm is proven.
Keywords : Self-Stabilization, fault-containment, center, 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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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분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분산 환경 시스템의 연구가 급성장을 하
고 있다. 전 세계가 인터넷이라는 큰 덩어리로 연결되어 수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다. 많은 시스템이 연결되어있는 분산 환경에서 구성원인
어느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게 될 때, 시스템이 외부의 어떠한 간섭 없이 자신과 이웃의 정보만
을 이용하여 스스로 그 오류를 교정하여 안정된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면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안
정된 상태로 복귀하는 알고리즘은 Dijkstra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Dijkstra는 시스템이 초기 상태와 관계없이 유한한 수의 과정 안에 합리적인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 보증될 때 이러한 시스템을 “ 자율안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율안정이 아닌 시스템은 영원히
불합리한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Dijkstra가 자율안정이란 개념을 도입한 이후, Lamport가 Dijkstra
의 연구를 결함허용 분야에서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선언[1]함으로써 자율안정 알고리즘이 재조명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과 같이 분산 환경이 발
달한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분야의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분산 환경 시스템은 전역 메모리를 공유하지 않는 약-결합된 기계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과 두 개의 기계들이 서로 통신을 하는 데 드는 시간에 따라서 각각의
기계는 전역상태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규모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분산 시스템에서
불특정한 시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오류는 기계를 손상시키거
나 연결된 기계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에 대하여 대응방법이 없
는 분산시스템 상의 알고리즘은 더 이상 정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러한 분산시
스템에서 오류를 진단하고 교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율안정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오류가 발
생 했을 때 시스템이 미리 지정된 방법에 의하여 오류를 교정하고, 스스로 합리적인 상태를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분산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상태로 스스로 안정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 (Self-Stabilizing algorithm) 을 분석하고 분산 환경의 통신 분야와 데이터 전송 분야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중심과 중앙을 찾는 문제에 자율 안정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분산 환경에
서 트리의 중심과 중앙을 찾기 위한 Self-Stabilizing

알고리즘을 연구한다. 이 논문에서

Self-stabilizing 알고리즘을 “자율안정 알고리즘”이라 표기하기로 한다.

2. 자율안정의 정의
Dijkstra는 시스템이 외부의 간섭 없이 유한한 과정 안에 안정된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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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안정된 상태에 도달한 후에는 계속하여 안정된 상태에 시스템이 머무를 때 이를 자율안정이
라고 정의하였다[2].
두 개 이상의 기계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각각의 기계를 프로세스라고 한다. 하나의 시스템은
두 가지 형태의 구성요소, 즉 프로세스와 이들 사이의 공유 메모리 또는 메시지 채널을 통한 연결
로 구성된다. 시스템의 위상은 프로세스를 노드로 상호연결을 간선으로 표현하는 방향그래프로 나
타낸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세스는 지역 상태를 갖는다. 시스템의 전역상태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프로세스의 지역 상태들의 합집합이다. 시스템의 행동은 상태들의 집합, 그
들 간의 이행관계, 그리고 이행관계의 명확한 규칙들의 집합들로 구성된다. 전역상태를 만족하는
술어 P 에 관한 시스템 S의 자율안정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3].
만약 S가 다음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면 S 는 술어 P 에 대한 자율안정이다.
ο 닫힘성 - P 는 S의 실행에 관하여 닫혀있다. 즉, P 가 S안에서 이루어졌다면 P 는 오류가 될 수
없다.
ο 수렴성 - 임의의 전역상태에서 출발하여 유한한 수의 상태 변화를 하는 동안에 P 를 만족하는
전역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 보증된다.
P 를 만족하는 상태를 합리적인 상태(legitimate state). P 를 만족하지 않는 상태를 불합리한 상태
(illegitimate state)라고 한다. 합리적인 상태와 불합리한 상태를 안전한 상태(safe state)와 불안전한
상태(unsafe state)라고 부르기도 한다.

2.1 Dijkstra 의 모델

[그림 2-1] 링의 형태로 구성된 분산 시스템
[Fig. 2-1] Distributed system as a ring

1974 년 Dijkstra는 분산 환경 시스템에서 자율안정이라는 개념[2]을 처음 도입하였다.
Dijkstra가 제시한 시스템의 모델은 링의 형태로 연결된 n 개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있다. 각각
의 프로세스는 k 개의 상태를 갖고 있으며 자신과 자신의 이웃한 노드들에 의하여 읽혀지고 오직
자신만이 기록할 수 있다. Dijkstra는 특권(privilege)이라는 개념을 프로세스가 자신의 현재의 상태
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이 능력은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와 연결된 이웃 프로세스
의 상태에 근거하여 자신의 상태를 바꾸려고 할 때, 이 능력을 특권이라고 하며, 프로세스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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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를 바꾸는 행위를 move 라고 하며, 이 논문에서는 move 를 “변화” 이라고 표현한다. 더욱이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특권을 가질 때 변화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것은 시스템 전
체를 총괄하는 어떤 중앙 디먼(central demon)에 의하여 결정된다.

합리적인 상태 하에서는 다음

과 같은 성질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성질 2.1]
[P1] 합리적인 상태에서는 특권을 갖는 프로세스가 정확이 하나만 존재하여야 한다.
[P2] 합리적인 상태로부터의 모든 변화는 시스템을 다시 합리적인 상태로 만든다.
[P3] 각각의 특권은 적어도 하나의 합리적인 상태에서 나타난다.
[P4] 두 개의 합리적인 상태가 존재할 때, 하나의 합리적인 상태를 다른 합리적인 상태로 바꾸
는 변화의 열이 존재한다.
시스템이 초기의 상태와 무관하게, 그리고 매시간 다음의 변화를 위하여 선택되어지는 특권과
무관하게 유한한 횟수의 변화를 실행하는 동안 합리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보증될 때 그 시스
템을 지율안정이라고 부른다. Dijkstra는 합리적인 상태를 하나의 프로세스가 특권을 가지는 상태
로 표현하였다.

2.2 정형화된 네트워크와 비정형화 된 네트워크
자율안정에서의 문제점은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알고리즘이 정형화된 알고리즘인지 또
는 비정형화 된 알고리즘인지에 대한 것이다.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림 2-2] 4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진 링
[Fig. 2-2] Four processes ring

앞 절에서 Dijkstra의 모델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나머지 프로세스와는 다르게 작용
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예외적인 프로세스라고 하며, 이 경우 알고리즘은 정형
화 되어있지 않다. 분산 환경 시스템에서 자율안정 알고리즘이 정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4].
알고리즘이 정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개발된 알고리즘은 적어도 하나의 예외적
인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정형화된 알고리즘의 개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다른 모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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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프로세스가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정형화를 이루기도 한다.

2.3 Dijkstra 의 해
자율안정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갖는 상태의 수이다. Dijkstra는 각각의
프로세스가 k개의 상태를 갖는 n 개의 프로세스(0,1,…,n-1)들로 이루어진 방향 링 에 대한 세 가지
( k ≥ n , k=4, k=3) 해를 제공하였다. Dijkstra의 모든 알고리즘은 다른 프로세스와 다르게 행동하
는 예외적인 프로세스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갖는다.
2.3.1 k ≥ n 인 경우의 알고리즘

Dijkstra의 천 번째 해는( k ≥ n ) 시스템을 구성하는 프로세스의 수보다(n) 각각의 프로세스가

갖는 상태의 수 (k)가 크거나 같은 경우로 알고리즘[5]은 알고리즘2.1과 같다. 임의의 프로세스에
대하여, S 는 자신의 상태, L 은 왼쪽 이웃노드, R 은 오른쪽 노드의 상태를 의미한다.
알고리즘2.1 k ≥ n 인 경우의 Dijkstra 의 알고리즘
{예외적인 프로세스}
if L=S then S:=(S+1) mod K;
{다른 프로세스}
if L ≠ S then S:=L

알고리즘 2.1 의 알고리즘은 단순하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은 링의 크기에 종속되는 상태의 수를
필요로 한다.
2.3.2 k=3 인 경우의 해
Dijkstra의 알고리즘 중에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세스가 갖는 상태의 수가 3 인 경우의
알고리즘[5]은 알고리즘 2.2와 같다. 각각의 기계들의 상태는 0, 1, 2 만을 갖는다.
알고리즘2.2 k=3 인 경우의 Dijkstra의 알고리즘
{최하위 프로세스(0)에 대하여}
if (S+1) mod 3= R then S:=(S-1) mod 3
{최상위 프로세스(n-1)에 대하여}
if L=R and(L+1) mod 3 then S:=(L+1) mod 3
{기타의 프로세스에 대하여}
if (S+1) mod 3 = L then S:=L
if (S+1) mod 3 = R then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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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k=3 인 경우의 Dijkstra 의 알고리즘의 분석
[Table 2-1] Analysis of Dijkstra algorithm for k=3
프로세스0 의
상태
0
2
2
2
1
1
1
1
1
0
0
0
0

프로세스1 의
상태
1
1
2
0
0
1
1
1
2
2
0
0
0

프로세스2의
상태
0
0
0
0
0
0
1
2
2
2
2
0
0

프로세스3 의
상태
2
2
2
2
2
2
2
2
2
2
2
2
1

특권을 갖는
프로세스
0,2,3
1,2
1
0
1
2
2
1
0
1
2
3
2

변화를 하는
프로세스
0
1
1
0
1
2
2
1
0
1
2
3
2

위의 표2.1은 Dijkstra의 3가지 상태를 갖는 프로세스에 대한 간단한 예를 보인 것이다. 이 시스
템은 네 개의 프로세스(0, 1, 2, 3)로 구성된 링이라고 가정하자. 프로세스 0은 최하위 프로세스이
고 프로세스 3은 최상위 프로세스이다. 표2.1의 마지막 열은 특권을 갖는 프로세스들 중에 변화를
하는 프로세스이다. 특권을 가진 프로세스의 수는 시스템에서 오직 하나만 존재 할 때 까지 계속
감소한다. 위의 표에서 최종적으로 특권을 갖는 프로세스가 시스템 안의 기계들을 0, 1, 2, 3, 2, 1,

0, ⋯의 순서로 순회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속성 P1, P2, P3, P4가 모두 만족되므로 시스

템은 안정된다

3. 결함을 제한하는 자율안정 알고리즘
3.1 자율안정 알고리즘의 제한성
앞 절에서 자율안정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Dijkstra 의 모델에 대한 세 가지 해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시스템이 스스로 합리적인 상태로 수렴한다는 특성은 분산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성
질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안정 알고리즘은 두 가지 문제로 인하여 현재의 분산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난해한 문제로 남아있다.
첫 번째 문제는 시스템이 임의의 초기상태로부터 합리적이 상태로 복구되는 동안에 시스템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이 없다는 것이다. 자율안정 알고리즘은 단지 시스템이 어떤 합리
적인 상태로 수렴하는 것만을 보증한다. 그러나, 시스템은 바람직한 상태로 수렴하는 동안에 임의
로 행동한다. 이러한 사실은 시스템이 합리적인 상태로 수렴하는 동안에 비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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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의미하며, 때로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이에 연결도니 다른 시스템의 영향으로 비 정상정적
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시스템의 안정성 또는 신뢰성을 요구하
는 많은 응용프로그램에서 허용할 수 없다.
비록 시스템의 하나의 구성요소에서 발생한 오류를 복구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많은 양의 시간
을 요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시스템 전체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오류를
복구하는 시간은 종종 많은 구성요소의 오류를 복구하는 시간보다 클 수도 있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응용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시스템이 스스로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자율안정 알고리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3.2 결함을 제한하는 자율안정 알고리즘
앞에서 제시한 자율안정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율안정 뿐만 아니라
결함을 제한하는 특성까지도 갖춘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함제한(fault-containment)라는
개념은 적은 요소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오류로부터 시스템을 빠르게 복구하고, 오류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의 능력을 나타낸다[7]. 결함제한은 시스템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오류
로 기인한 상태로부터 합리적인 상태로 수렴하는 동안 다음 두 가지 특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에 의하여 변화되는 지역적인 상태의 총수는 작아야 한다.
▶ 결함이 있는 구성요소의 주위에 이는 구성 요소들이 부분집합들만이 자신의 지역적인 상태
를 바꿀 수 있다.
바꾸어 표현하면 일시적인 오류에 의한 상태로부터 빠르게 수렴할 뿐만 아니라 오류의 영향이
시스템 전체에 미치지 않고 결함 있는 영역의 주위에 있는 구성요소들에만 제한된다. 자율안정과
결함제한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알고리즘을 “결함을 제한하는 자율안정 알고리즘”이라 정의한다.

3.3 결함제한의 문제점
단일 구성요소에서 오류가 발생했다하더라도 결함제한과 자율안정을 결합하는 것은 매우 어렵
다. 이와 같은 경우를 보여주는 예를 하나 살펴보자.
n 개의 프로세스를 갖는 네트워크의 생성트리를 만드는 자율안정 알고리즘을 고려해보자.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지역변수의 집합을 갖고 있다. 프로세스 i의 지역변수들은 i와 i에 이웃한 노드에
의해 읽혀질 수 있고, 오직 i에 의하여 기록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프로세스는 오직 자

신과 이웃의 지역변수를 읽고, 자신의 지역변수에만 기록함으로서 네트워크상의 이웃과 통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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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4. 중심과 중앙을 찾기 위한 자율안정 알고리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의 중심과 중앙을 찾는 문제는 분산 환경에서의 통신 분야와 데이
터 전송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중심과 중앙을 찾는 문제에 자율안정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이
러한 알고리즘은 일시적인 오류를 허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동적으로 트리의 위상을 변화시
킬 수도 있다.

G = ( V, E ) 를 정점들의 집합 V 와 간선들의 집합 E 를 갖는 단순한 그래프라고 하자. 정점

i∈ V 의 이심률은 V 안의 임의의 정점과 i에 이르는 거리 중 가장 큰 값을 의미한다. 이심률이 가

장 작은 정점을 G 의 중심이라고 부르다. 정점 i∈ V 의 값은 V 의 모든 정점과 i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다. 최소의 값을 갖는 정점을 G 의 중앙이라고 한다.

분산 환경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원을 중심이나 중앙에 위치시키는 것은 다른 곳에 위치시
키는 것보다 자원을 공유하는데 드는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중심과 중앙에
위치한 정점은 응용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프의 중심과 중앙의 위치에 관한 알
고리즘은 통신 등에 많이 응용된다.

4.1 중심과 중앙을 찾는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전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d( i, j) : 그래프 G 에서 노드 i에서 노드 j에 이르는 최단거리.
e( i) = max{d(i,j) | j∈ V } : 노드 i의 이심률.

중심(G) = { i∈ V | e(i) ≤ e(j), for all j ∈V} :

그래프 G 의 중심을 의미하며 최소의 이심률을 갖는 정점
w(i)=

∑ d( i,j)

j∈V

: 정점 i의 값

중앙(G) = {i ∈V| w(i) ≤ w(j), for all j ∈V}:
그래프 G 의 중앙을 의미하며 최소의 w(i)를 갖는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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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트리에서 정점의 이심률과 중심
[Fig. 4-1] Eccentricity and center of vertices in tree

그림 4.1에서는 각각의 노드에서의 이심률을 나타내었다. 이 그래프에서 중심은 3번과 4 번 두
개의 노드가 된다. 그림 4.2에서는 각각의 노드의 값을 나타낸다. 이 경우의 값이 ;가장 작은 노드
4가 중앙이 된다.
앞으로 정점들의 집합 V 와 간선들의 집합 E 를 갖는 트리 T=(V,E)로 문제를 제한한다. V={1,2,3,

⋯,n} 이라 가정하자. 트리에서 중심과 중앙은 각각에 대하여 하나씩 존재하거나 또는 인접한 두
개의 중심이나 중앙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림 4-2] 트리에서 정점의 값과 중앙
[Fig. 4-2] Vertex weight and center in tree

4.1.1 계산 모델
트리의 중심과 중앙에 위치에 관한 자율안정 알고리즘을 도입하기 전에 기초적인 계산 모델을
살펴보자. T 에 있는 각각의 정점을 프로세스라고 가정하자. 각각의 프로세스는 이웃한 프로세스에
의하여 읽을 수 있고, 오직 자신에 의하여 기록할 수 있는 단일의 지역 변수를 유지한다.
프로세스 i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G[1] → M[1] 또는 G[2] → M[2]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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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조건 G[j](1 ≤ j ≤ 2)는 프로세스 i의 지역변수와 그와 이웃한 프로세스의 지역변수에
관한 논리 함수이다.

▷ 각각의 변화 M[j](1 ≤ j ≤ 2)는 프로세스 i의 지역변수를 수정하는 행동이다.
▷ 위의 문장은 모든 조건 G[j]가 거짓일 때까지 M[j]를 반복하여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변화 M[j](1 ≤ j ≤ 2)는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각각의 프로세스에 속한 조건
이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활동 가능한 조건을 가는 프로세스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중앙 스케쥴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중앙 스케쥴러가 선택한 프로세스가 필요
한 작업을 실행하는 동안 다른 프로세스는 대기 중이며, 이러한 작업이 끝났을 때 모든 프로세스
는 다시 조건을 조사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자율안정이므로 변수의 초기화가 불필요하다. 더욱
이, 기본을 이루는 네트워크는 위상 연결되어 있고, 사이클을 이루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변화가
허용된다. 일시적인 오류로 인하여, 프로세스는 이웃한 식별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갖는다. 그러나 오류가 일시적이므로 프로세스는 최종적으로 이웃한 노드를 정확하게 인식할 것이
고, 시스템은 연속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로 수렴할 것이다.
4.1.2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설명을 위하여 두 개의 함수를 도입한다. 각각의 정점 i에 대한 함수로서, 정점들의
집합을 자연수의 집합으로 사상하는 h(i)와 정점들의 집합을 양의 정수로 사상하는 s(i)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h(i) : V → N
s(i) : V → N-{0}

이 때, 정점 i∈ V 에 대한 h(i)는 가장 작거나 또는 두 번째로 작은 이심률을 갖는 두 정점을 루

트로 갖는 트리에서 i를 루트로 갖는 부분트리의 높이라 정의하고, s(i)는 가장 작거나 또는 두 번
째로 작은 값을 갖는 두 정점을 루트로 갖는 트리에서 i를 루트로 갖는 부분트리의 크기(정점의
수)라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부가하여 다음과 같은 개념을 사용한다.
N(i)={j|(i ,j) ∈E} : 정점 i와 이웃한 노드들의 집합

N h(i)={h(j)|(i ,j) ∈E} : 정점 i와 이웃한 h(i)의 집합

N -h = N h (i) - {max( N h (i))} : N h (i)에서 최대값을 제외한 집합

Ns (i)={s(j)|(i ,j) ∈E} : 정점 i와 이웃한 s(i)의 집합

N -s = Ns (i) - {max( Ns (i))}: Ns(i)에서 최대값을 제외한 집합.

정점 i에 대한 h(i)를 높이조건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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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i )=

경우
{ 01+ max(N 단노드일
( i))단 노드가 아닐 경우
-

h

단, 여기서 max( N -h (i)) 는 N -h (i)의 최대값을 의미한다.
그림 4.1의 이심률에서 보듯이 가장 작은 이심률을 갖는 노드는 3과 4이므로, h(i)는 노드 3 또
는 노드 4 를 루트로 갖는 트리구조에서 구할 수 있다.

[그림 4-3] 트리에서 높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점의 h(i)
[Fig 4-3] Vertex h(i) satisfying tree's height

그림4.3 과 같이 h(i)를 구할 수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노드 3 이 루트일 때, 하위노드는 1과 2
이므로 노드 3의 높이는 2이다. 노드 3 을 루트로 갖는 트리에서 노드 2 는 부모 노드가 3이고 하위
노드가 1이므로 노드 2를 루트로 갖는 부분 트리는 높이가 1 이다. 따라서 h(2)=1이다. 또한 노드 4
를 루트로 갖는 트리에서는 하위노드가 5,6,7이므로 h(4)=2이고, 노드 6의 하위노드는 5,7 이므로
h(6)=1 이다. 또한 단노드 1, 5, 7 은 높이가 0이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트리 T 에 있는 모든 정
점의 h(i)는 높이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가장 큰 h(i)를 갖는 정점이 트리 T 의 중심이다. 또한 중
심의 h(i)는 이웃 노드의 h(i)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4.3에서 보듯이 최대의
h(i)를 갖는 노드는 3과 4, 즉 트리의 중심이 두 개다.

[그림 4-4] 트리에서 크기조건을 만족하는 정점의 s(i)
[Fig. 4-4] Vertex s(i) satisfying tree's weight

다음과 같은 정점 i의 s(i)을 크기 조건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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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i )=

단,

{

1
단노드일 경우
1+ ∑ ( N s ( i)) 단노드가아닐경우

∑( N s (i))

은 N (i)의 모든 원소의 합이다.
s

T 에서 모든 정점의 s(i)가 크기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장 큰 s(i)를 갖는 노드가 트리T 의 중앙이다.
그림4.4은 트리의 모든 정점의 s(i)가 크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대의 s(i)를 갖는
정점 4가 트리에서 유일한 중앙임을 알 수 있다.
중심을 찾는 알고리즘과 중앙을 찾는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4.1과 같다. 중심을 찾는 알고리즘의

두 문장은 정점 i에 의하여 높이조건이 만족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심을 찾는 알고리즘의 조
건부가 거짓이면 T 안의 모든 정점의 h(i)는 높이조건을 만족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앙을 찾는
알고리즘의 조건부가 거짓이면 T 안의 모든 정점의 s(i)는 크기조건을 만족한다.
알고리즘 4.1 중심과 중앙을 찾는 알고리즘
{정점 i에 대하여 중심을 찾는 알고리즘}
[( i는 단 노드) ∧ (h(i) ≠ 0)
→ h(i) := 0
or ( i는 단 노드가 아님) ∧ (h(i) ≠ 1+max
( Nh (i))

→ h(i) := 1+max( N -h (i))]

{정점 i에 대하여 중앙을 찾는 알고리즘}
[ ( i는 단 노드) ∧ (s(i) ≠ 1)
→ s(i) := 1
or ( i는 단 노드가 아님) ∧ ( s(i) ≠
1+

( - (i)) →
∑ Ns

s(i) := 1+

( - (i))]
∑ Ns

4.2 알고리즘의 정확성
알고리즘 4.1을 증명하기 위해, 순서 함수의 개념을 도입하자.

함수 f : V → N 은 만약 모든 정점 i∈ V 에 대하여 i의 이웃 노드 j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

하여 f(i) ≤ f(j)를 만족하면 함수 f는 순서함수이다. 즉, f(i)를 정점 i에서의 함수 값이라고 할 때,
다음의 결과는 쉽게 보일 수 있다.
[ 소정리 4.1] 만약 T 안의 모든 정점들의 h(i)가 높이조건을 만족한다면, 함수 h는 순서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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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리 4.2] 만약 T 안의 모든 정점들의 s(i)가 크기조건을 만족한다면, 함수 s는 순서함수이다.

증명 : T 안의 모든 정점이 높이조건을 만족하므로, 모든 i∈ T 에 대하여 i가 단노드이면 h(i)=0

이며 단노드가 아니면 h(i) := 1+max( N -h (i))이다. 따라서, 단노드가 아닌 i∈ T 에 대하여 N -h (i)에
는 h(k) ≤ h(i)를 만족하는 k ∈T 가 존재한다.

또한 k 가 단노드가 아니라면 h(t) ≤ h(k)인 t가 N -h (k)에 존재한다. 귀납법에 의하여 t가 단노드

인 경우에도 h(t) ≤ h(k)가 만족된다. 이를 바꾸어 표현하면, 모든 i ∈T 에 대하여 어떤 j가 존재하
여 h(i) ≤ h(j)를 만족한다. 따라서 함수 h는 순서함수이다.

또한, T 안의 모든 정점이 크기조건 s(i)를 만족하므로 h(i)와 마찬가지로 정의에 의하여 단노드가

아닌 i ∈T 에 대하여 N -s (i)에는 s(k) ≤ s(i)를 만족하는 k ∈T 가 존재한다. 즉, 모든 i ∈T 에 대하여
어떤 j가 존재하여 s(i) ≤ s(j)를 만족한다. 따라서 함수 s는 순서함수이다.
예를 들어 그림 4.3에서 보여준 트리에서 모든 정점의 h(i)는 높이조건을 만족한다. 각각의 정점
에서 자신의 h(i)보다 크거나 같은 h(i)를 갖는 인접한 노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4.4에서도 비슷하게 트리 안의 모드 정점들의 s(i)가 높이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고, 각각의 정점에서 자신의 s(i)보다 크거나 같은 s(i)를 갖는 인접한 노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순서함수 f: V →N 가 주어졌을 때, 방향그래프(digraph) G(f)를 G(f) = (N(f), A(f)) 이라 정의하
자. 단, 노드들의 집합을 N(f)=V 라고 할 때, 전이집합 A(f)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A(f) = { (i, j) | j ∈N(i) 이고 f(j)=max{ N f (i)}}

따라서, 각각의 노드 i ∈N(f)로부터 가장 큰 f(j)를 갖는 인접한 노드로 가는 간선이 존재한다.
만약 가장 큰 f(j)를 갖는 인접 노드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큰 f(j)를 갖고 레벨의 값이 가장
큰 인접 노드를 선택함으로서 하나의 간선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4.5는 그림 4.3에서 보여준 h(i)
와 트리에 근거를 둔 방향그래프 G(h)를 보여준다.

[그림 4-5] 방향 그래프 G(h)
[Fig. 4-5] Directed Graph G(h)

각각의 노드 i는 트리 T 에서 i의 인접한 노드들 중에서 가장 큰 h(j)를 갖는 노드 j로 향하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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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갖는다. 그림 4.6은 앞의 그림 4.4에서 s(i)와 트리에 근거를 둔 방향그래프 G(s)이다. 노드 4
는 가장 큰 s(j)를 갖는 인접 노드가 3, 6번 두 개이다. 이것은 가장 큰 s(j)와 가장 큰 라벨을 갖는
인접한 노드를 선택함으로서 해결된다. 따라서, 노드 4 는 6번으로 향하는 간선을 갖고 3번으로 향
하는 간선은 갖지 않는다.
다음의 소정리는 방향그래프 G(f)의 중요한 속성을 나타낸다.
[ 소정리 4.3] 방향그래프 G(f)가 정확히 하나의 사이클을 포함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이클의
길이는 2이다.
증명 : 집합 A(f)의 정의에 의하여 T 는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든 i ∈N(f)에 대하여 (i, j) ∈A(f)인

i의 인접한 노드 j가 정확히 하나 존재한다. i의 다른 인접한 노드 k(k ≠ j)에 대하여 f(k) < f(i)가

성립한다. 순서함수의 정의에 의해 f(k) < f(i) 이므로 k 의 모든 인접한 노드 k'(k' ≠ i)에 대하여
f(k') < f(k)라 할 수 있다. 따라서 (k, ) ∈ A(f)이다.

[그림 4-6] 방향 그래프 G(s)
[Fig. 4-6] Directed Graph G(s)

이것은 T 의 모든 간선에 대하여 G(f)에는 적어도 하나의 대응되는 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G(f)는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G(f)안의 모든 노드가 정확히 하나의 간선을 갖는다는
것은 G(f)는 |N(f)| 개의 간선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G(f)가 |N(f)| 개의 간선을 갖는 연결된
그래프이므로 이것은 정확히 하나의 사이클을 갖는다. (사이클을 이루지 않는다면 정점의 수가 간
선의 수보다 하나 더 많아야 한다.)

G(f)에서 l ≥ 3에 대하여 ( i 1,i 2,⋯,i l )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룬다고 가정하자. 만약 (i, j) 가 집합

A(f) 안의 간선이라면 (i, j)는 집합 E 에 속하는 간선이다. 이것은 ( i 1,i 2,⋯,i l )이 T 안에서 사이클
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T 는 사이클이 아니다. 따라서, G(f)가 포함하는 하나의 사이클
은 크기가 2 인 사이클이어야만 한다.

i와 j를 G(f)에 속하는 유일한 사이클인 두 개의 노드라고 하자. 일반적으로 f(i) ≥ f(j)라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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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G(f)에서 간선 (i, j) 와 (j, i)를 제거하면, 각각이 방향이 있는 트리가 되는 두 개의 트리를

구할 수 있다. 노드 i을 포함하는 방향 트리를 Ti(f) = ( N i(f), A i(f))로 표현하고, 노드 j를 포함하
는 방향 트리를 T j(f)=(N i (f),A j (f))로 표현하자. 또한 i를 T i(f)의 루트로 나타내고, j를

T j(f) 의 루트로 나타내자. T i(f)와

T j(f) 가 새로운 루트를 갖는 트리이므로, 이와 같은 트리에

서 인접한 노드의 쌍에 대하여 부모와 자식 관계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T i(f)와 T j( f) 에 대
한 다음과 같은 속성이 쉽게 보일 수 있다.
[ 정리 4.4] T i(f)안에 있는 간선과 T j( f) 안에 있는 각각의 간선은 하나의 노드에서 그의 부모

노드로 방향이 정해져 있다. 만약 k가 T i(f) 또는 T j( f) 안에 있는 단 노드가 아니
라면, k 의 각각의 자 노드 l에 대하여 f(k)>f(l)이다.

위의 정리 4.4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만약 f(i) > f(j)라면, i는 T 에서 가장 큰 f(i)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에 f(i)=f(j)라면 i와 j가 T 에서 가장 큰 f(i)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향그

래프 G(h)를 나타낸 그림 4.5에서 간선 (3, 4) 와 간선 (4, 3)을 제거함으로써 노드 3 을 루트로 갖는
방향 트리 T3(h)와 노드 4 를 루트로 갖는 방향 트리 T4(h)를 얻을 수 있다. 위의 정리 4.4 는

T3

(h)와 T4(h)에 대하여 쉽게 입증할 수 있다. h(3)=h(4)=2이므로, 정점 3과 4는 트리에 있는 모든 정
점 사이에서 가장 큰 h(i)를 갖는다. 따라서 h(i)를 사용한 트리 T 에서 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
과 같은 정리를 유도할 수 있다.
[ 정리 4.5] T 안의 모든 정점의 h(i)가 높이조건을 만족한다면, 중심(T) = { k| 모든 l에 대하여,
h(k) ≥ h(l)} 이다.
증명 : h(i)가 높이조건을 만족하므로 소정리 4.1에 의하여 h 는 순서함수이다. 그러므로 소정리

4.3에 의하여 G(h) = (N(h), A(h))는 길이가 2 인 유일한 사이클을 갖는 연결된 그래프이다. i와 j를
G(h)에서 유일한 사이클 안에 있는 h(i) ≥ h(j)를 만족하는 두 개의 노드라고 하자. 루트를 갖는 방
향 트리 Ti (h)=( Ni (h), Ai (h))와 T j(h)=(N j (h), A j(h)) 를 나누어 생각해보자. 모든 k ∈ N i(h)에
대하여 h(k)는 k 를 루트로 갖는 Ti(h)의 부분트리의 높이이다.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소정리 4.1은 모든 단 노드가 아닌 노드 k ∈ N i(h)에 대하여, k 의 모든 자노드에 대하여 f(k)>f(l)

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단 노드가 아닌 노드 k ∈ N i(h)에 대하여,

N -h(k)={h(l)|l은 Ti(h)에 속하는 k 의 자 노드}이다.

h(i)가 높이조건을 만족하므로, 모든 단 노드가 아닌 노드 k ∈ N i(h)에 대하여 h(k)=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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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h(k))+1이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h(k)=max{h(l)|l은 Ti(h)안에 있는 k의 자 노드}+1 이다.

의 모든 단 노드의 h(i)가 0 으로 주어지면, 모든 k ∈ N i(h)에 대하여 h(k)는 k를 루트로 갖

는 Ti(h)의 부분 트리의 높이라는 것을 귀납적으로 알 수 있다. h(i)와 h(j)의 관계에 근거를 둔 두
가지 부분적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자.
1) h(i)>h(j)인 경우

이 경우는 정리 4.4로부터 i가 T 에서 가장 큰 h(i)를 갖는 정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
로, max{k | h(k) ≥ h(l) for all l ∈V} = {i} 이다. 여기서, 중심(T) = {i}임을 보이자.

h 가 순서함수이고, (i, j) ∈A(h)이므로 j가 i의 모든 인접한 노드들 중에서 가장 큰 h(i)를 갖는

다. l을 Ti(h)에서 가장 큰 h(i)를 갖는 i의 자 노드라고 하자. 그러면 h(j) ≥ h(l) 이다. 더욱이
h(i)>h(j)와 h(i)=h(l)+1이 성립한다. 따라서 h(l)=h(j)이며, h(i)=h(j)+1 이다.

Ti(h)의 높이가 루트 i와 Ti(h)에서

i와 가장 멀리 떨어진 노드 사이의 거리이므로,

e(i)=max{h(i), h(j)+1}=h(i)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e(j)=max{h(i)+1, h(j)}=h(i)+1 이
다.

Ni(h) - {i}에 속하는 모든 노드들은 Ti(h)에 속하는 가장 먼 노드로부터 적어도 h(j)+2=h(i)+1의

거리를 갖는다. 그리고 N j (h) - {j}에 속하는 모든 노드는 Ti(h)에 속하는 가장 먼 노드로부터 적어
도 h(i)+2 의 거리에 있다. 이것은 i가 가장 작은 이심률을 갖는 T 안의 정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심(T)={i}이며, h(i)>h(j)인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정리는 참이다.
2) h(i)=h(j)인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 정리 4.4는 i와 j가 가장 큰 h(i)를 갖는 T 안의 두 정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k | h(k) ≥ h(l) for all l ∈V}={i, j}이다. e(i)=e(j)=h(i)+1=h(j)+1 임은 자명하다.

첫 번째 경우에서 Ni (h) - {i} 안의 모든 노드들은 Tj (h)안에 있는 가장 먼 노드로부터 적어도

거리가 h(j)+2 만큼 떨어져있고, N j (h) - {j}안의 모든 노드들은 Ti (h)안의 가장 먼 노드로부터 적
어도 거리가 h(i)+2 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i와 j는 가장 작은 이심률을 갖는 T 의 두 정점이다.
그러므로 중심(T)={i,j}이다. 따라서 h( i )= h ( j) 일 때도 정리는 참이다.
위의 정리에 관한 두 가지 경우의 증명은 순서적이다.

우선 소정리 4.1 과 정리 4.5 의 모든 h(i)가 높이조건을 만족한다면 각각의 프로세스는 자신이

T의 중심인지 아닌지를 단순히 인접한 노드의 h(i)를 살펴봄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프로

세스가 자신의 h(i)가 모든 인접한 노드들의 h(i)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자신이 T의 중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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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h(i)=h(j)인 경우
[Fig. 4-7] Case in h(i)=h(j)

[ 정리 4.6] T 안의 모든 정점의 s(i)가 크기조건을 만족한다면,
중앙 ( T ) = { k | s ( k )≥s ( l ) for all l∈V } 이다.

증명 : i와 j를 G(s)안의 유일한 사이클 안에 놓인 s(i) ≥ s(j) 을 만족하는 두 개의 노드라고 하

자. 모든 노드 k ∈ Ni (s)에 대하여, s(k)는 k를 루트로 갖는 Ti(s)의 부분트리의 크기이다. 같은 방
법으로, 모든 노드

k ∈ N j (s)에 대하여, s(k)는 k를 루트로 갖는

의 부분트리의 크기이다.

s(i)와 s(j) 사이의 관계에 근거를 둔 두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자.
1) s(i)>s(j) 인 경우

이 경우, 소정리 4.2 는 i가 가장 큰 s(i)를 갖는 T 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따라서 {k |
s(k) ≥ s(l) for all l ∈V} = {i}이다.
중앙(T) = {i}임을 보이자.
웨이트의 정의에 의하여, w(j)=w(i) + s(i) - s(j)라는 식을 얻을 수 있다. s(i)>s(j)이므로 w(i)<w(j)

이다. 다음에 모든 k ∈ Ni (s) -{i}에 대하여 w(i)<w(k) 임을 보이자.

Ti(s)의 자노드 k를 고려하자. 웨이트의 정의에 의하여

w(k)=w(i)+(|V|-s(k))-s(k) 라는 식을 얻을 수 있다. |V|-s(k) ≥ s(j)+1이고 s(j) ≥ s(k) 이므로,
|V|-s(k) > s(k)이고 따라서 w(i)<w(k)이다.

따라서 모든 노드 k ∈ Ni (s) -{i}에 대하여 w(i)<w(k)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노드 k ∈ N j (s) -{j}에 대하여 w(k) > w(j)이다. 이것은 i가 가장 작은 웨이트를 갖
는 T 안의 정점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중앙(T)={i} 이다.
2) s(i) = s(j) 인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 소정리 4.2는 i와 j가 가장 큰 s 의 함수값을 갖는 T 안의 두 정점이라는 사실
을 나타낸다. 따라서 {k | s(k) ≥ s(l) for all l ∈V} = {i, j} 이다.

다음에 중앙(T)={i, j} 임을 보이자. 1)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k ∈ Ni (s) -{i}에 대하여,

w(k) > w(i)이고, 모든 k ∈ N j (s) -{j}에 대하여, w(k) > w(j)이다. 정점의 값의 정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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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w(i) + s(i) - s(j) 라는 식을 얻을 수 있다. s(i)=s(j) 이므로 또한 w(i)=w(j) 이다. 그러므로 i
와 j는 가장 작은 값을 갖는 T 안의 두 정점이다. 따라서 중앙(T) = {i}이다.
위의 정리 4.6에 관한 두 가지 경우의 증명은 순서적이다. 우선 소정리 4.2와 정리 4.6 의 모든
s(i)가 크기조건을 만족한다면 각각의 프로세스는 자신이 T 의 중앙인지 아닌지를 단순히 인접한 노
드들의 s(i)를 살펴봄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프로세스가 자신의 s(i)가 모든 인접한 노드들의
s(i)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T 의 중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4.3 알고리즘의 유한성
중앙을 찾는 알고리즘이 유한한 횟수의 변화 후에 종료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중심을 찾는
알고리즘과 거의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중심을 찾는 알고리즘의 종료에 대하여 증명한다.

만약 프로세스 i의 변화에 의하여 프로세스 i의 h(i)가 감소한다면 그 변화를 “ 감소변화” 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 증가변화”라고 하자. 중심을 찾는 알고리즘의 실행 열은 모든 프로세스에 있
는 조건이 거짓이 되는 순열의 마지막 변화를 갖는 유한한 연속적인 변화의 순열이라고 정의하자.
여기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중심을 찾는 알고리즘의 모든 가능한 실행 열이 프로세스의 초기
h(i)에 관계없이 유한하다는 것이다. 중심을 찾는 알고리즘의 임의의 실행 열을 고려해보자.

M(i, p)를 실행 열안에 있는 프로세스 i에 의한 p 번째 변화라고 하자. 또한 M(i, p, ↓ )를 감소

하는 변화라고 하고, M(i, p, ↑ )를 증가하는 변화라고 하자. 알고리즘에 의하여, 프로세스 i에 의

하여 실행된 변화의 영향을 받아 실행되는 변화 열은 M(i, p),M(i+1, p+1),M(i+2, p+2), ⋯ 으로 나
타낼 수 있다. T 안의 모든 프로세스는 이와 같은 실행 열 안에 속하게 되는데, 이 실행 열을 연
속적으로 h(i)가 감소하는 변화 열과 h(i)가 증가하는 변화 열로 나누어 생각하자.
4.3.1 감소하는 변화
부분 실행 열은 T 안의 프로세스가 n 개이므로 최대 n 번의 변화들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프로세

스 i에 의하여 시작된 변화 열은 프로세스 i의 h(i)가 변경되기 전에는 안정된 상태로 변화 없이

남아 있게 된다. 임의의 i에 의한 감소변화 열 M(i, p),M(i+1, p+1),M(i+2, p+2), ⋯ 에 대하여, 만
약 t=i-1 인 프로세스 t의 변화 M(t, p')(감소하는 변화일 수도, 증가하는 변화일 수도 있다.) 의하여

프로세스 i가 감소변화를 하게 된다면 t에 의한 감소변화의 수는 i에 의한 감소변화의 수보다 1 이
더 많다. 이것은 높이 함수 h(i)가 순서함수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T 안의 프로세스의 수는 유한하

므로, 프로세스의 총수를 n이라고 할 때, 프로세스 i에 의하여 시작된 감소변화 열은 최소 한번부
터 최대 n번의 감소하는 변화를 할 수 있다. 각각의 프로세스 i의 고유번호가 1 ≤ h(i) ≤ n 이므로,

프로세스 0은 최대 n 번의 변화를 포함하는 감소변화 열을 이룰 수 있다. 분산된 환경에서는 각각
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다른 프로세스와 무관하게 알고리즘을 수행 하므로 감소변화 열을 이루는
프로세스의 실행 순서는 무작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각각의 프로세스의 이접한 노드들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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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연속적으로 구성된 감소변화 열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개별적으로
알고리즘을 수행하더라도, 인접한 노드의 값을 확인하여 자신의 값을 바꾸게 되므로 수행의 순서
에 관계없이 단지 인접한 노드의 변화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
러한 감소변화 열을 이루는 변화의 주체인 프로세스는 안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선두의 변화를 실
행한 프로세스의 상태가 변하기 전에는 그들의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감소변화의 실
행 열에 포함된 변화의 총수는 유한하다.
[ 소정리 4.7] 중심을 찾는 알고리즘에 의한 감소변화의 열은 유한하다.
4.3.2 증가하는 변화
중심을 찾는 알고리즘의 임의의 실행 열이 있다고 가정할 때, 알고리즘이 만드는 감소변화의 수
는 유한하므로 알고리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감소변화를 포함하는 실행열의 유한한 접두어
가 존재한다. 그와 같은 접두어의 길이를 t라고 하자. 그러면 실행 열 E=M(_, t+1),M(_, t+2),M(_,

t+3), ⋯ 은 오직 증가변화만을 포함한다. 여기서의 목표는 E 가 유일한 열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

이다. E 가 무한하다고 가정하여 모순을 유도하자. E 안의 무한히 많은 변화를 만드는 프로세스 j 0

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단노드는 많아야 한 번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j 0는

단노드가 아니고, 적어도 두 개의 인접한 노드들을 갖는다. 분명히 j 0 는 적어도 하나의 단노드가

아닌 인접한 노드를 갖는다. 이를 j 1 이라고 할 때, j 1은 E 안에서 무한히 많은 변화를 한다.

이제

j 0가 E 안에서 무한히 많은 변화를 만드는 인접한 노드들을 적어도 2개 이상 갖는다는 사실을 증

명하자. j 1 이 E 안에서 무한히 많은 변화를 만드는 j 0 의 유일한 인접한 노드라고 가정하자. 그러
면 j 0 의 인접한 노드가 아닌, t' > t가 존재하여 다음과 같은 실행 열을 만든다.
E'=M(_, t'+1),M(_, t'+2),M(_, t'+3), ⋯

j 0와 j 1이 E' 안에서 무한히 많은 변화를 만든다. 분명히, E'안에서 유한하게 많은 변화를 실행

한 후에, h( j 1 )은 j 0 의 다른 모든 인접한 노드들의 h(i)보다 크다. 이것은 E' 안의 유한하게 많은
변화가 실행된 후에 N h ( j 0 ) 가 더 이상 h( j 1 ) 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부분
열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만약 N h ( j 0 ) 가 변하지 않는다면, j 0 가 더 이상 변화를 만들 이

유가 없다. 이것이 내포하는 것은 j 0 는 E' 안에서 유한하게 많은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j 0가 E 안에서 무한히 많은 변화를 만든다는 가정에 모순된다. 그러므로 j 0는 E 안에서 무한히 많은

변화를 만드는 단 노드가 아닌 인접한 노드들을 적어도 2개 이상 갖는다. 마찬가지로 j 1에서도 이

러한 사실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j 1 은 단 노드가 아닌 j 0 와 같지 않은 무한히 많은 변화를 만드는

인접한 노드 j 2을 갖는다. 이것은 E 안에 무한히 많은 변화를 만드는 단 노드가 아닌 서로 다른 프

로세스의 무한한 열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것은 T 가 유한한 프로세스를 갖는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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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순이다. 따라서 초기에 가정한 E 가 무한한 실행열을 갖는다는 사실은 거짓이 된다. 위의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소정리 4.8] 중심을 찾는 알고리즘에 의한 증가변화의 수는 유한하다.
소정리 4.7과 소정리 4.8에 따라서 다음 정리를 유도 할 수 있다.
[ 정리 4.9] 중심을 찾는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되는 변화의 총 수는 유한하다.
이것은 중심을 찾는 알고리즘이 유한한 수의 변화를 한 후에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고리
즘이 종료되었을 때, 가장 큰 h(i)를 갖는 정점이 T 의 중심이다.

5. 결론
오늘날과 같이 분산시스템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는 자율안정 알고리즘은 큰 의미를 가진다. 자
율안정 알고리즘의 응용으로서의 분산 환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이 중요한 해결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결함 제한을 접목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결함제한을 접목시키는 방법도 역시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많은 시스템이 연결되어있는 분산

환경에서 구성원인 어느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게 될 때, 시스템이 외부의 어떠한 간섭 없이 자
신과 이웃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스스로 그 오류를 교정하고 안정된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사실
은 오늘날의 거대해진 분산 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특성이다.

이 논문에서는, 분산 시스템에서 중

심과 중앙을 찾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와 비동기적으로 동
일한 알고리즘을 수행하였다. 또한 자신과 이웃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중심과 중
앙을 발견하였다. 자율안정 알고리즘의 한계점에서 드러난 것처럼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는 동안
정상인 프로세스도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움직임을 보이므로, 결함 제한과
같은 특성을 접목시켜 중심과 중앙을 찾는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동안 불필요한 동작을 제한한다거
나 한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한 영향이 다른 프로세스에 미치는 범위를 최소로 할 수 있
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자율안정의 경비에 대한 연구 및 자율안정
과 결함허용의 결합에 관한 연구 등 보다 폭넓은 연구 및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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