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finition 1. 지배(dominate) 계

-차원 공간에 속하는 두    와 

 에 해 아래 (1),(2)가 성립할 경우 가 

를 지배한다고 정의하며, 이를 ≺ 로 표 한다. 

(1) ∀∈  ≦ 
(2) ∃∈   
Definition 2 . 스카이 라인 질의  (skyline query)

-차원 공간에 속하는 들의 집합 에 한 스카이라

인 질의는 ∈∃∈   ≺  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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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카이라인 질의는 ‘지배(dominate)’ 계를 용한 선호도 질의(preference query)의 한 종류로, 복수의 

기 을 이용한 의사 결정 시 사용된다. 스카이라인 질의 결과는 다수의 선택지 에서 사용자가 다른 

객체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검토해야하는 선택지의 수를 폭 감소

시키기 때문에 용량 데이터 분석 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BBS(Branch and Bound Skyline Computation)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가함수를 설명하고, 스카이라인 계산

을 해 사용할 수 있는 안 평가함수의 속성을 제시한다. 한 다양한 안 평가함수를 사용한 실험

을 통해 성능을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기법의 성능보다 좋은 평가함수가 존재함을 보 다.

1. 서론

 스카이라인 질의[1](Definition 2 참조)란 ‘지배(dominate)’

계(Definition 1 참조)를 이용한 선호도 질의(preference 

query)이다. 사용자가 검토해야할 상의 수를 축소시켜 

 수 있는 스카이라인 질의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스카이라인 질의와 련된 

다양한 계산 기법이 제안되어 왔다. 

  특히 R-Tree[2] 등의 다차원 데이터 색인 구조를 분기

한정(Branch and Bound) 탐색함으로써 최소한의 노드 방

문을 통해 스카이라인 객체를 탐색하는 기법인 

BBS(Branch and Bound Skyline Computation)[3]이 개발

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3]에서는 BBS가 R-Tree 기반 스카이라인 질의들  최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R1A2B1014013]

의 I/O 비용을 갖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러나 최

우선탐색 기 인 평가함수(evaluation function)에 따른 성

능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스카이라인 계산을 해 사용할 수 있는 

안 평가함수의 속성을 정의 내렸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

양한 안 평가함수를 도출했다. 한 이를 통해 기존 기

법의 성능보다 좋은 평가함수가 존재함을 밝힌다.

2. BBS에서 사용될 수 있는 평가함수의 속성

BBS는 주어진 R-Tree를 최적우선탐색(Best Frist 
Search) 방식으로 순회한다. 최적우선탐색이란 매 순간 
가장 유망한(promising) 노드를 방문/분기 하는 기법이다. 
최적우선탐색에서는 노드의 유망성을 수치화한 평가함수
의 값이 최적(최소 또는 최대)인 노드를 우선적으로 방문
한다. BBS에서 사용되는 평가함수는 다음과 같다. 

Definition 3 . 평 가 함 수  

-차원 데이터 집합에 한 스카이라인 탐색을 한 평가함수 

는 주어진 엔트리 N에 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단, -차원  에 해 는 의 번 째 차원 값을 뜻하며

차원 사각형 에 한 은 원 으로부터   거리

가 가장 가까운 꼭짓  좌표를 뜻함)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2017. 4)

- 829 -



4. 스카이라인 계산을 한 안 평가함수

BBS의 엔트리 평가함수 가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성질 때문이다.

P rop erty 1. 임의의 데이터 , 에 해, 

≺  →    

아래 는 Property 1을 만족하는 표 인 함

수의 시이다.

Definition 4 . 안 평 가 함 수  

-차원 데이터 집합에 한 스카이라인 탐색을 한 평가함수 

는 주어진 엔트리 N과 각 차원의 값이 0 이상이며 0벡터

가 아닌 임의의 벡터   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3]에 따르면 BBS가 최소의 노드 방문으로 스카이라인

을 계산하며,   신 Property 1을 만족하는 안 평가

함수를 사용해도 정확성 보장에 논리  결함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 최소 노드 방문으로 스카이라인

을 계산한다. 그러나 가 달라질 경우 엔트리 방문 순서

가 달라질 수 있으며, [4]에 따르면 엔트리 방문 순서는 

알고리즘의 성능(response 시간)에 향을 끼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에 따른 분기한정 스카이라인 

계산 알고리즘의 성능을 실험해보았다. 본 논문에서 실험

한 는 다음과 같다.

Definition 5. 임 의  벡 터  

-차원 데이터 집합에 한 임의 벡터 는 각 차원의 

값이 0 이상이며 0벡터가 아닌 임의(random) 벡터를 

뜻한다.

Definition 6 . Data Distribution- driv en 벡 터  

-차원 데이터 집합  해당 데이터 집합을 색인한 

R-Tree 에 한 Data Distribution-driven 벡터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은 원 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가까운 꼭

짓  좌표를 뜻하며 은 원 으로부터   거

리가 가장 먼 꼭짓  좌표를 뜻함)

Definition 7 . x 차 원  사  백터  

-차원 데이터 집합에 x축 사  벡터 는 

     ≠

를 만족한다.

5. 평가함수에 따른 실험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안 평가함수 에 따

른 분기한정 스카이라인 계산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평

가 했다. anti-correlated[5] 분포를 따르는 3차원 데이터 

집합에 해 실험했다. 실험에 사용된 알고리즘으로는 

BBS[3]와 안 평가함수 , , 를 로 사

용하는 분기한정 스카이라인 계산 기법인 ProjectionToX, 

Random, DDBBS를 상으로 response 시간을 측정했다. 

(그림 2) 실험 결과

(그림 2)는 실험 결과를 요약하는 그래 이다. 로그스

일(log-scale)로 증가하는 데이터 수(cardinality)에 해 

Random을 제외한 각 알고리즘은 로그스 일로 성능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아 확장가능(scalable)한 것으로 악된

다. 흥미로운 은 ProjectionToX와 DDBBS는 일 으

로 BBS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  수 가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결론  제언

본 논문에서는 스카이라인 계산을 해 사용할 수 있는 

안 평가함수의 속성을 정의 내렸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

양한 안 평가함수를 도출했다. 한 이를 통해 기존 기

법의 성능보다 좋은 평가함수가 존재함을 밝혔다. 향후 연

구로서 보다 좋은 성능이 보장할 수 있는 최 의 

의 를 계산하는 기법에 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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