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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분의 스카이라인 질의에 한 연구는 완 한 데이터에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웹이나 기타 다른 도구로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입력할 때는 null을 허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재 

이런 불완 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기존에 제안되었던 불완 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법

과 차원의 주를 해결하기 한 기법을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완 한 데이터와 동등하거나 혹은 

더 좋을지도 모르는 데이터를 우선순 가 높은 순서 로 k(g)개 검색해주는 스카이라인 그룹 질의를 

도입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처리하는 데이터가 방 해짐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조건에서 심이 은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

터를 검색하는 스카이라인 질의(skyline query)의 필요성

이 증 되고 있다. 스카이라인 질의는 체 객체 집합에서 

상 객체의 여러 속성을 다른 객체가 지배하지 않는 

심 있는 객체 집합을 검색한다[1]. 

  부분 스카이라인 질의에 한 연구는 완 한 데이터

에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웹이나 기타 

다른 도구로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입력할 때는 null을 

허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재 이런 불완 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는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된 스카이

라인 그룹 질의가 필요한 를 소개한다.

  

제 1. 어떤 큰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인터넷 

형을 사용하는 를 고려해보자. 수천명의 지원자의 이

력서가 데이터베이스로 송되고,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모든 사람의 이력서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

우에 회사에서 원하는 사원을 하게 뽑기 해 스카이

라인 질의가 필요하다.

  회사에 이력서를 쓰는 사람들은 서류 형을 통과하기에 

불리한 이력은 기입하지 않는다. 지원자가 기입하지 않은 

공란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빈 공간으로 기록하게 되고, 공

란 없이 기입한 사람과는 달리 데이터베이스에 null 값으

로 남게 된다.

  회사마다 사원을 채용할 때 우선순 로 생각하는 기

은 다르다. 를 들어 어떤 회사는 어를 잘하는 사람을 

원하고, 어떤 회사는 학 이 높고 수상 경력이 많은 사람

을 원할지도 모른다. 학 이 높고 수상 경력이 많은 사람

을 원하는 회사가 토익 수도 추가로 고려할 때를 생각

해보자. 토익 수를 기록하지 않은 사람이 0 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수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토익 수

를 기재한 사람의 수가 기 보다 낮다면 토익 수를 기

록한 다른 지원자보다 어를 잘할지도 모른다. 

  본 논문에서는 완 한 데이터와 동등하거나 혹은 더 좋

을지도 모르는 데이터를 함께 검색해주는 스카이라인 그

룹 질의를 도입하고 스카이라인 그룹 질의를 처리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한, 불완 한 데이터를 그룹 지을 때 우

선순 를 고려하는 효율 인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

법은 차원이 커지면 모든 데이터가 스카이라인이 되는 ‘차

원의 주(curse of dimensionality)’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존에 연구된 Telescope알고리즘[2]을 활용한다.

2. 련 연구

2.1 불완 한 데이터를 한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3]

   Khalefa 등은 불완 한 데이터를 한 스카이라인 질

의 처리 알고리즘인 ISkyline[3]을 제안하 다. ISkyline알

고리즘은 Virtual Points와 Shadow Skylines라는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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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attice 그래 와 left-skewed 그래 .

표기 정의

S The dataset

D The dimension set

ti A tuple in S

di A data dimension(1≤i≤n)

ti(dj) The value of a tuple ti  on dj

(그림 2) 스카이라인

이용하여 버킷(Bucket) 알고리즘에 불완 한 데이터의 스

카이라인질의를 용할 때 발생하는 결 을 극복한다. 

  버킷 알고리즘은 모든 들어오는 데이터를 같은 비트 표

을 가지는 복되지 않는 버킷들로 나 다. 그리고 버킷

별로 스카이라인을 구한다. 각 버킷을 한 스카이라인들

의 집합을 로컬 스카이라인이라고 부른다. 모든 로컬 스카

이라인 집합들로부터 객체들을 모으고 그것을 하나의 리

스트로 만든다. 이를 후보 스카이라인이라고 부른다. 후보 

스카이라인들의 사이즈는 모든 버킷들에서 모든 지역 스

카이라인들을 병합함으로 과도하게 클지도 모른다. 그리고 

각 버킷에 로컬 스카이라인은 모든 다른 버킷들로부터 독

립 으로 계산된다. 

  와 같은 단 을 극복하기 해, 즉 후보 스카이라인 

리스트에서 객체들의 수를 이고자 virtual points의 개념

을 사용한다. 어떤 버킷에 있는 스카이라인을 가져와서 

재 버킷의 가상 스카이라인으로 만들어 비교한 후, 스카이

라인이 되는 것만 후보 스카이라인 리스트에 장한다. 

shadow skylines를 사용하여 후보 스카이라인 리스트에서 

모든 객체들의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수행하

지 않고 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2 Telescope 알고리즘[2]

   모든 차원에서 지배되지 않는 자료들을 스카이라인으

로 선정하다보면, 차원이 많아질수록 모든 자료가 스카이

라인이 되는 ‘차원의 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차원에 우선순 를 두고 우선순 가 

높은 k개만을 검색하고자 제안된 알고리즘이 Telescope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그림 1)에서처럼 일반 인 lattice 그래

를 left-skewed 그래 로 변환하여 top-down 방식으로 

검색을 하며 top-k 스카이라인을 찾는 알고리즘이다. 최상

 노드부터 검색하여 스카이라인 객체와 결과 집합에 들

어있는 스카이라인 객체의 합집합이 k개보다 작으면 재 

노드의 스카이라인을 결과 집합에 넣은 후 그래 가 이어

진 다음 노드로 이동하고, k개보다 크면 그래 에 자식노

드로 이동한다. 결과 집합의 수가 k개가 되거나 그래 에

서 더 이상 이동할 노드가 없으면 결과 집합을 반환하고 

검색을 마친다.

3. 배경지식

   본 연구를 설명하기 하여, 표 1에  스카이라인의 정

의에 사용된 기호들을 정의하 다.

<표 1> 사용되는 표기법들

스카이라인은 기존 연구들[1,2,4,5,6]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정의 1 (지배). 만약 ∀dk∈D, ti(dk)≥tj(dk) 그리고 ∃ds∈

D, ti(ds)>tj(ds) 이면, 튜  ti는 튜  tj를 지배(dominate)

한다. 

정의 2 (스카이라인). 만약 어떤 다른 튜 들 ∀tj(≠ti)∈

S  가 D에 있는 ti를 지배하지 않으면, 튜  ti는 D에  스

카이라인 객체이다.  

  (그림 2)는 스카이라인 정의에 따라서 표 한 스카이라

인 그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의 연구들에서 정의한 스

카이라인 정의를 그 로 용한다.

4. 스카이라인 그룹 질의

4.1 스카이라인 그룹

   기존의 연구[3]는 불완 한 데이터를 완 한 데이터와 

섞어서 스카이라인을 검색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이와

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완 한 데이터의 스카이라인 질의

에 추가로 불완 한 데이터를 그룹 질의하여 검색한다. 불

완 한 데이터가 완 한 데이터의 그룹이 되어 검색할 때 

추가 으로 보여주기 함이 기본 생각이다. 이를 해서 

스카이라인 그룹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고,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정의3 (스카이라인 그룹). 불완 한 객체가 값을 가지고 

있는 차원에 한해서 스카이라인 객체를 지배하면 그 불완

한 객체는 완 한 데이터의 스카이라인 객체의 그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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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카이라인 그룹을 구하는 방법
(그림 5) 4차원 데이터에 Telescope 알고리즘 용

(그림 4) 데이터의 분류

  불완 한 데이터의 값을 가지고 있는 차원의 값이 완

한 데이터의 객체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 값이 0일지라도 

스카이라인이 됨을 뜻한다. 이러한 불완 한 데이터는 완

한 데이터를 지배하거나 혹은 어도 한 개 이상의 차

원에서 완 한 데이터를 지배하는 스카이라인이 된다. 그

러므로 우리는 불완 한 데이터 보다 더 좋을지도 모르는 

데이터를 함께 보여주기 해 스카이라인 그룹이라는 개

념을 사용하여 스카이라인을 검색한다.

  불완 한 데이터는 여러 개의 완 한 데이터의 스카이

라인 그룹이 될 수 있고, 완 한 데이터가 불완 한 데이

터의 스카이라인 그룹이 되지는 않는다.  

  (그림 3)은 스카이라인 구릅을 구하는 방법을 간단히 도

식화하여 표 한 것이다.

4.2  완 한 데이터의 top-k 스카이라인 질의

   련연구 2.1에서 사용한 버킷 알고리즘의 기본 인 개

념을 완 한 데이터의 스카이라인 질의에 응용한다. 데이

터의 값이 있는 부분을 1, 없는 부분을 0과 같이 1과 0의 

2비트로 표 할 때, 비트 표 이 같은 데이터를 같은 버킷

으로 만든다. 를 들어, q1(8, 1, 2, -), q2(5, 7, 3, -) 두 

객체가 있다면 이것의 비트표 은 1110이 되고, 두 객체는 

비트표 이 1110인 데이터들과 같은 버킷이 된다. 

  (그림 4)는 데이터의 버킷들을 표 한 것이고, 색칠된 

부분은 각 버킷에서의 스카이라인 객체이다. 버킷의 개수

는 최  2n-1개가 된다. 버킷별로 스카이라인을 미리 구하

여 스카이라인 그룹 질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완 한 데이터들의 스카이라인 질의를 수행하는 과정은 

기존에 연구된 방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원의 

주’ 문제를 피해 사용자가 선호하는 k개의 데이터를 검

색하기 해 (그림 4)에서 만든 버킷들  비트표 이 1로

만 구성된 버킷에 Telescope알고리즘을 용한다. 

  를 들어, 4차원의 데이터를 고려하여 (그림 5)와 같이 

left-skewed 그래 로 나타낼 수 있다. 왼쪽 자식 노드에

서 검색한 스카이라인은 자손들의 스카이라인 객체들을 

모두 포함하므로 하나의 부모 노드에 연결된 자식 노드는 

형제노드의 자식 노드와는 연결하지 않는다.

  완 한 데이터의 스카이라인은 p2, p3, p5, p6, p9, p11

이다. 그래 에서 부모노드의 자식노드는 부모노드의 부분

집합  하나가 된다. 부모노드에 있는 객체들  검은색 

자로 표시한 차원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을 구하여 그

래 를 완성한다. (그림 5)은 A, B, C, D 차원의 순서로 

사용자가 선호한다고 가정하고 만든 그래 이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화살표는 우선순 를 고려하여 상

4개를 검색하고자 할 때 구해지는 과정이다 (즉 top-k에

서 k를 4로 설정). 최상  노드의 스카이라인 집합의 개수

가 4개보다 크므로 그래 가 연결된 다음 노드로 이동한

다. {A, B, C} 차원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집합은 {p2, p5, 

p6} 이다. 이는 4개보다 작으므로 결과 집합에 넣은 후 다

음 노드로 이동한다. {A, B, D} 차원의 스카이라인 집합

인 {p2, p6, p9, p11}과 결과 집합을 합집합하면 {p2, p5, 

p6, p9, p11}이 되어 4보다 크므로 자식노드로 이동한다. 

{A, D} 차원의 스카이라인 집합인 {p2, p11}을 결과 집합

과 합집합하면 {p2, p5, p6, p11}이 되어 검색하고자 했던 

개수와 같아진다. 재노드의 스카이라인 객체  결과 집

합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객체를 결과 집합에 삽입한다. 결

과 집합에 포함된 스카이라인 객체는 완 한 데이터의 우

선순 를 고려한 top-k 스카이라인이 된다.

4.3 불완 한 데이터의 top-k(g) 스카이라인 그룹 질의

  스카이라인을 검색할 때 완 한 데이터와 함께 동등하

거나 더 좋을지도 모르는 불안 한 데이터를 보여주기 

해 불완 한 데이터를 응되는 완 한 데이터의 그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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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카이라인 그룹

(그림 7) 체 흐름도

로 만든다. 4.2에서 구한 k개의 완 한 데이터의 각 스카

이라인 데이터에 하여 g개의 불완  스카이라인 데이터

를 구한다. 즉, 각 스카이라인 객체는 최  g개의 원소를 

가지는 불완  데이터 스카이라인 그룹을 갖는다.

  스카이라인 그룹을 만드는 과정은 각 스카이라인 객체 

당 g개 혹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버킷들의 스카이라인을 

검색한다. ABCD라는 4개의 차원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

그룹을 구한다면 'ABC->ABD->AB->ACD->AC->AD

->A->BCD->BC->BD->B->CD->C->D'와 같은 순서

로 선호하는 차원순서와 더 많은 정보가 채워진 순서로 

그룹을 찾는다. 이 순서는 비트값이 큰 값을 가지는 버킷

이 먼  검색되는 것이고, 스카이라인 큐 [4]에서 스카이

라인을 구할 때 ABC를 검색하기 해서는 AB, AC, BC

가 검색되어야 하고 AB를 검색하기 해서는 A와 B를 

먼  검색하여야 하는 방식을 역으로 표 한 것과도 같다.

  (그림 6)는 (그림 5)에서 구한 완 한 데이터의 스카이

라인 객체의 g가 4인 경우 top-g 스카이라인 그룹을 구하

는 를 소개한다. 결과 집합의 객체를 한 개씩 가져와서 

(그림 4)의 각 버킷별로 구한 스카이라인과 비교한다. p2

의 경우, 비트연산자 1110을 가지는 버킷의 스카이라인과 

처음으로 비교된다. p2의 ABC차원인 {7, 1, 2}와 ABC 버

킷의 첫 번째 스카이라인 객체인 q1{8, 1, 2}를 비교해보

면 q1이 p2를 지배함을 볼 수 있다. 그러면 q1은 p2의 스

카이라인 그룹이 된다. 다음으로 p2{7, 1, 2}는 ABC 버킷

의 두 번째 스카이라인 객체인 q2{5, 7, 3}과 비교된다. q2

는 p2를 지배하지 못하므로 다음 스카이라인 객체인 q4로 

넘어간다. q4와 비교한 후에는 1110다음으로 비트표 이 

큰 1101표 을 가지는 ABD 버킷의 스카이라인 객체로 넘

어간다. 이런 방식으로 선호하는 차원 순서 로 스카이라

인을 비교해보면 (그림 6)와 같이 스카이라인 그룹을 만들 

수 있다.

  검색이 끝나면 결과 집합에 포함된 객체들에 스카이라

인 그룹으로 지정된 불완 한 데이터를 가져온다. 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 집합에 포함시킨다.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카이라인 그룹 질의

를 처리하는 방법을 흐름도로 나타낸다. 데이터들을 값이 

채워진 비트 표 이 같은 것들끼리 버킷으로 만들고 각 

버킷에서 스카이라인을 구한다. 그 다음 telescope  알고

리즘을 활용하여 완 한 데이터들의 우선순 를 고려해 k

개의 스카이라인 객체를 구하고, 그 스카이라인 객체에 

응하는 각각의 스카이라인 그룹을 구한다. 복된 스카이

라인 그룹을 제외하고 완 한 데이터와 스카이라인 그룹

으로 지정된 객체를 반환한다.

5. 결론

   불완 한 데이터에서 스카이라인을 검색하는 이 의 

연구에서는 불완 한 데이터를 완 한 데이터와 섞어서 

스카이라인을 검색하 다. 본 논문에서는 완 한 데이터의 

스카이라인 질의에 추가로 불완 한 데이터를 그룹 질의

하여 검색한다. 

  불완 한 데이터를 완 한 데이터의 그룹으로 묶여서 

검색함으로써 데이터의 손실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우선

순 를 고려하여 검색을 가능하게 하 다. 완 한 데이터

와 동등하거나 혹은 더 좋을지도 모르는 데이터를 함께 

검색해주는 스카이라인 그룹 질의를 라는 개념을 만들었

다. 향후 연구 내용으로는 장 공간을 축소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림 환경에의 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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