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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차원 들로 구성된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 집합에 속한 다른 들에 지배되지 않는 들로 구성

된 부분집합을 스카이라인이라고 한다. 방 한 양의 다차원 정보를 다차원 집합으로 보았을 때 그 

집합의 스카이라인은 사용자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일 수 있으므로, 스카이라인을 신속하게 

계산하려는 데 많은 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방 한 크기의 집합에 해 스카이라인을 신속

하게 계산하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집합이나 그 집합의 스카이라인이 매우 큰 

경우에 스카이라인 체를 계산하는 것은 실제 사용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논문에

서는 스카이라인을 계산하기 에 사용자가 자신의 선호도를 거리나 개수로 제시하는 경우, 이를 반

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가장 잘 만족하는 스카이라인 일부분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차원의 들로 구성된 집합 가 있다고 하자. 그

리고      와       는 에 속한 

두 이라고 하자. ≤  , ≤  ≤ 를 만족하고 어

도 하나의 에 해  를 만족한다면 는 를 지배

(dominate)한다고 한다[3]. 에 속한 들 에서 집합의 

어떤 에도 지배되지 않는 들로 구성된 부분집합을 

집합 의 스카이라인(skyline)이라고 한다[3]. 

   스카이라인의 를 실생활에서 들어보자. 를 들어, 

경치 좋은 바닷가에 여러 집들이 있다고 하자. 이 들 에

서 바닷가에 가까우면서 가격이 렴한 집들의 집합은 스

카이라인에 해당하며, 이러한 스카이라인 정보는 사용자가 

집구매를 해 최종 으로 원하는 집을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스카이라인 계산에 

많은 심이 모이고 있다.

   스카이라인 계산에 한 최근 연구들은 집합과 그 

집합의 스카이라인이 방 하여 계산 도 에 주기억장치

가 모자라는 경우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경우가 많다. 데이

터 정렬시에 외부 정렬을 사용하거나, 데이터 처리 과정에

서 스카이라인에 해당하지 않는 들을 가능하면 빨리 제

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효율 인 알고리즘

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2, 3, 4]. 

   스카이라인을 실생활에 용하여 사용자가 최종 결정

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해서는 스카이라인 체를 구하

는 것보다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스카이라인의 작은 부

분집합을 구해 주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바닷가에 가까운 집 수백 채에 한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바닷가에 가까우면서 특정 지 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드는 집들에 한 정보를 받거나, 특정 지 으

로부터 가장 가까운 집들에 한 정보 십여 개만 받는 것

이 사용자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거리와 개수 정보를 

고려하여 이를 가장 잘 만족하는 스카이라인의 부분집합

을 구하는 효율 인 알고리즘들을 제안한다. 2 에서는 기

존의 연구에 해 살펴보고, 3 에서 알고리즘들을 제시하

며, 4 에서 분석과 실험결과를 제시하고, 5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기존 연구 분석

   주어진 다차원 집합 ( 는 데이터) 에서 스카이라인

을 효율 으로 찾는 알고리즘이 [1]에 소개되어 있으나 이 

알고리즘은 집합과 스카이라인이 모두 주기억장치에 

장 가능하고, 스카이라인 계산 역시 주기억장치에서 실행

가능하다는 가정을 한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스카이라인을 

계산할 데이터가 주기억장치에 장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효율 으로 외부 정렬하거나, 정

렬과정에서 스카이라인이 될 수 없는 데이터가 발견될 때

마다 제거해 가는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다[3, 4]. 서버/클

라이언트 환경을 가정하고 스카이라인을 클라이언트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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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산할 때 서버로부터의 데이터 송을 최소화하려는 

기법도 개발되어 있다[2]. 비트맵과 인덱스를 사용하여 스

카이라인에 속한 데이터가 하나씩 구해질 때마다 출력해 

주는 기법[5]과 가장 많은 수의 데이터를 지배하는 스카이

라인 들을 출력해 주는 알고리즘[6]도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법들은 스카이라인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개

수에 무 하게 스카이라인을 구하고 그 분량이 방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

3. 사용자 선호도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산 알고리즘

   본 연구는 스카이라인을 계산하기 에 사용자가 원하

는 요구조건을 반 하여 스카이라인의 부분집합을 신속하

게 구하는 것에 을 맞춘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자

신의 요구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조건 1) 원 에서 가장 

가까운 개의 스카이라인을 구한다. (조건 2) 원  기

으로 거리가   이내인 스카이라인을 구한다. (조건 3) 원

에서 가장 가까운 스카이라인을 구하고, 그 으로부터 

거리가 이내인 스카이라인을 구한다. (조건 1)을 만족하

는 스카이라인은 [알고리즘 1]로 구할 수 있다.

[알고리즘 1]

[단계 1] 입력 집합 로부터 샘  들을 골라내고, 샘

 에서 스카이라인을 구한 후, 그 에서 원 에 

가장 가까운 스카이라인  를 찾는다.

[단계 2] 입력 집합 를 스캔하면서 에 지배되는 모

든 들을 제거하고 남은 들로 구성된 집합 를 

생성한다.

[단계 3] 집합 의 들에 해 원 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하고, 거리의 오름차순으로 들을 정렬한다.

[단계 4] 집합 의 들을 순차 으로 스캔해 가면서 스

카이라인을 구하여 도우 에 넣어간다. 

에 속한 들의 개수가 이 되면 계산을 멈춘다.

   [단계 1]과 [단계 2]는 LESS 알고리즘의 아이디어[4]를 

확장한 것이고, [단계 4]의 경우 집합 의  가 스카

이라인 인지 알기 해서는 이미 구하여 에 장

해 놓은 스카이라인 들과만 비교하면 된다. 이 알고리즘

은 [단계 2]에서 많은 들을 제거하고, [단계 4]에서 필요

한 만큼의 스카이라인을 구하는 효율 인 알고리즘이다.

   (조건 2)를 고려한 알고리즘 [알고리즘 2]는 [알고리즘 

1]과 유사하나 [단계 2]에서 원 으로부터의 거리가 를 

넘는 들을 제거한다는 것과 [단계 4]에서 개수 제한 없

이 스카이라인 들을 모두 계산한다는 이 다르다. 

   (조건 3)을 고려한 알고리즘 [알고리즘 3]은 [알고리즘 

2]와 유사하나 [단계 2]에서  를 기 으로 거리가 

가 넘는 들을 추가 으로 제거한다는 것과 [단계 4]에서 

가장 처음으로 구한 스카이라인 으로부터 거리가 를 

넘는 스카이라인 들을 제거한다는 이 다르다.

4. 알고리즘 분석과 성능평가 결과

   [알고리즘 1]은 [단계 2]의 와 [단계 4]의 의 크기

를 여 시간을 감소시켰다. [알고리즘 2]는 [단계 2]에서 

더욱 많은 들을 제거한다는 에서 효율 이나, 사용자

가 원 으로부터 거리 안에 들어올 스카이라인 들이 

몇 개 정도인지 잘 알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알고리즘 

3]은 사용자가 가장 선호할 스카이라인 으로부터 거리

가 이내인 들을 구하는 것이므로 효율 인 방법이라

고 볼 수 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들을 인텔 코어 i5 CPU, 2.4 GHz 

컴퓨터에서 C언어로 작성하여 성능평가를 하 다. 50만 

개의 서로 연 성 높은 들로 를 임의 작성하 다. 

를 구하지 않는 경우는 스카이라인  237개를 모두 구하

는 경우 0.32 가 걸렸고, 을 20으로 제한하는 경우 0.29

가 걸렸다. [알고리즘 1]에서 는 의 약 10% 정도인 

55,140개가 되었고, 을 20으로 하는 경우 0.052  걸려 

실행 시간이 1/6 정도로 감소하 다. [알고리즘 2]와 [알고

리즘 3]에서 이 략 20개가 되도록 거리를 제한하 더

니 [알고리즘 2]는0.025  걸렸고, [알고리즘 3]은 0.028  

걸렸다. 알고리즘 모두 [단계 3]에서 외부 정렬이 가능하

여 가 커도 실행 가능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치로부터의 거리나 개

수로 표 한 선호도를 고려하여 스카이라인의 일부를 계

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이는 스카이라인 들 

에서도 사용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소수의 들만을 구함

으로써 시간 효율성을 높인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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