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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의 다차원 특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산은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추천 시스템 등에 활용도가 

높은 질의 처리이다. 최근 들어 빅데이터의 분석에도 스카이라인 질의가 유용하게 사용됨에 따라, 맵
리듀스 환경에서 스카이라인 질의를 효율 으로 계산하는 데에 많은 심이 집 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데이터 필터링을 용하여 기존의 기법들과는 달리 하나의 잡(job)으로 스카이라인을 신속하게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기법들에 비해 효율 이다.

1. 서론

  스카이라인은 다차원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 집합에서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했을 때, 다른 데이터에 지배되지 

않는 데이터로 구성된 부분집합이다 [1]. 를 들어, 해변

가에 있는 집들을 {가격, 해변으로부터의 거리, 망} 속

성으로 정의할 때, 가격이 렴하고 해변으로부터의 거리

가 가까우며 망이 좋은 집들의 집합이 스카이라인에 속

한다. 스카이라인 계산은 특성상 량의 데이터들이 서로 

비교되어야 하므로, 계산 비용이 매우 큰 연산이다.    

  스카이라인 계산은 빅데이터 분석  추천 시스템에  

유용한 질의로 부각되고 있다. 스카이라인 계산을 고속으

로 처리하기 해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들어 병렬분산 환경인 맵리듀스 임워크 [2]상에서

도 다양한 기법들[3, 6]이 개발되고 있다.

  맵리듀스 임워크는 용량 데이터를 장하고, 일

으로 분석하기에 합한 특징을 갖는다. 용량 다차원 

데이터는 블록 단 의 일들로 나뉘어져서 분산 일 시

스템에 장된다. 각 블록은 맵과 리듀스로 구성된 두 개

의 태스크를 순차 으로 거쳐 처리되며, 장된 블록들의 

처리는  과정이 병렬분산 으로 수행된다. 한 로그

래머는 각 블록을 상으로 한 핵심 처리 내용만을 기술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2013R1A1A2013124). 

하고, 그 외의 병렬 분산 처리는 맵리듀스 임워크가 

담당하므로, 병렬 분산 알고리즘의 개발이 용이하다는 특

징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맵리듀스 임워크에서 스카

이라인 계산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맵리듀스 임워크 상에서 효율 으

로 수행되는 스카이라인 계산 기법을 소개한다. 이 기법은 

기존의 기법들과는 달리 맵과 리듀스로 구성된 잡(job)을 

한번만 실행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여러 잡이 연결되어 실

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기법들에 비해 고속으로 스

카이라인을 계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카이

라인 계산 기법은 데이터 필터링을 용한 방식으로 스카

이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맵

태스크간에 로드밸런싱이 잘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 련 연구를 소개

하고, 3 에서 제안하는 스카이라인 계산 기법을 설명하

며, 4 에서 분석  평가를 하고, 5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맵리듀스 환경에서 빅데이터를 상으로 스카이라인을 

계산하는 연구로 [3, 4, 5, 6, 7]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

법들은 데이터 분포를 미리 추정하여 데이터 분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로 을 둔다. 표 인 기법으로 그리드 

기반 계산기법[4]과 각도 기반의 계산기법[5]을 들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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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법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리드 기반 기법을 사

용한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에서는 분할 역 간의 지배 

계 방식을 이용하여 스카이라인 계산 역을 일 수 

있는 을 제안한다. 각도 기반의 기법은 스카이라인의 특

성을 이용하여 지역 스카이라인을 게 탐색하여 빠르게 

스카이라인 후보를 찾는다. 이 두 기법들은 블록 첩 루

 기법[3]을 사용하여 데이터 원소간의 비교 횟수를 인

다. 그러나 이 기법들은  스카이라인 계산 결과 값을 얻기 

해 맵리듀스 잡을 두 번 이상 실행한다. 본 연구는 이와

는 달리 하나의 맵리듀스 잡으로 스카이라인을 계산한다.  

3. 맵리듀스에서의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 기법

본 연구에서는 맵리듀스 환경에서 하나의 잡으로 구성된 

효율 인 스카이라인 계산 기법을 소개한다. 이 기법은 데이

터 필터링을 용하여 맵태스크 사이에 데이터 처리량이 

하게 분배되도록 하 으며, 하나의 잡으로 최종 스카이라

인이 계산되도록 하 다. 

제안하는 스카이라인 계산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빅데

이터의 입력 데이터 일은 64MB씩 일정하게 나뉘어 분산 

일 시스템에 블록 단 로 장된다. 로그램이 시작되면 

매퍼가 실행된다. 매퍼는 블록을 하나 읽어 처리한다. 매퍼

는 샘 을 통해 선정된 필터를 이용하여 해당 블록의 데이

터로부터 스카이라인에 포함되지 않을 데이터들을 신속하게 

제거한다. 이제 남은 스카이라인 후보 데이터로부터 티션

별 로컬 스카이라인을 계산하여 후보 스카이라인을 계산한

다. 이와 같이 계산된 로컬 스카이라인은 맵리듀스 임워

크에 의해 리듀서로 달된다. 

매퍼는 필요 없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거하기 해 샘

링과 필터링을 사용한다. 매퍼는 자신에게 할당된 64MB 크

기의 블록 데이터로부터 당량의 샘 을 랜덤하게 추출한

다. 샘 링이 끝나면 그 샘 들로부터 필터 데이터를 선정한

다. 필터 데이터는 샘 들을 상으로 계산한 스카이라인의 

부분집합이다. 필터 데이터들은 데이터 공간의 원 을 기

으로 하여 부채살과 같이 일정한 각도 간격으로 분할된 가

상의 티션마다 하나씩 정해지며, 이들은 각 티션에서의 

최 의 원소들이다.

각 티션별 필터 데이터를 기 으로 로컬 스카이라인이 

계산된다. 티션별 원 에 가까운 최 의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포에 상 없이 데이터의 균등한 분배가 

형성된다. 이 단계에서 데이터의 크기를 가능한 많이 이는 

것이 스카이라인 계산의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의 

여러 단계들을 거치며 비교해야 할 상 데이터의 크기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티션별 로컬 스카이라인의 크기가 

크지 않고 한번의 맵리듀스 작업으로 최종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맵리듀스 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리듀서가 실행된

다. 이 단계에서는 각 맵 단계에서 계산된 티션별 로컬 스

카이라인을 합병하여 최종 스카이라인을 산출한다. 일반 으

로 맵리듀스를 이용한 스카이라인을 계산하기 해서는 맵

리듀스 작업인 잡을 두 번 이상 실행해야 하지만, 제안한 기

법에서는 맵리듀스의 맵단계에서 한 샘 링 추출기법과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맵리듀스의 효율 인 로드 밸런싱

이 가능하게 설정하고, 스카이라인 계산의 상 데이터를 크

게 여 리듀스 단계에서 최종 스카이라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잡으로 스카이라인을 계산을 수행한다.  

4. 스카이라인 질의 처리 기법의 분석  평가

  제안한 맵리듀스 기반의 스카이라인 계산 기법에 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 기법은 빅데이터의 원본을 하

게 스 릿하여 매퍼들의 작업량이 로드밸런싱이 되도록 

하고, 샘 링과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한 개의 잡으로 

스카이라인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매퍼에게 할당된 데이터의 크기는 64MB이며, 매퍼가 

수행하는 샘 링은 이와 같은 크기의 블록을 상으로 이

루어진다. 이와 같은 크기의 데이터 집합 상에서 수행되는 

샘 링은 유의미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맵 함수는 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필터를 추출하는데, 필터들은 데이터 

공간의 원 에 해당하는 을 심으로 하여 각도 기반으

로 구축된 가상의 부채꼴 모양의 티션마다 정해지는 최

의 원소들이다. 이러한 원소들을 기 으로 티션별 로

컬 스카이라인이 계산되므로, 데이터 사이의 비교 회수가 

크게 어들어, 효율 인 스카이라인을 계산한다. 리듀서

는 매퍼들이 계산한 크기가 작은 로컬 스카이라인들로부

터 최종 스카이라인을 계산한다. 제안하는 스카이라인 계

산 기법은 한 단 하나의 맵리듀스 잡으로 스카이라인을 

계산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상으로하는 의사 결정 시스

템과 추천 시스템에 표 인 질의인 스카이라인 계산을 

맵리듀스 환경에서 효율 으로 처리하는 기법을 소개하고 

분석하 다. 제안한 기법은 맵 태스크들 사이에 로드 밸런

싱을 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계산의 효율성을 높 다. 

각 맵 태스크는 자신에게 할당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한 모양의 티셔닝과 한 크기의 데이터 샘 링을 

통해 구한 필터를 통해, 맵 태스크별 로컬 스카이라인을 

계산하 고, 이 게 계산된 로컬 스카이라인은 크기가 충

분히 작아서, 최종 스카이라인이 리듀서에서 신속하게 계

산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은 하나

의 잡으로 스카이라인을 신속하게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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