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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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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독립성     - 데이터 무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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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산 DB 

      2. Embedded DB 

      3. Multimedia DB  

      4. XML DB 

      5. 공간 DB 

1. Web-DB 연동  

2. DB 성능 개선 방안(Tu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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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베이스 보안  

     1. MDM 

     2. 데이터 품질 관리  

DB 유형 

      1. 데이터 모델링 

      2. Anomaly 

      3. 정규화 

      4. 반정규화 

DB 설계 DB 응용 

Database 고가용성(HA) 확보 

6. MMDB 

7. Mobile DB 

8. 로우,칼럼기반 

9. NoSQL 

10. SQLite 

Big Data 

Hadoop / HDFS 

샤딩 DBA DA 

Data Scientist 

DW 

DRS/BCP 연속성 기여 



Database 출제 경향 

I. 113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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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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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보안 

DATABASE, 데이터 분석 

CA와 시스템 

OS

자료구조 

알고리즘 

인공지능(AI) 

통계/확률 

113회 정보관리기술사 출제 분석 

htt://cafe.naver.com/81th  
http://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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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13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문제 

회차 교시 도메인 문제 

113 2 DB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에서의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Statement와 Prepared Statement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 

하시오 

113 4 DB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BigData) 분석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업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여 사업적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빅데이터 프로젝트 수행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분석의 특징을 설명한 후  

적절한 수행 절차와 각 단계에서의 처리내용을 설명하시오. 

113 4 DB 
오픈 데이터(Open Data)를 정의하고(특히 오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  

그 데이터의 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13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는 DATABASE 0문제 출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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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11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문제 

회차 교시 도메인 문제 

111 2 DB 

8.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MVCC : Multi Version Concurrency Control) 

 

다중 버전 병행 수행 제어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성 제어 방식(구조)으로, 데이터베이스로의 동시 접근을 제공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트랜잭션널 메모리를 구현한다 

트랜잭션널 메모리(transactional memory)는 불러오기와 저장하기 명령의 집합이  

원자적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병행성 프로그래밍을 단순하게 하는  

방식이다 

111 2 DB 1. RDBMS의 Dirty Read와 Phantom Read를 설명하시오. 



2. 111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IT 경영전략, 0 

SW 공학과 

프로젝트관리, 7 

서비스, 7 

네트워크, 1 
보안, 4 

DATABASE, 2 

CA와 시스템, 5 

OS, 4 

자료구조, 0 

알고리즘, 0 

AI, 1 

IT 경영전략 

SW 공학과 프로젝트관리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DATABASE

CA와 시스템 

OS

자료구조 

알고리즘 

AI

111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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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11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기출문제 

회차 교시 도메인 문제 

111 2 DB 

3. 하둡 분산파일시스템(HDFS :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의 특징 및 구조

에 대하여 설명하고, 구성요소인 네임노드, 데이터 노드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

오. 

110 3 DB 

6. 다음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여러 개의 주문서가 접수된 내용을  

  보여주는 "주문목록" 초기 테이블이다.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가. 1차 정규화된 테이블과 E-R 다이어그램을 표현하시오. 

  나. 2차 정규화된 테이블과 E-R 다이어그램을 표현하시오. 

  다. 3차 정규화된 테이블과 E-R 다이어그램을 표현하시오. 



I. 110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문제 

회차 교시 도메인 문제 

110 1 DB 5. 빅데이터 분석기법인 Random Forest에 대해 설명하시오. 

110 4 DB 
4. SQL에서 정의하는 JOIN의 유형을 기술하고, JOIN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2. 110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회차 교시 도메인 문제 

110 1 DB 6. NoSQL(Not only Structured Query Language)에 대해 설명하시오. 

110 1 DB 7. CDC(Change Data Capture)에 대해 설명하시오. 

110 1 DB 8. DB 옵티마이저(DB Optimizer : DB 질의 최적화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110 2 DB 
1.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추구하는 3대 요소와 데이터의 무결성 저하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110 3 DB 

3. LOD(Linked Open Data)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설명하시오. 

1)LOD의 개념 

2)문서 웹(web)과 LOD에 의한 데이터 웹의 차이점 

3)LOD 기술 요소 

110 4 DB 
3. DB 설계에 있어서 Primary Key와 Unique Index의 특성을 비교하고,  

  Primary Key 사용 시의 장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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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제 문제  

108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문제 

1. 동적 쿼리(Dynamic SQL)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교시) 

 

2. 릴레이션 무결성 규칙(Relation Integrity Rules)에 속하는 제약(Constraint)과 사례를 제시하고,  

   릴레이션 무결성을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구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교시) 

 

3.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PK(Primary Key)가 [주문일자+주문순번]으로 구성된 "주문" 테이블이  

   있다.  

   이 테이블에서 특정 일자의 첫 번째와 마지막 주문 레코드를 추출하는 최적의 SQL을 작성하시오.  

   (단, 해당 일자에 주문 레코드가 한 건도 없으면 0을 리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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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제 문제  

107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문제 

1. 데이터 모델링의 4단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교시) 
 
2.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의 개념, ACID 특성, 직렬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교시) 
 
3. 빅데이터의 3V(Volume, Variety, Velocity) 특성과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를 설명하시오. (3교시) 
 
 
 
 
 1. 재난재해 발생시 피해절감을 위한 데이터 큐레이션(Data Curation)분야와 주요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교시) 
 
 

107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가장 평이하게 출제된 107회 – 깊이 있는 답안 작성으로 차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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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제 문제  

105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문제 

1.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Bagging(배깅)과 Boosting(부스팅) 기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분산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 및 분산처리(Distributed Processing)를 각각 정의하고  
   투명성(Transparency)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데이터베이스의 체크포인트(Checkpoint) 회복기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B-Tree와 비트맵(Bitmap) 인덱스를 비교 설명하시오 
 
5. 데이터베이스 튜닝(Tuning)의 3단계와 튜닝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빅데이터 분산처리시스템인 하둡 MapReduce의 한계점을 중심으로 Apache Spark와 Apache  
   Storm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7. 학사관리시스템에서 아래 스키마(Schema)를 이용할 때 키(Key of Candidate Key), 주키 
   (Primary Key), 외부키(Foreign Key), 슈퍼키(Super Key)를 정의하고 추출하는 과정 및 방법을  
   설명하시오  

"학생"   스키마(학번,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공, 성별, 학과번호) 

"학과"   스키마(학과번호, 학과명, 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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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제 문제  

105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문제 

8. 아래의 스키마(Schema)와 함수종속성(FD:Fuctional Dependency)을 이용하여 함수종속도표
(Funcional Dependency Diagram)를 작성한 뒤, 키(Key)를 찾아내는 과정을 설명하고,  
BCNF(Boyce-Codd Normal Form)의 정의를 기술하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테이블을 설계하시오  
 
 
 
 
 
 
 
 
 
 
9.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경우 통계적 신뢰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Cross Validation 방법을 3가지 이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0.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값과 현실세계를 표현하는 실제값이 일치하는가에 대해 정확성을 의미하는  
    데이터 무결정 제약(Integrity Constraint)의 유형으로 도메인 무결성 제약과 릴레이션 무결정 제약이  
    있다. 이 두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컴시응 문제 0 문제 출제 됨] 

대출 스키마(지점명, 자산, 장소, 대출번호, 고객명, 금액) 

FD : 지점명 -> 자산 

      지점명 -> 장소 

      대출번호 -> 지점명 

      대출번호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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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제 문제  

104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문제 

1. 디지털 큐레이션(Digital Curation)의 개념과 서비스 동향에 대해 설명하시오.(1교시) 

2. 스마트 데이터(Smart Data)에 대한 출현 배경, 3A, 빅 데이터와 스마트 데이터의 구분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CQL(Continuous Query Language)에 대한 주요 기능, CQL과 스마트 데이터와의 관계에 대

해 설명하시오.(2교시) 

[참고] 테이블과는 다른 스트림 데이터에 질의할 수 있는 Continuous Query 확장이 추가된 언어 

3. 통계 데이터베이스(Statistical Database)에서 통계 질의문(Statistic Query)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별추적자(Individual Tracker) 역할을 하는 Query 문을 예를 들어 

작성하고, 이러한 개별추적자가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3교시) 

 

 

4.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R의 역사와 주요 기능 3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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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DB 기본  

1. DB 개요 

2. Transaction 

3. 데이터 독립성 

4. 데이터 무결성 

5. 데이터 회복 

6. 동시성 제어 

7. Isolation Level 

8. 관계대수 

9. 데이터 언어 

10. 2PC 

11. 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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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 개요  

용 어 설명 및 특징 

Database 

-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  

- 자료항목의 중복을 없애고 자료를 구조화하여 저장함으로써 자료 검색과 갱신의  
   효율을 높임.  

- 현대적인 의미의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확립한 사람은 당시 제너럴일렉트릭사(社) 

   에 있던 C.바크만으로 그는 1963년 IDS(Integrated Data Store)라는 데이터 
   베이스 관리시스템을 만들었음. 

- 한 조직의 여러 응용시스템이 공용(shared)하기 위해 최소의 중복으로 통합 

    (Integrated),  저장(Stored) 된 운영(Operational) 데이터의 집합 

DBMS 

- Database Management System 

- 응용 프로그램과 Database 사이의 중재자로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Data를   

   공유 할 수 있게 관리 해주는 시스템 

- 파일 시스템에서 야기된 데이터의 종속성과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의 키 속성 

- 유일성: 하나의 행을 식별해 낼 수 있는 속성 

- 최소성: 행의 유일한 식별을 위한 최소의 속성으로 구성(많으면 나쁨) 

함수적 종속성 

- FD (Functional Dependency) 

- A의 값에 대해 항상 B의 값이 오직 하나만 관련되어 있을 때, B를 A의 함수적 

  종속 관계에 있다고 하며. 

- A->B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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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 개요  

용 어 설명 및 특징 

뷰 

- 특정 테이블들로부터 조건에 맞는 내용들을 추출하여 생성한 가상 테이블 

- 뷰 생성시에 정의한 뷰의 스키마 내용만이 저장되어 있다가 실행 시에 기본  

   테이블(base table)로부터 내용을 가져와 생성함  

스키마 (Schema) 

-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정의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논리 스키마 지칭 

 

[사례] 

사원 

사원번호            Char(08) 

성명                  Char(50) 

주민번호            Char(13) 

부서                  Char(20) 

DDL 

- Data Definition Language로서 정의를 내리는 언어 

-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필드, 인덱스, 제약 등을 만들거나 

   삭제, 변경하는 등 객체를 Create, Alter, Drop하는데 사용하는 언어 

[사례] 

Create table Table_Name ( 

 Field_name1 Data_type, 

 Field_name2 Data_ty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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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 개요  

용 어 설명 및 특징 

AC/MAC/DAC/ 

RBAC 

- 역할 기반 보안 모델 (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  

- 중앙관리자가 주체와 객체의 상호 관계를 통제하며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에  

   기초하여 자원에 대한 접근허용 여부를 결정함 

-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역할을 할당한 뒤 그 역할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 

- ERP (Oracle, SAP 등) 패키지에 적용되고 있음 

정규화 

- 데이터처리의 입력이상, 수정이상, 삭제이상을 제거하기 위해 데이터의 함수적  

   종속성이나 조인속성을 이용하여 분리, 통합하는 방법 

- 다양한 유형의 검사를 통해 데이터모델을 더 구조화 시키고 개선시켜나가는  

   절차에 관련된 이론  

- 속성(attribute)들 간의 종속성(dependency)을 분석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종속성이 하나의 릴레이션(relation)으로 표현되도록 분해해 나가는 과정 

반정규화 

- 정규화된 엔티티타입, 속성, 관계에 대해 시스템의 성능향상과 개발 

  (DEVELOPMENT)과 운영(MAINTENANCE)의 단순화를 위해 데이터모델을 통합 
  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함 

성능데이터모델링 

- 데이터베이스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설계단계의 데이터모델링 때부터 정규화,  

   반정규화, 테이블통합, 테이블분할, 조인구조, PK, FK 등 여러 가지 성능과 관련된  

   사항이 데이터모델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Activity 

I. DB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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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 개요  

용 어 설명 및 특징 

Tree 
- 대상정보를 계층적으로 구조화 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자료구조. 

- Root 노드에서 각 노드로 가지로 연결, Loop를 허용하지 않음 

Index 
- 어떤 종류의 검색연산을  최적화하기 위해 탐색 키 값과 탐색 키 값을 가지는  

   데이터의 위치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 (B-Tree) 

데이터 

- 실제 세상에 너무도 넓게 존재하는 사실적인 자료 

- 아직 특정의 목적에 대하여 평가되지 않은 상태의 단순한 여러 사실 

- 데이터 -> 정보 -> 보고서 

DBA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자 

DA 

- Data Architect(데이터 아키텍트) 

- 데이터와 관련된 요소 즉,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표준, 데이터보안 등에  

   대해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여 모델링하여 체계화 하는 역할 수행자 

인스턴스 
(Instance)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값들을 나타냄 
[사례] 

20040001 

윤송이 

7401012234567 

기술연수팀 

I. DB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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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 개요  

I. DB 기본 

용 어 설명 및 특징 

DML 

(데이터 조작 언어) 

-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이나 질의어를 통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언어  

DCL 

(데이터 통제 언어) 

- 데이터베이스(DB)의 시스템 관리자로서, 사용자의 계정에 권한을 할당하는 Grant,  

부여한 권한을 회수(폐기)하는 Revoke 등 예약어를 지칭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 GRANT, REVOKE 

- DCL(Data Control Language) 

- GRANT 는 권한을 부여할 때 사용하고,  

  REVOKE는 부여된 권한을 뺏을 때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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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 개요  

용 어 설명 및 특징 

DDL(Data 

Definition 

Language) 

- 외래키 DDL 작성법 

  (조직 95회 4교시)  

I. DB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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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 개요  

용 어 설명 및 특징 

DW 

-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적이고 (Integrated), 주제 지향적이며(Subject- 

   Oriented),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Time-Variant), 비소멸성 (Non-Volatile)   

   데이터베이스 

다차원 모델링  

기법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다차원 데이터를 구현 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Data Warehouse의 요소기술 

- 다차원 모델링 기법의 종류 

   1) Star Schema 

   - 정규화된 Fact Table(실제 정보)을 중심으로 비정규화된  Dimension Table 

     (차원테이블/조회가능하도록 업무조건 적용 테이블)들이 배치되는 형태의  

      모델링 기법 

   2) Snowflake  Schema 

     - 정규화된 Fact Table을 중심으로 정규화된 (제3 정규형 수준) Dimension  

        Table들이 배치되는 형태의  모델링 기법 

Data Mart 

- 전사적으로 구축된 DATA(DATAWAREHOUSE) 속에 특정주제, 부서중심적으로  

   구축된 소규모 단일 주제의 WAREHOUSE 

- 특정주제, 부서(조직)단위의 DATA 저장고 

OLAP 

-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 최종 사용자가 다차원 정보에 중간 매개자나 매개체 없이 정보에 직접 접근하여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과정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의 집합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유용하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지식의 발견과정 

I. DB 기본 



26 

1. DB 개요  

용 어 설명 및 특징 

OR Mapping 
- OO 프로그래밍시 설계할 클래스들과 데이터저장소로 이용될 RDBMS의 Table 간의  

   Mapping 

2PC  

(Phase Commit) 

- 분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원자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산 트랜잭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노드가 Commit 하거나 Rollback 하는 메커니즘 

Mediator & 
Wrapper 

- Mediator: 어떠한 모듈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상위 계층의 모듈에서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모듈  

- Wrapper: 통합하고자 하는 정보자원의 데이터를 미디에이터가 중재할 수 있도록 

                 공통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 

- RDB, HTML, File을 Wrapper를 이용하여 매핑하고, Mediator 로 통합 

- EAI 등에서 사용 가능 

데이터베이스  

관계 

(Relationship) 

- 릴레이션쉽(Relationship) 이란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의 관계를 의미 

- 업무 영역 내에 특정한 두 개의 엔티티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관계 중 특별히  

   관리하고자 하는 영역 

ERD 

- 데이터 모델링 분야에서 개체-관계 모델이란 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한 일련의  

   표현. 

- 개체-관계 다이어그램(Entity-Relationship Diagram): E-R 모델링의 산출물 

- 데이터 모델링 과정은 데이터 모델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 표시법을 필요. 

   ERD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 혹은 시맨틱 데이터 모델의 한 타입. 

I. DB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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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 개요  

용 어 설명 및 특징 

NoSQL 

- NOSQL(Not Only SQL) 

  전통적인 RDBMS와 다른 DBMS를 지칭하기 위한 용어. 데이터 저장에 고정된 

  table-schema 가 필요하지 않고, join 연산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평적으로 확장  

- NoSQL의 등장 배경 

  데이터 규모의 확대 

- 구글이나 야후,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수억 건의 데이터  

   처리에 고민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NoSQL이 등장함. 

-  수천 대의 값싼 범용 서버를 이용해서 페타 바이트 이상의 반구조화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함 

- 데이터베이스와는 관계가 없지만 인덱스를 제공. 

- 사례: 오픈소스 진영에서 HBase, 카산드라, 몽고DB 등의 오픈소스 

I. DB 기본 

CAP Theorem(이론)  

고확장성(High Scalable)  

분산데이터베이스 시스템  

C (Consistency)  

A (Availability)  

P (Partition Tolerance)  

상용 DB 

대용량 처리측면 중요: 양적 확장/분산 저장 
CA 일반 R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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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 개요  

I. DB 기본 

용 어 설명 및 특징 

Data Backup 

- 미디어 장애 시 복구를 위해 데이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중복시켜 보관하는 작업 

- 일반적으로 Daily 또는 Weekly, Monthly 주기로 수행되며, 백업의 단위에 따라     

  Incremental 또는 Fullback 으로 수행됨 

VTL(Virtual Tape Library) 방식 
- 가상화 솔루션을 이용하여  
  Disk Storage를 가상의 테이프 
장비로 만들어주는 H/W 와 
S/W 의 융합백업 장비 솔루션 
 
CDP(Continuous Data 
Protection) 
-지속/주기적 백업통한, 고속 
 임의시점 복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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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 개요  

용 어 설명 및 특징 

클러스터링 
- DB 포함, 서버 구성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축할 때, 비슷한 종류로 그룹핑 하는 개념 

- 영업부, 기획부, 개발부 혼합된 값들을-> 키를 통해 각각 그룹핑 

CRUD  

메트릭스(Matrix) 

시스템 개발 시 프로세스(또는 메소드, 클래스)와 DB에 저장되는 데이터 사이의 

Dependency를 나타내기 위한 Matrix.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간 상관 분석표에서 행은 업무 프로세스로, 열은 엔티티 타입으

로 구성되며, 행과 열이 만나는 교차점에 발생 및 이용에 대한 생성(Create), 이용

(Read), 수정(Update), 삭제(Delete) 상태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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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 개요  

용 어 설명 및 특징 

데이터 거래소  

- ICT를 통해 개인 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여 필요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대규모 플랫폼(공공 데이터 활용) 

- 3V 특징을 가진 정형, 비정형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지원 

- 거래정보, 재산권,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 관리(구축 선행 조건) 

- 경기도/정부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대폭 개방 -> 데이터를 표준화 / 거래소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제도 

- 공공•민간 에서 개발하여 활용 중인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자체 품질과 데이터 관리체계의 품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보안 체계를 심사  

  •인증하는 제도(http://www.dqc.or.kr) 

DMBOK 

- Data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 가이드에서는 데이터 관리를 고수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데이터에 

대한 계획 및 실행, 정책, 프랙티스, 프로젝트, 획득, 통제, 보호, 전달, 가치 향상, 데이

터 및 정보 자산의 관점에서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정의.    차이)DQM 

- Focused on data management rather than data qual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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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 개요  

용 어 설명 및 특징 

스토어드  

프로시저 

(Stored 
Procedure) 

 

- 저장 프로시저 또는 스토어드 프로시저(Stored Procedure), 일련의 쿼리를 마치  

  하나의 함수처럼 실행하기 위한 쿼리의 집합,  

- 사례: Oracle의 PL/SQL; 

 Create or Replace Procedure 이름 

 AS Begin End 문법 사례//하나의 요청으로 여러 SQL문을 실행 

장점 

1) 네트워크 부하감소 

2) 처리시간 줄어듬 

단점 

1) 재사용성 낮음, 2) 업무변경 시 수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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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 개요  
I. DB 기본 

I. DBMS의 기능 

    - 데이터 저장과 개발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중복성의 통제  

    - 다사용자 간의 데이터의 공유 

    - 권한 없는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을 통제 

    - 다양한 사용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 

    - 데이터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련성을 표현 

    -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보장 

    - 백업과 복구 기능을 제공 

 II. DBMS의 발전단계 

년대 1960 1970 1980 1990 2000 

DBMS  
종류 

파일 시스템     

계층형 DBMS          

네트워크형 DBMS 

관계형 DBMS    

객체지향 DBMS 

객체관계형(OR) DBMS 

XML DBMS 

MM DBMS 

공간 DBMS 

No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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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 개요  
I. DB 기본 

년대 1960 1970 1980 1990 2000 

DBMS  
종류 

파일 시스템     

계층형 DBMS          

네트워크형 DBMS 

관계형 DBMS    

객체지향 DBMS 

객체관계형(OR) DBMS 

XML DBMS 

MM DBMS 

공간 DBMS 

NoSQL 

I. DATABASE  혹은 DBMS 용어 시작?  

  - 1963년 6월 미국 SDC라는 기업이 개최한 심포지엄 제목이 [컴퓨터 중심의 데이터베이스 개발과  

    관리] 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 첫 시작은 분명하지 않음.  

DBMS의 발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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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데이터 베이스의 특징 

구분 특징 

실시간 접근성 

실시간 처리는 생성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응답 시간은 몇 초 이내에 답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Real-time Accessibility 

계속적 변화 

데이터베이스는 삽입, 기존 데이터 삭제, 갱신으로 항상 내용이 변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해야 한다. 

Continuous Evolution 

동시 공용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Concurrent Sharing 

내용에 의한 참조 

기술사 점수 60점 이상을 검색하는 명령어는 

60점 이상의 인스턴스(레코드)들을 접근하여, 검색한다. 

즉, 레코드등의 수나 위치에 관계없이 접근. 

Content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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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계형 DBMS(RDBMS, Relational DBMS) 

가. RDBMS의 정의: 1970년대 E.F Codd 박사에 의해서 제안된 관계형 데이터모델에 기반한 데이터 

    베이스 관리시스템. IBM 연구소에 근무하던 E.F. Codd가 1970년에 관계 데이터 모델을 제안하고,  

   관계 데이터 모델을 최초로 구현한 DBMS 시제품은 1970년에 IBM 연구수에서 개발된 System이다. 

   나. RDBMS의 특징 

      1) 모델 자체가 간단함 

         이차원 구조(열,행)에 문자/숫자/날짜 정보 저장하는 형태임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관계로서 표현한다. 즉, 행과 열의 집합으로 구성된 테이블의 묶음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2) 수학적 이론의 바탕 위에 성립됨 

        - 수학의 집합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개발할 시스템의 성능을 수학적으로 미리 예측  

           검증할 수 있으며, 여러 연산을 수학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음 

      3) 질의어(Query Language) 존재 

        - 4GL 형식의 간단한 질의어만 익히면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음 

      4)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기술의 지속적 지원  

        - C/S 구조, 대규모 병렬 처리의 지원 등  

   다. RDBMS의 표준화 과정(ANSI/ISO SQL 표준 개정(SQL-2008) 

 

 

 

 

    

 

 

     

 

1982 1987 

ANSI 
최초 표준 

ISO 표준채택 
(ISO-9075) 

SQL2 혹은 
SQL/92 

SQL3 혹은 
SQL-1999 

1992 
관계형 표준 

1999 
객체관계형 표준 

SQL4 

2006 
XML DB 

 대응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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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QL1(1987): DB 응용에 필요한 기본 기능들인 데이터 정의어/조작어, 그리고 기본적인 무결성 제약  

    조건들을 포함한 표준 

 

 - SQL2(1992): 미연방 표준인 FIPS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표준안 등을  

    차례로 반영하고, 상이한 시스템들 간의 상호 운용성 등을 포함하는 표준 

  

 - SQL3(1999): 객체지향 기술에 대한 지원. 다중상속, 사용자 정의 데이터형, 트리거, 지식정보시스템  

    지원용 추상 데이터 지원 등 

 

 - SQL:2008 is the sixth revision of the ISO and ANSI standard for the SQL database  

   query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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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객체형 DBMS(OODBMS, Object-Oriented DBMS) 

  가. RDBMS의 한계 

    - 새로운 데이터 형의 생성 및 기존 데이터 형의 확장이 불가능함 

    - 멀티미디어 등의 비정형 복합정보의 처리가 곤란함 

    - SQL에서는 값에 의해 데이터 관계가 표현되기 때문에 복합객체 표현 시 상호 관련된 객체를 찾아 

       내어 처리하기가 어려움 

  나. OODBMS의 개념: 합의를 이룬 표준안은 없음 

    - 객체 모델에 기반하여 정보의 저장 및 검색을 지원해 주는 데이터베이스 

    - 상용화 제품 : ObjectStore, O2, Objectivity, Uni-SQL 등 

  다. OODBMS의 특징 

    - 사용자 정의 타입의 지원과 이들간의 상속성(inheritance) 명세 가능 

    - 객체로서의 모델링과 데이터 생성을 지원하는 DBMS 

    - 객체들 사이의 참조(reference) 구조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기반 정보접근 가능 

    - 프로그램 내의 정보 구조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구조가 거의 유사함 

  라. OODBMS의 한계 

    - 트랜잭션 처리, 동시처리 가능 사용자 수, 백업과 복구 등 기본적인 DBMS기능 취약 

    -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시스템으로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의 검증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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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객체관계형 DBMS(ORDBMS, Object-Relational DBMS) 

  가. ORDBMS의 개념 

    - OODBM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OODBMS 기술과 RDBMS의 기술을 접목한 DBMS 

    - 현재 데이터베이스 제품의 주종을 이루는 DBMS  

    - 상용화 제품 : Oracle, IBM DB2, MS-SQL Server, PostgreSQL 등 

 

  나. ORDBMS의 특징 

테이블 간의 상속 관계 지정함으로써 객체지향의 장점 수용 테이블간 상속관계  

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의 대단위 비정형 데이터를 위한 LOB(Large OBject)
을 기본형으로 지원함 대단위 객체 지원 

테이블 안의 하나의 컬럼이 또 다른 테이블로 구성됨으로써 복합 구조의 모
델링이 가능해짐 중첩된 테이블 

하나의 객체 레코드가 다른 객체 레코드를 참조(reference)함으로써 참조 구
조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기반 접근 가능 참조 타입 지원 

사용자 정의형 데이터 타입의 저장  

및 검색 가능 
사용자 정의형 지원 

내용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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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DBMS 유형별 특징비교 

구분 RDBMS OODBMS ORDBMS 

저장 자료 문자형 데이터 위주 

데이터와  

연관 프로그램(메소드)  
저장 

데이터와  

연관 프로그램(메소드) 
저장 

자료모델 
테이블 구조 관계 

기본키(Primary key) 

엔티키간 포인팅방식 

객체식별(OID) 
RDBMS + OODBMS 

지원 자료형 
미리 정의된 일반정보 타
입 만 지원  

비정형 객체타입 지원 
사용자 정의 및 비정형 객
체타입 지원 

DB 엑세스 방식 SQL 질의어 사용 
OQL(Object Query 
Language) 

SQL 확장 질의어 사용
(SQL3) 

장점 
시스템의 안정성 과 대규
모 트랜잭션 처리 

복합 비정형 데이터 모델 

적용 

GIS 분야에 적용 

관계형의 안정성과 객체지
향 모델의 복합적 요소 모
델 적용 

단점 
복잡한 정보수용을 위한 
모델적용이 제한적임 

데이터베이스 기본기능이 
미약하여 안정성 및 성능 
검증 미흡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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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정의하고, 트랜잭션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1회 1교시) 

 

2.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응용에서 데이터 처리인 OLTP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에의  

    데이터처리인 OLAP의 차이점을 다음의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십시오. 

     “트랜잭션 실행결과”, “처리되는 데이터 양”, “트랜잭션 처리시간”, “사용패턴”, “동시수행성”,  

     “데이터 변경 패턴” 

     (정보관리 72회 4교시) 

 

3.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의 개념, ACID 특성, 직렬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7회 2교시) 

 

4. 데이터베이스에 2개의 필드 A와 B가 있고, A와 B는 모두 정수이며 A와 B를 합한 값은 반드시  

   100이어야 할 때,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가. 트랜잭션이 갖추어야 할 ACID 조건 4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나.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하여, ACID 4가지 조건 각각에 대해 실패(failure)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모의고사, 2016년 7월) 

 

 

2. Transaction  
I. DB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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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데이터베이스에 행해지는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LOGICAL UNIT OF WORK), 트랜잭션에 대한 개요. 

 가. 트랜잭션(Transaction)의 정의 

   - 한번에 수행되어야 할 데이터베이스의 일련의 Read와 Write 연산을 수행하는 단위(업무처리 단위) 

   -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의 단위로서 데이터베이스의 일관된 상태를 또    

      다른 일관된 상태로 변환시킴 

    - 트랜잭션이란 데이터베이스에 행해지는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LOGICAL UNIT OF WORK)  

2. Transaction  

트랜잭션 이란…

트랜잭션 시작 트랜잭션 종료

읽기 수정 삭제 .. ..

업무처리의 단위(LOGICAL UNIT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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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트랜잭션의 특징 (ACID) 

특징 기본 개념 

Atomicity 

(원자성) 

- 트랜잭션은 분해가 불가능한 최소의 단위로서 연산 전체가  
  처리되거나 전체가 처리되지 않아야 함 (All or Nothing) 
- Commit/Rollback 연산 

(A,+1, B+1)이 하나의 
트랜잭션이라면 두 필드 
값이 모두 1씩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어야 함  

Consistency 

(일관성) 

- 트랜잭션이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언제나 모순 없이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보존함 
의견: 반복적인 수행 결과가 동일한 환경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얻는 성질 

무결성 제약이 A, 
B필드의 값이 있어야 
한다면 이를 위반하는 
트랜잭션은 중단됨  

Isolation 

(고립성) 

- 트랜잭션이 실행 중에 생성하는 연산의 중간 결과를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 할 수 없음 
- 팬텀 충돌(Phantom Conflict) 현상 -> 트랜잭션 isolation 
Level 4단계 제공 

(A,+1, B+1)이 하나의 
트랜잭션이라면 다른 
연산작업은 A만 1이 
증가하거나 B만 1이 
증가하는 결과를 볼 수 
없음  

Durability 

(영속성) 

- 성공이 완료된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구(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됨 

(A+1, B+1) 수행 완료 후 
장애가 발생되더라도 
데이터 내용이 변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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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트랜잭션 상태 전이 

실패 철회 

완료 활동 

부분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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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ransaction의 3가지 연산 

 가. 철회된 트랜잭션의 연산 

 

 

 

 

 

 나. 트랜잭션의 정상 종료 연산 

연 산 설 명 

트랜잭션 재실행 

(Restart) 

- 철회된 트랜잭션을 다시 새로운 트랜잭션으로 취급하여 재시작하는 방법 

- 철회된 트랜잭션의 내부적인 논리 오류가 아니라, HW, SW 오류인 경우. 

트랜잭션 폐기 

(Kill) 

- 철회된 트랜잭션을 폐기하는 방법 

- 트랜잭션의 철회 원인이 트랜잭션의 내부적인 논리 오류가 원인 

Database Database 

Database 

Update 
Delete 
Commit 

Update 
Delete 
Commit 

변경된 내용 저장 

변경된 내용 저장 
트랜잭션 

연 산 설 명 

Commit 연산 
- Data 변경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새로운 트랜잭션은 Commit 문 

   다음 시작 가능 

프로그램 정상 종료 
- 새로운 트랜잭션은 시작 불가. 변경 내용 저장을 Commit 연산과 동일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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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ransaction의 3가지 연산 

 다. 트랜잭션의 비정상 종료연산  

Database 

Database 

Update 
Delete 

Commit 

Rollback 비정상 종료 

Delete 

변경된 내용 저장 

트랜잭션 

연 산 설 명 

Commit 연산 
- Data 변경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새로운 트랜잭션은 Commit 문 

   다음 시작 가능 

Rollback 연산 
- 해당 트랜잭션을 중지, 폐기하고,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Rollback 

- 새로운 Transaction은 Rollback 문 다음 시작 가능 

Roll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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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Transaction 처리시 고려사항 및 활용 

 가. Transaction 처리시 고려사항 및 활용 

  1) 트랜잭션의 동시성 구현: 트랜잭션의 동시 실행은 트랜잭션의 처리율과 시스템 이용율을 높이고, 

      대기시간을 줄임으로써, 동시성을 높일 수 있음. 

  2) 트랜잭션 수행시간을 최대한 짧게 수행함 

      긴 트랜잭션의 경우에는 Locking 수행시간이 길게 됨으로써, 충돌현상 및 Deadlock 발생소지 

       -> 트랜잭션 수행 시간을 짧게 구성 필요  

 

 나. Transaction 활용 

  1) 용량산정 근거자료로서 이용  

      테이블의 모든 생성 트랜잭션 수를 파악한 다음 그 테이블에서 연관된 테이블들의 생성 트랜잭션을 

      분석해 나가면 각 테이블에 저장되는 데이터 량을 유추 

  2) 디스크 구성에 이용  

      각 테이블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의 수가 많을 경우 디스크 IO의 집중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베이스의 데이터파일을 여러 디스크에 나누어 설계하고 그에 따라 테이블 스페이스도 여러  
      디스크에 나누어 설계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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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데이터 독립성(Data 

    Independence)의 보장이다. 

    (1) 데이터 독립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 현재 상용화 되어 있는 관계형 DBMS가 데이터 독립성 추구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모델에 대해 설명하시오. 

    (3)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72회 2교시) 

3. 데이터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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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독립성 지원, 데이터 독립성의 개요 

 가. 데이터 독립성(Data Independency)의 정의 

  - 하위 단계의 데이터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상위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속성 

  - 3단계 Database 구조는 Data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위 단계의 구현 내용을 추상화 하여  

     상위 단계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나. 데이터 독립성의 종류 

3. 데이터 독립성  

독립성 내용 목적 

논리적 
독립성 

- Logical Data Independency 
- 기존의 응용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속성 
- 개념 스키마가 변경되어도 외부 스키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 
- 논리적 구조가 변경되어도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 없음 

- 사용자 특성에 맞는 변경 
   가능 
- 통합 구조 변경가능  

물리적 
독립성 

- 내부스키마가 변경되어도 외부/개념 스키마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 
- 응용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에 영향을 주지않고, 데이터의 물리적  
   구조를 변경 할 수 있는 속성 

- 물리적 구조 영향 없이  
   개념구조 변경가능 
- 개념구조 영향 없이  
   물리적인 구조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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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3단계 구조의 스키마와 인스턴스 

구  분 스키마 (Schema) 인스턴스 (Instance) 

정  의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구조 및 유형을 정의하는 것임 

-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정의를 나  

   타내며, 일반적으로 논리 스키마  

  지칭하고 있음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값들을 나  

   타냄 

- 특정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특  징 - 한 번 정의되면 잘 변경되지 않음 
-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베이스   

   특성으로 인해 자주 변경됨 

언  어 - DDL (Data Definition Language) - DML (Data Manipulation Language) 

사  례 

 

 

 

 

 
사원 
사원번호            Char(08) 
성명                  Char(50) 
주민번호            Char(13) 
부서                  Char(20) 

20040001 
윤송이 
7401012234567 
기술연수팀 

20040003 
박원희 
8701102123456 
미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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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 (3-Level Database Architecture)의 개요 

 가. 3단계 구조의 정의 

  - 미국의 국립 표준화 기관 ANSI/SPARC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System 
Planning And Requirements Committee) 에서 정의함. 

  -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관점 (View) 에 따라 3개의 계층으로 분리하여 사용자에게  내부적으로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단순화시킨 관점을 제공한다는 개념. 

  -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관점의 외부단계(External Level), 총체적인 관점의 개념단계 

     (Conceptual Level), 물리적 저장장치 관점의 내부단계(Internal Level)등의   

     세 단계로 나누어 기술하는 것을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 

 나.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데이터 독립성 

External Schema
#1

External Schema
#2

External Schema
#n

…

Conceptual
Schema

Internal
Schema

외부단계

개념적단계

내부적단계

논리적
데이터독립성

물리적
데이터독립성

질의어 

스키마 

Data 
물리적 HW  

외개내 

External level 
(view) 

Conceptual level 
(Schema) 

Internal level 
(Schema) 

외부스키마 

외부스키마 

개념스키마 

내부스키마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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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정의 핵심 

외부 레벨 
(External Level) 

- View 단계 여러 개의 사용자 관점으로 구성, 즉 개개 사용자  
   단계로서 개개 사용자가 보는 개인적 DB 스키마 
- DB의 개개 사용자나 응용프로그래머가 접근하는 접근하는 
   DB 정의 
- SP 및 질의어(query language)를 지칭함 

사용자 관점 
접근하는  
특성에 따른  
User View 

개념 레벨 
(Conceptual 
Schema) 

- 개념단계 하나의 개념적 스키마로 구성 모든 사용자 관점을  
   통합한 조직 전체의 DB를 기술하는 것 
- 모든 응용시스템들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통합한 조직 전체의 DB 를 기술한 것으로 DB 에 저장되는 
   Data 와 그들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스키마 
- 통합 모델링 된 스키마(DB 테이블을 지칭함) 

통합관점 
ERD 

내부 레벨
(Internal 
Schema) 

- 내부단계, 내부 스키마로 구성, DB가 물리적으로 저장된 형식 
- 물리적 장치에서 Data 가 실제적으로 저장되는 방법을  
   표현하는 스키마 
- 11001… 등 실제 Data 가 저장되는 컴퓨터 시스템을 지칭함 

물리적 저장구조 

IV. 3단계 스키마 기본 개념 (외개내) 

DBA work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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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3단계 구조 사례 – 인사기본의 사례 

 

 

 

 

 

 

 

 

 

 

 

 

- 위 구조는 통합된 구조인 인사기본 스키마를 인사부서, 회계부서, 인터넷 사용자에 따라 필요정보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용자 뷰 등 구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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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hree schema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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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참조 무결성(Referential Integrity)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78회 1교시) 

 

2.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무결성(Integrity)개념과 종류, 그리고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컴퓨터시스템응용 98회 4교시) 

 

 

4. 데이터 무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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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atabase 정확성과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무결성 개요. 

 가. 데이터 무결성(Integrity)정의 

  -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Correctness) 또는 정밀성(Accuracy) 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 한 릴레이션이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와 같은 도메인 상에 정의된 속성을 가질 때 이 속성의 값은  

    널(null)이거나 이 속성을 기본 키로 갖는 릴레이션 안에 존재하는 값이어야 한다는 조건 

 나. 무결성 제약(Constraint) 의 개념 

   1) 데이터의 ACID를 보장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항상 만족시켜야 할 규범 

   2) 무효갱신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규칙 

 다. 데이터 무결성의 종류와 제약 조건   

4. 데이터 무결성  

무결성 개 념 제약조건 예 

개체 무결성 기본 키는 반드시 값을 가짐 Primary Key 

참조 무결성 
- 외래키 속성은 참조할 수 없는 값을 지닐 수 없음 

- Referential Integrity 
Foreign Key 

속성 무결성 칼럼은 지정된 데이터 형식을 반드시 만족 Character, Date 

사용자 정의 모든 데이터는 업무 규칙 준수 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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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데이터 무결성의 유형과 무결성 확보방법 

 가. 데이터 무결성 제약(Data Integrity Constraint) 의 유형 (개참속사키) 

 

 

 

 

 

 

 

 

 

나. 데이터 무결성 확보방법 

 

무결성 제약 기  본  개  념 

개체 무결성 제약 

(Entity Integrity) 

- 릴레이션의 기본키 속성은 절대 널 값(Null Value)을 가질 수 없음 

  참고: 기본키는 유일성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집합이어야 함 

키 무결성 

(Key Integrity) 
- 한 릴레이션에 같은 키값을 가진 튜플들이 허용 안 됨  

참조 무결성 

(Referential Integrity)  

- 릴레이션의 외래키 속성은 참조할 수 없는 값을 가질 수 없음 

- 외래키 값은 그 외래키가 기본키로 사용된 Relation의 기본키 값이거나 널(Null, 공백)  

  값일 것(널 의미: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값,  아직 모름 등의 이유로, 사용하기 위한 값) 

속성 무결성 

(Attribute Integrity) 
- 컬럼은 지정된 데이터 형식(Format, Type)을 만족하는 값만 포함 

사용자 정의 무결성 
- 데이터베이스내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는 업무 규칙 (Business Rule) 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의 위 다른 무결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업무 규칙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 

제약명  종류 기능 

개체 무결성 - Primary Key NOT NULL  Null 허용 안함 

키 무결성 - Primary Key + Unique Index  중복 배제 

속성 무결성 - CHAR, VARCHAR2, NUMBER, DATE, LONG  정의된 값만 입력됨 

참조 무결성 - Foreign Key  부모와 자식사이 입력/수정/삭제 제약 

사용자 정의 무결성 
- Trigger, User Define Data Type, CHECK,  

   DEFAULT Value 
 업무적 의미 값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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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데이터 무결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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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 무결성 유지 방법 

  가.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 

  1) 로그기반 회복 기법 

  2) 효율적인 로그 이용을 위한 Check Point 기법 

  3) 그림자페이지(Shadow Paging) 기법 

 

  나. 동시성 제어 

   1) 2PL(Two Phase Locking) 기법 

   2) 타임스탬프(Timestamp) Ordering(순서) 기법 

   3) 낙관적 검증(Validation) 기법 

 

 

IV.  데이터 무결성 확보 목적 

  가. Data의 정확성 확보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나. Data의 일관성 유지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다. 데이터 무결성 규칙 강제 시행은 장점과 함께 약간의 성능저하를 동반함. ‘끝’ 

무결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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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실제 프로젝트에서의 데이터 무결성 활용 사례 

참조 무결성( REFERENTIAL INTEGRITY) -입력예

고객

고객번호

고객명
주소

주문

주문번호

고객번호 (FK)
접수일자
접수담당자

신규주문정보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고객테이
블에 고객번호가 존재
해야 하는 제약이 걸린
다.

- 고객테이블과 주문테이블의 관계에서 주문테이블의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테이블에 사전에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함 
 
- 참고로, 참조무결성이 DBMS에 걸려있는 테이블에서 인덱스가 생성되어 있지 않으면 성능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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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데이터 무결성 종류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서 수행하는 데이터 무결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조직 87회 2교시) 

5. 데이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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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ata의 일관성 및 무결성을 위한 데이터 회복 (Recovery) 의 개요 

 가. 데이터 회복 (Recovery)의 정의 

  - 데이터베이스 운영 도중 예기치 못한 장애 (Failure)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장애 발생 이전의 

     일관된 상태 (Consistent State) 로 복원시키는 기법. 

  -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회복 기능이 없을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회복 관리기(Recovery Manager)가 필요함. 

 나. 데이터베이스 회복을 위한 주요 요소  

5. 데이터 회복  

구  분 요  소 개  념 

회복의 
기본원칙 

(중복) 

데이터 - 데이터의 중복 

Archive 또는 Dump 

- DB 전체 내용을 다른 저장장치로 자료의 복사 및 덤프 저장 

- DB 내용 전체를 일정기간마다 다른 저장장치(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에 저장 

Log 또는 Journal 

-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내용을 로그  
   파일에 저장 

- 갱신된 속성의 과거값/갱신값을 별도의 파일에 유지 

- 온라인로그(디스크), 보관로그(테이프) 

[참고] 저널: Transaction 발생 시, 생성 및 변경 Data를 Table 및 로그에 남기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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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요  소 개  념 

회복을  

위한  

조치 

REDO 

(Forward Recovery) 

- 장애발생 시에 가장 최근의 변경 내용들을 로그에 기록된 

   내용을 이용하여 재실행(REDO)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복원 

- Archive 사본 + Log :  commit 후의 상태 

UNDO 

(Backward Recovery) 

- 장애 발생 시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들을 

   취소(UNDO)함으로써, 원래의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복원  

- Log + Backward 취소연산: 해당 트랜잭션 수행 이전 상태 

시스템 회복관리기 - 신뢰성 제공을 위한 DBMS 서브시스템 

유  형 기  본 개  념 

트랜잭션 장애 
- 논리적 오류 : 내부적인 오류로 트랜잭션을 완료할 수 없음 

- 시스템 오류 : Deadlock 등의 오류 조건으로 활성 트랜잭션을 강제로 종료 

시스템 장애 
- 전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고장 

-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저장 내용이 영향 받지 않도록 무결성 check 

디스크 장애 

- 디스크 스토리지의 일부 또는 전체가 붕괴되는 경우 

- 가장 최근의 덤프와 로그를 이용하여 덤프 이후에 완결된 트랜잭션을 재실행 

 (REDO) 

다. 장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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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법 

Check Point 회복기법 로그기반 회복기법 그림자 페이징 회복기법 

즉시 갱신기법 지연 갱신기법 

II.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 유형 
(회로체크) 

구 분 로그기반 기법 Check Point 회복기법 그림자 페이지 기법 

개념 로그파일을 이용한 복구 
로그파일과 검사점을  

이용한 복구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 이용한 복구 

특징 

-Redo, Undo를 결정하기  

 위해서 로그 전체를 조 

 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 

 간이 너무 많이 걸림 

 

-Redo를 할 필요가 없는 

 트랜잭션을 또다시 

 Redo해야 하는 문제  

 발생 

-로그기반보다 상대적 

 으로 회복 속도가 빠름 

 

-Undo가 간단하고 Redo가 불필요 
  하므로 수행속도가 빠르고 간편. 

-여러 트랜잭션이 병행 수행되는 환경 
  에서는 단독으로 사용이 어렵고,  
  로그 기반이나 검사점 기법과  

  함께 사용해야 함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 복사, 
  기록하는데 따른 오버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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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연갱신기법 (Deferred Update) 

갱신 

 트랜잭션 단위가 종료될 때까지 DB에 write 연산을 지연시키고 

 동시에 DB 변경내역을 Log에 보관한 후 

 트랜잭션이 완료되면 Log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write연산을 수행 

회복 
 트랜잭션이 종료된 상태이면 회복시 UNDO 없이 REDO만 실행함 

 트랜잭션이 종료가 안된 상태였으면 Log 정보는 무시함 

트랜잭션 시작 

갱신 갱신 

부분 완료 

DB 

완료 

부분 완료 
시 DB 반영 

로그 

트랜잭션 시작 

갱신 갱신 

로그에 기록
된 변경내역 

폐기 

로그 

장애 

III.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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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즉시갱신기법 (Immediate Update) 

갱신  트랜잭션 활동상태에서 갱신결과를 DB에 즉시 반영하고 Log 기록 

회복 
 트랜잭션 수행 도중 실패(Failure) 상태에 도달하여 트랜잭션을 철회할 
  경우에는 로그 파일에 저장된 내용을 참조하여 UNDO 연산 수행 

트랜잭션 시작 

갱신 갱신 

DB 

완료 

갱신 즉시 
로그와 DB에  

반영 

로그 

트랜잭션 시작 

로그파일 내
용 참조하여 
Undo 실행 

장애 

갱신 갱신 

DB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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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heck Point 회복기법 

갱신 
 검사점(Checkpoint)를  로그 파일에 기록하고, 장애 발생시에 검사시점 
  이전에 처리된 트랜잭션은 회복 작업에서 제외하고  
  이후에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만 회복작업을 수행하는 회복기법 

회복 

 트랜잭션 수행 도중 문제점이 발생하면, 로그 파일의 정보를 모두 검사 
  하여 Redo 와 Undo 연산을 실행할 트랜잭션과 체크포인트를 선정 

검사점의 로그 파일 기록을 이용하여 실행함 

장애 발생시에 검사점 이전에 처리된 트랜잭션들은 회복 대상에서 제외 

검사점 이후에 처리된 트랜잭션에 대해서만 회복 작업을 시행함 

새로 시작한 트랜잭션은 UNDO 리스트 

COMMIT 된 트랜잭션은 REDO 리스트 

로그 역방향으로 UNDO 실행 후 로그 전방향으로 REDO 실행 

검사점 c1 검사점 c2 
장애발생 장애 

t1 
t2 

t3 
t4 

t5 

t6 

회복에서 제외되는 트랜잭션 

회복 대상인 트랜잭션 

Redo 대상 

Undo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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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림자 페이지(Shadow Paging) 기법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동안 현재 페이지 테이블 (Current Page Table)과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Shadow Page Table)을 이용하는 기법 

     -현재 페이지 테이블은 주기억장치,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의 시작시점에 현재 페이지 테이블의 내용과 동일한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을 생성함 

     -트랜잭션의 변경 연산이 수행되면, 주기억장치의 현재 페이지 테이블의 내용만 변경하고,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음(일종의 백업용)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현재 페이지 테이블의 내용을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로 

 최종 저장하는 기법.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 

현재 
페이지 
테이블 

트랜잭션 시작 
트랜잭션 실행 
        
 
 
트랜잭션 완료 

주기억장치 하드디스크 
1. 생성 

２.변경 

3.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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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백업과 회복을 위한 제언 

 가. 백업 전략 수립 및 주기적인 백업 수행 

 나. 자동화 백업 및 복구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다. HA, 재해 복구 솔루션을 도입하여 중단 없는 비즈니스 수행 체계 마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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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응용에서 데이터 처리인 OLTP와 데이터웨어 하우스 환경에의 데이터  

    처리인 OLAP의 차이점을 다음의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십시오. 

    “트랜잭션 실행결과”, “처리되는 데이터 양”, “트랜잭션 처리시간”, “사용 패턴”, “동시 수행성”,  

    “데이터 변경 패턴” 

    (조직 72회 4교시)  

 

2.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시성 제어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모의고사) 

 

3. DB관리 시스템에서 회복과 동시성제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기출) 

 

4. 데이터베이스에 2개의 필드 A와 B가 있고, A와 B는 모두 정수이며 A와 B를 합한 값은 반드시  

   100이어야 할 때,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트랜잭션이 갖추어야 할 ACID 조건 4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하여, ACID 4가지 조건 각각에 대해 실패(failure)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을 제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관리, 90회, 3교시) 

 

6. 동시성 제어  
I. DB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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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직렬화가능성 (Serializability) 보장하기 위한 동시성 제어의 개요. 

 가. 동시성 제어(concurrency Control)의 정의 

   - 다중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여러 트랜잭션들이 성공적으로 동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 데이터 무결성 및 일관성 보장 

  나. 동시성제어를 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갱현모연, LDIC) 

    - 갱신내용손실(Lost Update) 

    - 현황파악오류(Dirty Read) 

    - 모순성(Inconsistency) 

    - 연쇄복귀 불가(Cascading Rollback) 

  다. 동시성제어기법의 종류 

    - 로킹 (Locking) 기법 

    - 타임스탬프순서 (Timestamp Ordering) 기법 

  라. 동시성제어의 기준  

    - 트랜잭션 스케줄 : 각 트랜잭션을 구성하는 연산들이 시스템에서 시간에 따라 실행되는 순서 

    - 직렬성(Serializability) : 트랜잭션들을 병행 처리한 결과가 트랜잭션들을 순차적(직렬로)으로 수행한   

       결과와 같아지는 성질 

6. 동시성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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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시성 제어의 필요성(동시성 제어를 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가. 갱신내용손실 (Lost Update) 

   - 트랜잭션들이 동일 데이터를 동시에 갱신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 

   - 이전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갱신한 후 트랜잭션을 종료하기 전에 나중 트랜잭션이 갱신 값을 

      덮어쓰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 

      (예) 잔고가 1000원인 계좌 A에서 고객 갑이 500원을 인출하고 동시에 갑의 배우자가 400원을 인출 
            할 때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 

Begin 
Transaction 

Begin 
Transaction 

read(A) 
A = A - 500 read(A) 

A = A - 400 

write(A) 

write(A) 

read(B) 
B = B - 500 

write(B) 
read(B) 

      
1000 
 500 
 
 
 500 
 

 
1000 
  600 
 
 
  600 
   

.트랜잭션 1의  
 실행결과는  
 DB에 기록되지   
 않고 실종됨 
 
(A는 100이 되어야 
함) 
 
 

시간(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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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현황파악오류 (Dirty Read) 

   - 트랜잭션의 중간 수행결과를 다른 트랜잭션이 참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예) 1000, 2000, 1000원의 잔고가 있는 A, B, C 계좌에 2% 이자를 가산하여 합을 구함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 

Begin 
Transaction 

Begin 
Transaction 

read(A) 
A = A * 1.02 

write(A) 

sum(A, B, C) 

read(B) 
B = B * 1.02 

write(B) 

read(A) 

read(B) 

read(C) 

1020 
2000 
1000 

 
 
 
 
 
4020 

 
.A는 이자지급 계산 후   
 값을 
.B와 C는 계산 이전 값을  
 읽어서 
 
.합이 4080이 아닌 
 의미 없는 4020이 됨 
 

시간(Time) 

read(C) 
C = C * 1.02 

write(C) 

트랜잭션 1의 중간 값을 참조하
는 오류로 발생하는 경우; 의도에
서 벗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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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순성 (inconsistency) 

   - 두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일관성이 없는 모순된 상태로 남는 문제 

      (예) 레코드 A와  B에 두 트랜잭션이 동시에 접근할 때, 트랜잭션1은 두 레코드에 각각 100씩  증가 

            하고 트랜잭션2는 각각  2씩 곱함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 

Begin 
Transaction 

Begin 
Transaction 

read(A) 
A = A + 100 

write(A) 

read(B) 
B = B + 100 

write(B) 

read(A) 
A = A * 2 
write(A) 
read(B) 
B = B * 2 
write(B) 

시간(Time) 

 
.트랜잭션1이 
 연산의 일부만 실행한   
 상태에서  
 
.트랜잭션2는 
 자신의 연산을 모두 실행 
 하고 종료 
 

계산의 순서가 바뀌어 모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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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연쇄 복귀 불가 (Cascading Rollback)  or 회복불능(Unrecoverability) 

   -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같은 레코드에 접근하여 갱신하는 도중에 

      ▶ 한 트랜잭션은 성공 완료된 상태  
      ▶ 다른 트랜잭션이 갱신을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복귀 하는 과정 
 

   - 다른 트랜잭션(아래 트랜잭션 2)이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 – 복귀할 수 없는 문제 발생 

     (예) 트랜잭션1이 A를 100 증가시키고 트랜잭션 2는 2를 곱하는 연산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 

Begin 
Transaction 

Begin 
Transaction 

read(A) 
A = A + 100 

write(A) 

read(B) 
rollback 트랜잭션 1 

read(A) 
A = A * 2 
write(A) 

시간(Time) 

 
.트랜잭션1이 
 복귀를 원하지만 
 

.트랜잭션2는 
 성공완료 이후이므로  
 복귀를 하지 않음 

롤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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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동시성 제어기법인 로킹기법 

 가. 로킹기법의 정의 

   - 트랜잭션이 사용하는 자원 (데이터 항목) 에 대하여 상호 배제 (Mutual Exclusive) 기능을 제공하는 

     기법 

   - 상호 배제는 특정 트랜잭션이 데이터 항목에 대하여 잠금 (Lock) 을 설정하면, 잠금을 

      설정한 트랜잭션이 해제 (Unlock) 할 때까지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법 

  나. 로킹연산의 종류(일반적인 DBMS 모두 지원, Select / Update, Insert 등) 

 

 

 

 

 

 

  다. 로킹 단위 

종  류 주  요  개  념 

공유 Lock  

(Shared Lock) 

 공유 잠금한 트랜잭션은 데이터 항목에 대해 읽기(read)만 가능 

 다른 트랜잭션도 읽기(read) 만을 실행할 수 있는 형태 

전용 Lock  

(Exclusive Lock) 

 전용 잠금한 트랜잭션은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읽기(read)와 기록(write)가  

  모두 가능 

 다른 트랜잭션은 읽기(read)와 기록(Write) 모두 할 수 없는 형태  

로킹 오버헤드 증가 
DB 공유도 증가 

로킹 오버헤드 감소 
DB 공유도 저하 

페이지 ( Page ) 테이블 ( Table ) DB 행 (Row) 

DB 디스크 단위로 페이지를 쪼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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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동시성 제어기법인 로킹 기법 

 [참고] Locking 규약을 준수 했음에도 모순성이 발생한 예 

- T1, T2의 순서대로, 직렬성있게 수행을 하면,  A = 400, B는 600이 되는 것이 정상 값이나, 

   위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A=400, B=500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 

 

-직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트랜잭션이 Lock과 unLock 연산을 하는 시점에 대한 규약이 필요  

   -> 2PL 개념 도입 

A = 100 + 100 = 200 이 되고, 
A = 200*2 = 400 

B = 200 * 2 = 400 

B = 400 + 100 = 500 

T1이 Lock과 unlock이 반복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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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단계 로킹 (2PL : 2Phase Locking) 

  - 모든 트랜잭션들이 lock과 unlock연산을 확장단계와 수축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함 

         ▶확장단계 :   트랜잭션은 lock 만 수행할 수 있고 unlock은 수행할 수 없는 단계   

         ▶수축단계 :   트랜잭션은 unlock만 수행할 수 있고 lock은 수행할 수 없는 단계  

  - 직렬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약으로 가장 많이 사용됨 

  - 문제점 : 교착상태 발생 가능성 

         ▶교착상태 예방과 교착상태 탐지로 해결 

lock 

lock 

lock 

unlock 

unlock 

1 6 7 3 2 4 5 8 시간(Time) 

시작 연산 

확장단계 수축단계 차단단계 

끝 

unlock 

Expanding phase (or Growing phase)  Shrinking phase – 쉬링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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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단계 로킹 (2PL : 2Phase Locking) – 엑기스!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Lock할 때, 관련된 DB Table은 

                                                         모두 Lock만 한다.  중간에 다른 트랜잭션 수행 불가(차단) 

  [참고]  

A = 200 

A = 400 

각 T1, T2가 Lock 과 unlock이 2PL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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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단계 로킹 (2PL : 2Phase Locking)의 변형 2가지 

엄밀한 (Strict) 2PL 

로킹 2단계는 동일 

모든 독점 로그(lock-X)는 그 트랜잭션이이 완료

할 때까지 unlock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 연쇄 복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독점 로크만 

엄격(Rigorous) 2PL 

Strict 2PL보다도 더 제한적. 

모든 락(Lock-S, Lock-X)는  

그 트랜잭션이 완료할 때 까지 unlock되지 않고 

Lock된 상태로 유지해야만 함 

(그림 - unlock이 1번이 수행됨). 2PL은 un-lock

이 여러 번 이잖아요! 

모든 로크(락) 해당 

개념도로 반드시 기술 요망 

[참고] 공용락 = Lock-S, Shared-lock이라고 함, 전용락 = Lock-X, Exclusive-lock 이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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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스템 시계와 논리적 계수기를 이용한 순서지정 방식, 타임스탬프 순서 기법의 개요 

  가. 타임스탬프 순서 기법(Timestamp Ordering) 정의 

     -트랜잭션을 식별하기 위해서 DBMS가 부여하는 유일한 식별자인 타임 스탬프를 지정하여 

       트랜잭션간의 순서를 미리 선택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들어오는 트랜잭션 순서대로 타임 스탬프를 지정하여 동시성 제어의 

       기준으로 사용함 

  나. 타임 스탬프 순서 기법의 특징 

     -상충되는 연산들이 타임 스탬프 순서로 처리됨으로 직렬성 (Serializability)이 보장됨 

     -트랜잭션이 결코 기다리는 경우가 없으므로 교착상태 (Deadlock) 를 방지할 수 있음 

     -문제점은 연쇄복귀 (Cascading Rollback) 를 초래할 수 있음 

  다. 타임스탬프 생성 방법/구현 방법 

 구분 설 명 

시스템 시계 

(system clock) 사용법 

- 시스템 시계 값을 타임스탬프 값으로 부여함 

- 트랜잭션이 시스템에 진입할 때의 시계 값과 동일함 

논리적 계수기(counter) 
사용법 

-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시켜 타임스탬프  
   값으로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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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MVCC)  

가.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MVCC : Multi Version Concurrency Control) 정의 

  - 타임스탬프의 개념을 이용하는 또다른 병행제어기법으로,  

    1) 데이터 아이템 값이 변경될 때, 이전 값을 보관하는 기법. 

    2)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 여러 버전의 값이 유지됨  

나. 특징 

   1) 여러 버전의 타임스탬프와 비교: 트랜잭션이 하나의 데이터 아이템에 접근할려고 할 때, 

       그 트랜잭션의 아이템의 타임스탬프와 접근할려는 한 데이터 아이템의 여러 버전의 타임스탬프와  
       비교한다.  

    2) 현재 실행하고 있는 스케줄의 직렬가능성이 보장되는 적절한 버전을 선택하여 접근하도록 한다. 

 

다. 데이터 (혹은 데이터 아이템이라고 표현함)는 다음의 각 여러 버전을 유지함.  

 각 다중 버전 기법에서는 각 데이터 x에 대하여, 여러 버전 <x1, x2, x3, .. Xm>이 있고, 

 각 버전 xk의 값은 다음과 같은 2개의 타임스탬프와 함께 유지한다. (TS는 타임스탬프의 약어)   

구분 설 명 

read_TS(xk) 
버전 xk를 성공적으로 읽은 트랜잭션 중에서 제일 큰 타임스탬프 

(가장 최근 스탬프임)   

write_TS(xk) 버전 xk를 생성한 트랜잭션의 타임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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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MVCC)  

 

다. 데이터 (혹은 데이터 아이템이라고 표현함)는 다음의 각 여러 버전을 유지함.  

 각 다중 버전 기법에서는 각 데이터 x에 대하여, 여러 버전 <x1, x2, x3, .. Xm>이 있고, 

 각 버전 xk의 값은 다음과 같은 2개의 타임스탬프와 함께 유지한다. (TS는 타임스탬프의 약어) 

 

 

 

 

 

 라. 읽기 원리 예.  

 트랜잭션 Ti가 read(x) 연산을 요청할 때,  x의 모든 버전 read_TS(xk)가 가장 크고, 

 write_TS(xk)보다 클 때, 읽음.  

 또한, read_TS(xk)와 트랜잭션 Ti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x의 버전이 설정된다.  

구분 설 명 

read_TS(xk) 
버전 xk를 성공적으로 읽은 트랜잭션 중에서 제일 큰 타임스탬프 

(가장 최근 스탬프임)   

write_TS(xk) 버전 xk를 생성한 트랜잭션의 타임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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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낙관적 검증(Validation) 기법(Schema) – RVE가 키워드임! 

 가. 낙관적 검증 기법의 정의 

   - 트랜잭션 수행 동안은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고, 트랜잭션 종료 시에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기법 

  나. 특징 

   - 트랜잭션 수행 동안 그 트랜잭션을 위해 유지되는 데이터 항목들의 지역 사본에 대해서만 갱신이 

      이루어짐 

   - 트랜잭션 종료 시에 동시성을 위한 트랜잭션 직렬화가 검증되면 일시에 DB로 반영함 

   다. 낙관적 검증 기법의 구성도 

판독(읽기 단계) 

(Read Phase) 

확인단계 

(Validation Phase) 

기록단계 

(Execution Phase) 

Buffer(메모리)에서 수행 검증 디스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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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동시성 제어를 위한 제언 

 가. 웹 페이지 등의 조회를 중심으로 처리하는 업무는 바로 실행가능하고, 조회만 처리하므로  

      Timestamp Ordering 방식 추천. 

 나. 업무적인 구분이 명확하여 서로 중복이 거의 없다면, Validation 동시성 제어 기법 적용 권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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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Phantom Conflict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8회 1교시)  

 

2. 데이터베이스의 Isolation Level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제 예상 문제) 

 

 

 

 

 

 

 

 

 

 https://en.wikipedia.org/wiki/Isolation_(database_systems)#Repeatable_reads  

7. Isolation Level(고립성 수준) 

https://en.wikipedia.org/wiki/Isolation_(database_systems)#Repeatable_reads
https://en.wikipedia.org/wiki/Isolation_(database_systems)#Repeatable_r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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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트랜잭션의 격리성(Isolation)의 개요 

가. 트랜잭션 격리성(고립성)의 정의 

 - 데이터베이스의 갱신과 관련하여 트랜잭션은 가지는 4가지 특징 중의 하나로서, 실행 중인 트랜잭션의  

   중간결과를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는 성질 

나. 낮은 단계의 격리성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 

  

 

 현상 설명  

Dirty Read 

(중간값 읽기) 

-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 수정됐지만 아직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읽는 것 

- 변경 후 아직 커밋되지 않은 값을 읽었는데 변경을 가한 트랜잭션이 최종적으로  

  롤백된다면 그 값을 읽은 트랜잭션은 비일관된 상태에 놓이게 됨 

Non-Repeatable 

Read 

- 한 트랜잭션 내에서 같은 쿼리를 두 번 수행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트랜잭션이  

  값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바람에 두 쿼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T1이 한 행을 읽고, 다시 그행을 읽을 때, T2가 수행되어, 반복적인 값이 읽을 수 

없음)  

Phantom Read 

(팬텀 읽기) 

- 한 트랜잭션 내에서 같은 쿼리를 두 번 수행했는데, 첫 번째 쿼리에서  

  없던 유령(Phantom) 레코드가 두 번째 쿼리에서 나타나는 현상 

[예시] 

- T1 트랜잭션이 지역별고객과 연령대별고객을 연속해서 집계하는 도중에 새로운  

  고객이 T2 트랜잭션에 의해 등록되었다. 그 결과, 지역별고객과 연령대별고객  

  두 집계 테이블을 통해 총고객수를 조회하면 서로 결과 값이 다른 상태에  

  놓이게 된다. 



87 

II. 데이터베이스의 Isolation Level의 종류(RRRS 라고 암기) ★ 

 - ANSI/ISO SQL표준(SQL92)의 4가지 Transaction Isolation Level (트랜잭션 격리성 수준) 

 
격리성 수준 내용 

Read Uncommitted 
- 트랜잭션에서 처리 중인 아직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읽는  

  것을 허용(the lowest isolation level) 

Read Committed 

(Oracle 기본) 

- 트랜잭션이 커밋되어 확정된 데이터만 다른 트랜잭션이 읽도록 허용 

- Dirty Read를 방지할 수 있지만, Non-Repeatable Read와  

   Phantom Read 현상을 막지는 못함(select 시에 락 안걸림) 

Repeatable Read 

(My SQL 기본, 

반복읽기) 

- 트랜잭션 내에서 쿼리를 두 번 이상 수행할 때, 첫 번째 쿼리에 있던 레코드가    

  사라지거나 값이 바뀌는 현상을 방지(읽기 Lock이 걸림/업데이트 대기) 

- 선행 트랜잭션이 읽은 데이터는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까지, 후행 트랜잭션이 

  갱신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불허하는 레벨.  

- Phantom Read 현상을 막지는 못함 

Serializable 
- 트랜잭션 내에서 쿼리를 두 번 이상 수행할 때, 첫 번째 쿼리에 있던 레코드가    

  사라지거나 값이 바뀌지 않음은 물론 새로운 레코드가 나타나지도 않음 

고립성 수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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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데이터 언어(Data Language) 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제 예상문제) 

 

2. 관계 DMBS의 외래키에 관한 다음사항을 설명하시오 

  1) 외래키의 목적과 장단점 

  2) 외래키 정의 방법 

  3) DDL 문장 작성 (Customer.SID 가 Order.C_ID의 외래키)" 

 

8. 데이터 언어(Data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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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BMS와의 통신수단, 데이터 언어 

- 사용자와 DBMS 간의 통신수단으로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DDL), 조작(DML), 제어(DCL)를 위한 언어 

 

II. 데이터 정의어(DDL, Data Definition Language) 

가. 데이터 정의어의 정의 

 -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거나 수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나. 데이터 정의어의 특징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데 사용 

 - 논리적 데이터 구조를 정의(스키마, 외부 스키마 기술) 

 - 물리적 데이터 구조를 정의(내부 스키마 기술) 

 - Create, Drop, Alter 

 
• CREATE TABLE 테이블이름 ( 

 컬럼명1 DATATYPE [DEFAULT 형식], 

 컬럼명2 DATATYPE [DEFAULT 형식], 

 컬럼명3 DATATYPE [DEFAULT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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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 조작어 (DML, Data Manipulation Language) 

가. 데이터 조작어의 정의 

 - 사용자가 DBMS로 하여금 원하는 Data를 처리하도록 명세하는 언어 

 -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와 DBMS 사이의 통신 수단. 데이타 처리 연산의 집합(검색, 삽입, 삭제, 변경 연산) 

 

 나. 데이터 조작어의 특징 

  - 사용자와 DBMS간 인터페이스를 제공 

  - 데이터 검색, 삽입, 삭제, 변경을 포함 

  - Select, Insert, Delete,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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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L Type 설명 예제 

INSERT 

(삽입) 

• 구문1 

INSERT INTO 테이블명(COLUMN_LIST) 

VALUES (VALUE_LIST); 

• 구문2 

INSERT INTO 테이블명 

VALUES (VALUE_LIST); 

INSERT INTO PLAYER (PLAYER_ID, 

PLAYER_NAME, TEAM_ID) 

VALUES (‘2002007’, ‘박지성’, ‘K07’); 

UPDATE 

(수정) 

• 구문 

UPDATE 테이블명 

SET 수정되어야 할 컬럼명 = 값; 

UPDATE PLAYER 

SET POSITION = ‘MF’; 

DELETE 

(삭제) 

• 구문 

DELETE FROM 테이블명; 
DELETE FROM PLAYER; 

SELECT 

(조회) 

• 구문 

SELECT [ALL/DISTINCT] COLUMN_LIST 

FROM 테이블명; 

• ALL : Default 옵션이므로 별도 표시하지 않음, 중복 출력 

• DISTINCT : 중복된 데이터 1건으로 처리해서 출력 

SELECT PLAYER_ID, PLAYER_NAME, 

TEAM_ID 

FROM PLAYER; 

데이터 조작어 (DML, Data Manipulation Language)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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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데이터 제어어 (DCL, Data Control Language) 

 가. 데이터 제어어의 정의 

   -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하기 위한 데이터 제어를 정의하고 기술하는 언어 

   - Commit, Rollback, Revoke, Grant  

 

나. 데이터 제어어의 내용 

 
구분 설명 

데이터 보안(Security) 불법적인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보호 

무결성(Integrity) 데이터의 정확성 유지 

회복(Recovery) 시스템 장애에 대비 

병행수행제어(Concurrency Control) 여러 사용자가 DB에 동시 접근 가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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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전국단위 금융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은행이 분산데이터베이스의 참조구조에 대한 자문을 요청 

    하였다. 분산데이터베이스 참조구조에 대해 자문할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하시오. 

     (정보관리 80회 4교시) 

 

10. 2PC  
I. DB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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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분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의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2PC의  개요. 

 가. 2PC (Phase Commit) 의 정의 

    - 분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원자성(All or Nothing)을 보장하기 위해 분산 트랜잭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노드가 Commit 하거나 Rollback 하는 메커니즘 

  나. 2PC의 필요성 

    - 분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는 Commit과 Rollback만으로 여러 지역에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의 일
관성이 보장되지 않음 

    -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모든 지역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이 성공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에 트랜잭션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다. 2PC의 특징 

   -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단계를 거칠수록 신뢰도는 증가하지만, 반대로 오버헤드도 증가함 

I. DB 기본 

9. 2PC  

2PC 
3PC 

nPC 
데이터 정확성 

트랜잭션 복잡성, 오버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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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주    요    개    념 

서버 

(Server) 

 분산 트랜잭션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 

 조정자 또는 참여자임 

조정자 

(Global Coordinator) 

 분산 트랜잭션에 참여하는 참여자 목록을 가지며 

  분산 트랜잭션 및 Global Commit 을 시작하는 첫 번째 노드 

지역 노드 

(Local Node) 

 분산 트랜잭션에서 지역(local)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서버 

 조정자의 존재를 알고 그 결정을 따름 

Commit Point Site 
 Commit에 관련된 원격 Site(들). 

 분산 트랜잭션에 관여한 노드 – Commit, Rollback을 수행하는 노드 

클라이언트 (Client)  다른 노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노드 

II. 2PC를 위한 분산 트랜잭션의 구성요소와 동작절차 

가. 2PC를 위한 분산 트랜잭션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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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PC를 위한 분산 트랜잭션의 구성요소와 동작절차 

나. 2PC  동작절차 

Global  
Coordinator 

지역 노드1 지역 노드1 지역 노드2 지역노드 N 

① Commit 요청 

② Commit Point Site 결정 

③ Prepare 메시지 전송 ④ Prepare 메시지 응답 

⑤ Commit/Rollback 명령 

ㆍㆍㆍ 

단 계 수행 내역 

Phase 1(Prepare)  

준비 단계 

- 한 지역 노드에서 Commit 을 요구 

- Global Coordinator가 commit point site(관련된 원격 사이트) 결정 

- Global Coordinator가 Prepare 메시지를 전송하고, 원격 노드는 Prepare 

  메시지에  응답  수행 , 즉  각  사이트의  트랜잭션  매니저는  실행완료  
  혹은 Abort 수행 

Phase 2 

(Commit 단계) 

- 모두의 Commit 되었다는 메시지는 받았을 경우에는 Commit 을 명령함. 

- 결정을 내려야 하는 Coordinator 가 다른 노드로부터 에러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Rollback 명령함. 즉, 조정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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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PC 구축 시 고려 사항 

 가. 다단계로 증가 시에 분산 트랜잭션의 신뢰성은 증가하지만, 오버헤드는 증가하므로 적정 수준을 

      결정 

 나. TP-monitor 등의 트랜잭션 관리를 위한 미들웨어 제품 필요. ‘끝’ 

 

[참고] 트랜잭션 처리를 감시/제어하는 미들웨어로서 OLTP 시스템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능은 크게 나누어 데이터 인티그리티를 보증하기 위한 기능과 많은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의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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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관계DMBS의 외래키에 관한 다음사항을 설명하시오 

  1) 외래키의 목적과 장단점 

  2) 외래키 정의 방법 

  3) DDL 문장 작성 (Customer.SID 가 Order.C_ID의 외래키) 

     (조직응용 95회 4교시) 

 

2. 아래의 스키마에서 동명이인이 없다는 가정하에 키(Key)의 종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72회 1교시) 

 

3. 데이터베이스에서 Key의 본질적 제약과 내재적 제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2회 1교시) 

 

10. Key의 종류  
I. DB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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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을 찾거나 순서대로 정렬할 때 기준이 되는 속성, 키의 개요 

 가. 키(Key)의 정의 

- 릴레이션에서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의 집합 
- 릴레이션의 특성에 따라 전체 속성에 의해 튜플들은 유일하지만 일부 속성의 집합인 키만으로도 유일 
   하게 식별가능 

나. 키의 특징(유최) 

- 유일성(Uniqueness) : 속성의 집합인 키의 내용이 릴레이션에서 유일하다는 특성 

- 최소성(Minimality) : 속성의 집합인 키가 릴레이션의 모든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속성들로 구성된다는 특성 

II. 키의 유형(후기대) 

I. DB 기본 

10. Key의 종류  

종류 설명 

후보키 릴레이션에서 튜플의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속성들의 집합 

기본키 여러 후보키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지칭 

대체키 여러 개의 후보키 중 기본키로 선정되고 남은 키 

슈퍼키 
- 릴레이션내에 튜플의 유일성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속성들의 집합 
- 최소성을 만족시켜 주지는 않음('고유하게 식별하는 모든 조합: 불필요한 속성 추가‘) 

외래키 어느 릴레이션의 속성의 집합이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로 이용되 는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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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례를 통해 본 외래키의 정의방법 

 

 

 

 

 

 

 

 

 

 

 

 

 [참고] 키의 포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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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 모델링의 무결성을 위한 Key의 제약  

제약 유형 설명 구현 형태 

본질적 제약 

- 데이터 모델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한 제약 

- 반드시 주 키(primary key)가 있어야 하고 테이블의  

각 셀이 단일 값을 가짐(1차 정규화의 의미) 

- Primary Key, Unique Key 

내재적 제약 

- 데이터의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고 오류를 방지 

-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에 지정하는 제약 

- 영역 제약, 참조 무결성 제약 

- Foreign Key 

- Check, Default, Not null 

명시적 제약 - 프로그램에 명시하거나 사용자의 수작업으로 생성. - Program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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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DB 유형  

1. 분산 DB 

2. Embedded DB 

3. Multimedia DB 

4. XML DB 

5. 공간 DB 

6. 메인 메모리 DB 

7. 모바일 DB 

8. 로우, 칼럼 기반 DBMS 

9. No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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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중복투명성(Replication Transparency). 

    (정보관리 80회 1교시) 

 

2. 분산DB구조, 설계방안  

    (조직응용 71회 1교시) 

 

3.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3가지 설계 전략을 비교하고,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갖추어야 할 4가지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2회 2교시) 

 

1. 분산 DB  
II. DB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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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직의 분권화 및 지역화에 따른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의 구현, 분산 DB의 개요. 

 가. 분산 DB (Distributed Database) 정의 

  -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하나의 가상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베이스 

  - 논리적으로 하나의 가상 시스템으로 구현 되어 있으나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분산화된 형태로  

    관리되는 데이터 베이스 

  - 논리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에 속하지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모임.  물리적 Site 분산, 논리적으로 사용자 통합·공유  

나. 분산 DB 의 목적 (DB의 대규모로 인한 발생 배경) 

  - 데이터 처리의 지역화 : 통신비용의 감소 및 데이터 처리 집중화 방지 

  - 데이터 운영 및 관리의 지역화 :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집단이 관리 

  - 데이터 처리 부하의 분산 및 병렬 데이터 처리 : 데이터 처리 속도 향상 

  - 데이터의 가용도와 신뢰성 향상 : 데이터를 복제 

II. DB 유형 

1. 분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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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산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 

II. DB 유형 

1. 분산 DB  

구분 세부구분 설명 

장점 

지역 자치성 분산된 지역DB의 고유의 데이터 관리 제어 자치적 행사 가능 

점증적 확장 확장시 서비스 중단 없이 새로운 사이트 추가 용이 

신뢰성과 가용성 데이터의 중복 관리로 한 지역의 장애도 가용성 증가 

단점 

개발 비용증가 분산데이터베이스 SW의 개발이 복잡성 증대됨 

오류 잠재성 증대 병렬적 운영으로 알고리즘의 정확성 확인이 어려움 

저리 비용증가 투명성 제공을 위해 지역간 메시지교환 및 조정 등 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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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산 DB의 투명성(Transparency) 

가. 분할 투명성 (단편화)  

    - 하나의 논리적 Relation이 여러 단편으로 분할되어 각 단편의 사본이 여러 site에 저장 
    - 장점 : Workload 분산으로 통신망이나 공통 서비스의 Bottle Neck 방지,시스템 성능 향상 효과 
    - 단점 : Fragmentation을 위한 충분한 설계 기술 필요 
 
 나. 위치 투명성   
    - 사용하려는 Data의 저장 장소 명시 불필요. 위치정보가 System Catalog에 유지되어야 함 
    - 장점 : Application logic 간단, Data는 site간 이동이 자유로움  
    - 단점 : Data 이중처리로 속도 저하, 저장공간낭비  
 
 다. 지역사상 투명성 : 지역DBMS와 물리적 DB사이의 Mapping 보장. 각 지역시스템 이름과 무관한 이름  
      사용 가능 
    - 장점 : 기존 Local DB 기반으로 하여 상향식으로 점진적 확정이 가능  
    - 단점 : 이질 시스템간 구현 복잡 
 
 라. 중복 투명성 : DB 객체가 여러 site에 중복 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는 성질  
    - 장점 : 질의응답 성능 개선, Data 일관성 유지는 사용자와 무관하게 시스템이 수행 
    - 단점 : 갱신전파 overhead, 추가 기억 공간 필요 
 
 마. 장애 투명성 : 구성요소(DBMS, Computer )의 장애에 무관한 Transaction의 원자성 유지 
    - 분산 DB는 중앙집중방식보다 훨씬 복잡함 
    - 사유 : 개별 지역 시스템의 손상, 통신망의 실패, 분산 실행(2PC) => 각각 복구 방법 다름 
 
 바. 병행 투명성 : 다수 Transaction 동시 수행 시 결과의 일관성 유지  
    - Time Stamp, 분산 2단계 Locking을 이용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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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개념 특징 

위치 투명성 
사용하려는 Data의 저장 장소 명시 불필요. 
위치정보가 System Catalog에 유지되어야 
함 

-Application logic 간단, Data는 site간 이
동이 자유로움 
-Data 이중처리로 속도 저하, 저장공간낭
비 

중복 투명성 
사용자는 DB 객체 및 정보가 여러 site에 
중복 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는 성질 

-질의응답 성능 개선, Data 일관성 유지는 
사용자와 무관하게 시스템이 수행 
-갱신전파 overhead, 추가 기억 공간 필요 

병행 투명성 
다수 Transaction 동시 수행 시 결과의 일
관성 유지 

-Time Stamp, 분산 2단계 Locking을 이용 
구현 

분할 투명성  
하나의 논리적 Relation이 여러 단편으로 
분할되어 각 단편의 사본이 여러 site에 저
장 

-Workload 분산으로 통신망이나 공통 서
비스의 Bottle Neck 방지,시스템 성능 향상 
효과 
-Fragmentation을 위한 충분한 설계 기술 
필요 

장애 투명성 
구성요소(DBMS, Computer )의 장애에 무
관한 Transaction의 원자성, 시스템 유지 

-분산 DB는 중앙집중방식보다 훨씬 복잡
함 
-개별 지역 시스템의 손상, 통신망의 실패, 
분산 실행(2PC) => 각각 복구 방법 다름 

지역사상 투명성 
지역DBMS와 물리적 DB사이의 Mapping 
보장. 각 지역시스템 이름과 무관한 이름 
사용 가능 

-기존 Local DB 기반으로 하여 상향식으로 
점진적 확정이 가능 
-이질 시스템간 구현 복잡 

위복병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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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산 DB의 구조 

분산 
DBMS 

Client 
분산 

네트워크 

지역  
DBMS 

지역  
DBMS 

DB 

DB 

질의 

응답 

메시지 교환 

투명성, 2PC 

사용자 통합 제어 DB Node 분산 

- 분산 DBMS는 여러 지역에 나누어진 Local DBMS를 하나의 커다란 광역 DBMS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Local DBMS는 질의처리기, 동시처리, 보안처리기, 복구관리기, 저장장치관리기 등 5개의 주요 Module 

   로 구성, OLTP의 기본 성격인 ACID를 지원함. 

지역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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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산 DB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가. DB 모델 및 DB 언어간 이질성 문제 : 가장 어려운 문제 
    - 객체지향 모델을 공통 Data 모델로 정하고 이를 통한 분산 DBS 구현 
    - 표준화된 공통 조작언어 사용 :  SQL-3   
    - 분산질의 처리 최적화 전략 : 통신처리 최소화, 병행처리 최대화 
 나. 분산 트랜잭션 관리 기법의 이질성 해결 
    - 원칙 : Local Transaction 관리기법 보장, Global Operation가능 
    - 분산 병행제어 및 전역 Deadlock 관리 : 2PL, Time stamping 등 검토 
    - 분산 회복처리 필요 : 2단계 Commit 
 다. 분산 System의 보안 문제 
    - 전역/지역 보안정책 병행, 분산 DB내 표준화된 보안절차 필요 
    - Network 보안 문제 해결 : 암호화, 인증, 접근제어, 인터넷 연동시 : 방화벽 구축, Security   
       Protocol (IPSEC, SSL) 
 라. 중복 Data 관리 
      1) 연결된 site 즉시 전파 :  연결된 사이트에 대해서만 갱신을 즉시 전파 
        - 갱신 당시 연결이 안된 사이트의 리스트를 유지하여 재 연결 시 재시작 프로세스가 해당  
           리스트들에 갱신을 수행 
      2) 기본 사본(primary copy) 방법 : 각 객체에 대해 하나의 사본만을 기본 사본으로 지정 
        - 갱신 연산은 우선 기본 사본에 대해서 수행됨 
        - 단점: 기본 사본을 지닌 사이트가 단절되면 해당 객체를 얻을 수 없게 됨 
 마. 분산 위치관리  
      1) 중앙 집중 방식 : 전체 카탈로그를 하나의 중앙 사이트에만 저장 
      2) 완전 중복 방식 : 전체 카탈로그를 각 사이트에 완전히 중복 
      3) 분할 방식 : 각 사이트는 해당 사이트의 객체에 대한 카탈로그를 유지 
      4) 중앙 집중 방식 + 분할 방식 
 바. 일반적인 Network 관련 문제 
      - 통신 Link 속도 저하, 접근 지연시간 증가 
      - 통신 관련 Message 처리 비용 증가 및 Network 보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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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3가지 설계 전략 비교  

항목 Top-Down Bottom-Up Hybrid 

개념 
전체 DB설계 후 지역DB를 

설계하는 전략 

지역 DB을 설계한 후 전체 

DB을 통합 구축하는 전략 

Top-Down과 Bottom-Up을 혼

합한 전략 

DB환경 동질 DB 이기종 DB 동질DB , 이기종 DB모두 

고려사항 
수평분할, 수직분할 

완전중복, 부분중복 

유사성 문제, 충돌문제, 불

일치성 

분할, 중복, 통합, 유사성 문제, 

충돌문제, 불일치성 

활용 
주로 신규 분산DB 구축시 

활용 

기존의 DB의 통합 연계시 

활용 

기존 이기종 분산 DB에 신규 

분산동일 DB확장시 

공통 분할과 할당, 복제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의 관리 이루어지도록 설계됨 

제약사항 
 

적음                                                                                          많음 

복잡성 
 

낮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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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임베디드 DB 

    (조직응용 74회 1교시) 

 

2. 최근 모바일기기 등과 같은 내장형(Embedded) DBMS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DBMS와 비교하여 내장형 DBMS가 가져야 할 중요한 특징 3가지를 설명하시오. 

    (조직응용 72회 4교시) 

2. Embedded DB  
II. DB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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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mbedded System에 탑재되어 운영되는 DBMS, Embedded DB의 개요. 

 가. Embedded DB 정의 

   - 제한된 메모리와 성능을 가지고 특정기능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든 DB 

 나. Embedded DB 필요성 

   - 상용 DB의 메모리와 성능환경이 임베디드 시스템에 부적합 

   - 제한된 정보관리 환경에 부합된 특수목적 DB 요구 

   - 통신기능을 가지는 Mobile Device 대중화와 Mobile Device내에서의 많은 데이터처리 필요 증대 

 다. Embedded DB 의 기술적 특성 

2. Embedded DB  
II. DB 유형 

구분 내용 

Small Footprint 

- 대부분 최소한의 RAM 및 DISK 사용, Overhead를 줄이기 위해 필수 기능만 포함 

- In information technology, a footprint is the amount of space a particular  
   unit of hardware or software occupies. 

상호 호환성 - 서로 다른 Device간 통신 필요, 중앙 DB와의 통신 필요 

이식성 - Embedded System의 다양한 Platform에 DB 포팅이 요구됨 

성   능 - 실시간 OS에서는 특히 중요 

보안성 - 다중사용자 환경에서 암호화, 접근제어 등의 보안요소 구비 필요 

관리성 - 관리가 수월하여야 함 

   Footprint: 컴퓨터가 차지하는 최소한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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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mbedded DB의 구조 및 RDBMS와의 비교 

 가. Embedded DB의 구조 

 

 

 

 

 

 

 

 

 나. Embedded DB와 RDBMS 비교 

Embedded SQL 

스토리지 서버 인터페이스 

트랜잭션 

매니저 

Concurrency 

Control 
Manager 

Recover 

Manager 

Main Memory 

Resident Database 

Log 

Buffer 

데이터베이스를 디스크대신 

메인 메모리에 상주하여  

효과적인 알고리즘 수행과 

최소의 디스크 I/O로 성능을 

향상시킨 DB 

구 분 Embedded DB RDBMS 

위치 메모리 하드디스크 

버퍼링 불필요 필요 

Transaction 

Hard Transaction 

반드시 시간제약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중대한 손실 가져옴 

Soft Transaction 

마감시간 못지켜도 수행결과가 어느 정도 

가지 있는 구조 

인덱스 T-Tree B-Tree 

특성 
- 정해진 시간 내의 트랜잭션 수행 

- 작은 사이즈 설계(Footprint) 

-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 규모에 따라 크기가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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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임베디드 DB의 동기화 

 가. 동기화 (Synchronization) 

  - 임베디드 DB에서의 변경 또는 서버 측 DB의 변경이 있는 경우, 두 DB간의 데이터 일관성 유지방안 

 

 나. 동기화 방법 

 

 

 

 

 

  1) 동기화 세션 초기화 전에, 데이터베이스들이 일치된 상태인지 검증 

  2) 동기화 도구 (Console) 이나 응용 API를 이용하여 초기화 및 동기화 작업 수행 

  3) SYNCML (Synchronization Markup Language)를 통한 동기화 기법 

      (OMA 표준; Open Mobile Alliance)  

임베디드  
시스템  

DB  
동기화 도구 또는 API  

백엔드  
서버  
DB  

변경사항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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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멀티미디어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은 이미지 데이터의 인덱스 등을 구성한다. 이를 구축시 피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시오. 

    (조직응용 74회 2교시) 

3. Multimedia DB  
II. DB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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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비정형자료를 효율적으로 검색, 관리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DBMS의 개요. 

 가. 멀티미디어 DB의 정의 

   - 대용량과 복잡성 가진 멀티미디어 비정형 자료를 효율적으로 검색/관리하고자  개발된 DBMS 

 나. 멀티미디어 DB의 등장배경 

   - 비정형/멀티미디어 Data 증가로 인해 기존 DBMS의 한계 

   - 네트워크 대역폭 확대 

II. 멀티미디어 DB의 구축방법 

II. DB 유형 

3. Multimedia DB  

구축 방법 주    요    내    용 

파일 기반  
 단순한 검색 위주의 VOD (Video On Demand) 등에 이용됨. 

 Data 동시 접근 권한 회복기능 지원 곤란 (DBMS 기능 미사용) 

RDBMS 기반  

 CLOB (Character Large Object) 필드에 ASCII 텍스트 데이터를 저장 

 BLOB (Binary Large Object) 필드에 이미지/비디오/오디오 저장 

 완전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어려움 

OODBMS 기반 

 사용자 정의 클래스, 사용자 정의 메소드 정의 기능을 이용해 미디어별 클래스를   

  정의함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호환성 문제 

ORDBMS 기반 
 모노 미디어 저장을 위한 CLOB, BLOB 필드를 지원함 

 사용자 정의 타입, 함수를 이용해 미디어별 타입을 정의함 

일종의 Long Row 개념임 



117 

3. 멀티미디어 DB의 처리과정 및 질의 종류 

 가. 멀티미디어 DB질의 처리과정 

 

 

 

 

 

 

 

 

 

 

 

  -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반복적으로 질의를 처리하는 구조가 요구 

  - 검색을 원하는 멀티미디어 요소의 명확한 기술(description)을 위하여 질의 생성시에 사용자로부터 

     여러가지 입력을 받는 과정 추가됨 

기존 DB 질의 처리과정 멀티미디어 DB 질의 처리과정 

 

 

 

DB 
검색도구 

API 

질의 생성 

질의해석, 최적화 수행 

질의결과 생성 

DB 
검색도구 

질의 명세 입력 및 수정 

멀티미디어 질의언어 

가중치 및 불확실성 요소 

질의해석, 최적화 수행 

질의결과 생성 
순서화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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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멀티미디어 DB질의 종류 

     (1) 속성질의 

        - 멀티미디어 정보를 기술하는 여러 속성 값을 주고 그에 부합하는 멀티미디어 요소 검색 

    (2) 내용기반질의  

       - 멀티미디어 정보를 기술하는 여러 특징을 주고 그에 부합하는 멀티미디어 요소 검색 

    (3) 구조질의 

       -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멀티미디어 정보에 대해 구조에 대한 조건을 주고 이것에 일치하는  

          정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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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XML문서 저장방법 중 관계형 DB, 객체지향 DB, native DB 방식의 특징, 장단점 비교 설명하시오. 

    (조직응용 74회 1교시) 

4. XML DB  
II. DB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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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XML 데이터를 저장, 검색,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가. XML DB 정의 
   - XML 문서를 효율적으로 저장, 교환, 표현하고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 문서 및 데이터에 대한 Well Formed/ Validation 지원(Parser 및 엔진) 
 
 나. XML DB 필요성 
   - 웹 문서 및 컨텐츠 증가로 인한 데이터 관리가 어려워 짐 (문서유형 복잡)  
   - 인터넷 환경에서 데이터 교환/ 저장 관리비용 증가 
   - 플랫폼에 독립적이고 정형/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편리하고 효율적 관리 필요 
  
 다. XML DB  특징 
   - 계층적 구조의 특성지원 : DTD, XML 스키마 생성  
   - 데이터 교환시 저장구조 변경의 최소화 및 XML 문서 구조 그대로 저장 가능 
   - 문서는 데이터중심(Data-Centric),문서중심(Document-Centric),혼합문서로 분류  
 
 라. XML DB  기술분류 

II. DB 유형 

4. XML DB  

XML 저장기술 
-관계형 테이블을 이용한 저장기법(DOM-Tree) 

- XML 전용 저장기법(XML 문서의 Collection 효과적 관리) 

질의기술 
-기존 SQL (Structure Query Language) 확장 

- XML  질의 인덱스,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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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XML DB의 구성 

가. XML DB 구성 개념도 

 

 

 

 

 

 

 

 

 

나. XML DB  구성 유형 

XML 문서 
& 

Application 
 

Parser 
(DOM/SAX API) 

Mediator 
/Wrapper 

ORDBMS 

XML전용DBMS 데이터베이스 

SQL 

테이블형 자료저장
(CLOB, BLOB) 

Tree 구조 자료저장 

XML 질의(객체호출) 

표현 질의처리 및 관리 저장 

XML Name Space 
XSLT 

유    형 내                     용 

객체 관계형 DB 

확장 형 

- 기존 일반 DB 구조를 보존, Wrapper 이용 XML 저장 

- 장점 : 기존인프라 활용, 인덱싱, 대용량처리 

- 단점 : 비정형 XML 문서 질의처리 복잡, 성능저하  

XML 전용 DB 형 

- DTD, XML Schema 자동생성, XML 문서 그대로 저장 

- 계층구조(DOM Tree) : 처리속도 빠름 

- 대용량 데이터 처리성능 미흡, 인덱싱, 동시성제어기능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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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XML DB의 저장기술 

가. 객체 관계형 DBMS 테이블을 이용한 저장 기법 

  - XML 문서단위로 하나의 큰 객체의 단위 또는 작은 단위로 분할 저장 방법지원 

  - 관계형 DBMS 에서는  BLOB, CLOB 데이터 Type의 필드에 저장 

  - XML -> DOM (Document Object Model)표현으로 전환 -> ORDB 모델로 저장(오라클, MS SQL, IBM  

     DB2 등) 

나. XML 전용 저장기법 

  - 텍스트 형식의 표현 과 노드 Tree 형식으로 모델링 됨 

  - XML 문서는 응용프로그램들이 문서를 서로 교환하고 저장하는 기본단위 

  - XML 문서의 컬렉션(Collection)을 효과적으로 관리, 데이터 저장크기 다양함 

  - DB 는 여러 개의 컬렉션으로 구성하고 컬렉션은 여러 개의 XML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컨테이너로  

     동작함(Software AG 사의 Tamino) 

XML 
문서 

Query Processor 

RDBMS 

Native XML Storage 

OODBMS XML DB 

XML DB 

XML DB 

계층구조 

X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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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XML DB의 질의기술 

 가. XML 질의 인덱싱 기법 

   - 계층을 사용하는 전문검색 연산은 계층을 제공 -> 검색공간 절약, 검색의 정확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XML 의 구조정보를 Tree 로 표현, XML 질의어에 Path Operation포함, 효과적 질의지원 

   - 단일인덱스 보다는 다중 인덱스 지원추세 

 

나. XML 질의 최적화(Query Optimization) 

   - 기존 SQL 질의 최적화 기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많이 적용되고 있음 

   - 관계형 DB에 적용할 경우 Optimizer 는 테이블 저장을 위한 블록개수, 레코드개수, 에트리뷰트에  

      서로 다른 값의 개수 , 값에 대한 히스토그램 등을 사용 함 

   - XML 전용 DB 는 구조적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통계정보 중요도가 상실됨 

   - 다양한 구조형태의 구조정보는 Optimizer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극복해야 할 과제) 

 

다. XML 고급질의(Advanced Query) 

   - 전문검색, 문서의 갱신 및 삭제기능 

   - 전문검색 연산을 지원하는 방법 : 역 인덱스(inverted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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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XML DB의 방식 별 비교 

비교 항목 XML Enable DB(DBMS) Native XML DB 

기본 기능 객체 관계형 DBMS XML형태의 데이터 관리 DB 

저장 구조 
XML 문서 자체를 저장 

문서의 구성요소를 필드로 저장 
XML의 계층적이고 구조화된 형태로 저장 

성능 수정 및 검색에 상당한 시간 소요 
Xquery를 이용하여, 데이터 검색이 용이하
며, 검색속도 빠름 

주요 용도 
문서 중심XML문서관리에  

주로 사용 

문서 중심 혹은 데이터 중심XML문서 모두  

사용 가능 

주요 제품 
MS의 SQL Server 2000, 2005 

Oracle의 9i,10g 

• EllipsisDatabase사의 DOM-Safe 

• X-Hive Corporation의 X-Hive/DB 

• Software AG사의 Ta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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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일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71회 4교시) 

5. 공간 DB  
II. DB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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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간 관련 데이터 질의 및 저장에 최적화된,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가. 공간 DB (Spatial DB) 정의 

   - 공간DB는 문자나 숫자 등으로 표현되는 비공간 데이터와 공간객체의  좌표 값으로 표현되는 공간 

      데이터의 집합(지도, 도면) 

나. 공간 DB 특징 

   - 대량의 데이터 :  수백 Giga Bytes 또는 Peta Bytes 이상  

   - 매우 복잡한 구조 

      1) 다차원적 구조 :2차원 또는 3차원, 시공간 차원 

      2) 위상적 구조 -> 위상정보 표현 

      3) 속성과 데이터와의 결합 

   - 다양한 종류의 응용분야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 다양한 공간 연산 

 

II. DB 유형 

5. 공간 DB  

첨단 기술이 올해도 큰 진전을 거듭한 가운데 미국 CNN 방송이 올해 기술 부문의 10대 실패작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CNN은 28일(현지시간) 올해 스마트폰의 크기는 커지고 소셜미디어는 여러 현장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일부 기술은 심각한 실수를 노출했다며 올해의 기술 관련 실패 사례 10가지를 선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
했다. 
 
◇애플 지도 = 애플이 지난 9월 아이폰 5를 출시하며 내놓은 지도는 무수한 오류로 애플의 슬로건인 '생
각하는 대로 작동한다(It Just Works)'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기사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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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간 DB 데이터타입의 유형과 특징 

데이터 타입 저장타입 특           징 

비공간 

(Non-Spatial) 
문자, 숫자 

 크기는 작으나 속성의 개수는 많음 

 특정 속성은 가변적인 길이를 가질 수 있음 

 키 값에 의한 검색이 일반적임 

공간 (Spatial) 점집합 

 몇 개의 점으로부터 수백 개의 점까지 데이터 집합의 크기가  

  가변적임 

 공간 위치에 의한 검색이 일반적인 연산임 

래스터 (Raster) 

자료구조 
이미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며, 관련된 서술정보에 의한 검색이 일반적인   

  연산임 

 격자 모양의 분할된 공간에서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3차원 입체 표현이 가능, Pixel 집합으로 공간 데이터를 표현 

위상 
유도 

(derive) 

 공간객체 사이의 관계임 

 관계는 저장되지 않으며, 효율적인 색인과 클러스터링이 필수적임 

벡터 (자료구조) 이미지  회전 및 방향 입력을 목적으로 공간 정보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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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스템 

파손 회복 

공간색인  

공간 File System 및      저장매체 관리
자 

일반 색인  

공간 연산자  일반  연산자  

동시성제어 

일반질의 처리기  

질의어 분석기  

공간질의 처리기  

질의처리기 

Buffer관리기 

통합질의 처리기  

II. 공간 DBMS 구성요소 



129 

구성요소 기능 

공간연산자 

공간연산: 공간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본연산 

공간연산자의 종류 : 2차원 공간연산 3차원(2.5)공간연산 시공간연산자 위상 

연산자 

공간 질의 처리 및 

통합질의 처리 

최소 비용(자원)으로 공간 질의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질의 수행 계획의 수립 

공간질의 수행: 공간 연산자를 이용한 질의 수행 

통합질의 처리: 공간질의와 속성질의로 분리 

공간 질의 처리 경과와 속성에 관한 질의 처리 결과를 통합 

공간 파일 시스템 및 

저장매체관리자 

저장되는 데이터 포맷 물리적 저장 장소 등을 관리 

가변길이에 대한 처리, 공간 데이터 클러스터링 

공간 색인 

검색: 공간 검색 조건 -> 공간 데이터의 저장 장소 

R-Tree 구조: K차원의 공간객체를 K차원의 사각형 영역 안에 객체가 

포함되도록 하는 기법 

(KPC 기술사회 r-tree 를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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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간 DB 두 가지 유형 

 

 

 

 

 

 

 

 

IV. 공간 DB 향 후 전망 

 가. GIS, GPS, 텔레매틱스, LBS 환경 적용 

 나. 시설물, 설비 분야에 적용 예상         ‘끝’ 

특 징 설 명 

설계 데이터베이스 

- 컴퓨터 자원 설계, 데이터베이스 객체들(빌딩, 자동차, 선반) 설계 정보를 

   저장하는 DB 

- 공간 무결성 제약 조건 (Spatial Integrity Constraint) 이 중요 

지리 데이터베이스 
- 지도와 같은 지리정보를 저장하는데 유용한 공간 DB 

- 래스터 데이터, 벡터데이터의 좌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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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디스크 데이타베이스 관리시스템과 메인메모리 데이타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시오 

    (조직응용 77회 3교시) 

 

2. 주기억장치 데이터베이스(MMDBMS)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MMDBMS의 등장배경 및 특징을 설명하시오. 

  (2)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MMDBMS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3) MMDBMS의 응용분야를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2회 4교시) 

 

3. 하이브리드(Hybrid) MMDBMS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6회 1교시) 

6. 메인 메모리 DB 
II. DB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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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B 유형 

6. 메인 메모리 DB 

 가. 메인 메모리  DB (MMDB, Main Memory DB) 의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주기억 장치에 상주 시킨 데이터베이스 

   - 서버가 부팅됨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메인 메모리에 상주시킨 후, 데이터베이스  연산을 

      수행하는 시스템 

 
 나.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등장배경 
    (1) 기술적인 측면 

      - 메모리 가격의 하락과 대용량 메모리 칩의 개발(1GB 이상) 

      - 비휘발성 메모리인 플래시 메모리의 상품화로 자기 기록매체의 역할 대체 

      - 64비트 주소체계의 CPU의 개발로 메인 메모리 주소 영역이 거의 무한대로 확장됨 

    (2) 비즈니스 환경 측면 

      - 인터넷 컴퓨팅 환경의 보편화로 빠른 응답속도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 

CPU 

DB  Tables 

Main Memory 

BACKUP   DB 

CPU 

BUFFER 
Main Memory 

DB  Tables 

BUFFER 

MMDB 일반 DB 

 가. 메인 메모리  DB 구조 

I. 메인 메모리 DB의 개요 

II.메인 메모리 DB의 구조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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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연산을 메인 메모리에서 수행, 디스크  I/O 발생하지 않음 

   - 데이터조작을 위해 디스크에 접근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향상됨 

   - 주기억 장치에 휘발성으로 인한 오류회복이 주요 해결과제임    

구    분 디스크 기반 DB 메인 메모리 DB 

데이터저장장치 디스크 메인 메모리 

운영목표 데이터의 안정적 운영 트랜잭션의 빠른 수행 

동시성제어 데이터 접근 트랜잭션 중심 인덱스에 대한 동시성 제어 

처리속도 1배 (DB 연산 + 데이터 전송 연산) 10~500배 빠름 (DB 연산 시간) 

Backup 매체 Disk Disk 

Indexing 
알고리즘 

B tree, B+ tree Hashing, T-tree 

Size 제한 하드 디스크 Size Physical Memory Size 

회복기법 Undo / Redo로 로그 관리 하드웨어적인 회복 기법 

 나. 메인 메모리  DB 특징 

III. 메인 메모리 DB와 디스크기반 DB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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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업종별 응용 분야 

업종 내용 특징 

통신 

MMDBMS를 적용(attach)한  
특화솔루션 (HLR, DLR, CSCF, AS,  
MSS, TCS, WPBX, NPDB, GLR) :  
Embedded S/W Module 

SK Telecom, KTF, KT, LG Telecom의 거대 통신사들에  
집중되어 매출이 발생 

Billing(과금 계산/부과) 시스템 
- 통신모듈에 MMDBMS를 내장시켜 특화 
- 솔루션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증시스템 
통신업종에 특화된 MMDB 판매업체와 DDBMS-like  
MMDBMS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판매업체로 나뉘어짐 

LBS(위치기반 서비스) 

증권 

시세 데이터 취합 / 조회 서비스 
현대, 대신, 한화, 삼성 등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직간접  
사용 

주문 체결/조회 실시간 빠른 성능 가능 

주식 및 선물매매 체결시스템 중요한 대부분의 업무에 적용 

종목 분서 및 차트서비스용 대외 접속 시스템에 활용 

인터넷 

채팅서비스 

로또시스템, 플래너스 등 MMDBMS의 사용-효용성이 큼 

다량접속, 빠른 속도 가능 

온라인 로또 시스템 기존 솔루션보다 빠른 인증이 가능 

인맥 전문 사이트 
사용자관리, 과금 시스템 등  서비스를  
체계화하여 여러 게임 개발에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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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MMDB의 한계 및 Hybrid MMDB 

 가. MMDB의 한계 

   - 정보 처리 요구량 증가로 인한 대용량 처리의 한계 (메모리 크기의 한계) 

 

나. Hybrid MMDB 등장 

 

 

 

 

 

 

 

 

 

 

    - 고성능 정보처리와 대용량 정보처리가 동시에 가능함 

    - MMDBMS, DRDBMS, Hybrid MMDBMS등 다양한 구성이 가능함. 

    - MMDBMS의 강점인 빠른 응답 속도와 실시간 데이터 처리, DRDBMS가 제공하는 대용량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배타적인 차이를 극복한 새로운 DBMS 

 

 
 
 

   

MMDBMS

   
   

Disk DBMS

  

   
   

Hybrid MM 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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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Hybrid MMDB 개요 

 

 

 

 

 

 

 

 

 

 ■ 하이브리드 MMDBS의 기술요소 

  요소기술 영역 내용 

성능향상기술 

메모리 로드 초기 구동에 메모리 로딩 및 병렬 적재 기술 

Data 접근 T Tree 인덱스 기술 이용, 물리적 주소 직접 접근 

질의 처리 질의 최적화 알고리즘 메모리 주소 공간 최소화 

안정화 기술 

Data 지속성 휘발성 특징으로 백업 DB로 동기화 

Data 적합성 로깅 및 복구 기술 적용 

시스템 안전성 분산된 DB 로드간 이중화 기술 

사용자 편의
기술 

응용개발 업계표준 JDBC, ODBC 이용 

관리 DB 모니터링 관리 툴 지원 

투명성 메모리 Table 및 Disk Table에 상관없이 사용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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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B 유형 

7. 모바일 DB  

 가. 모바일 DB의 정의 

    - 현장업무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가공후 동기화를 통해 중앙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이동 컴퓨팅기

기에 탑재된DB / 혹은 고속 유선 네트워크, 기지국에 있는 모바일 DATABASE를 말함 

 나. 모바일 DB의 필요성 

    - 기업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기업가치 극대화 및 생존 전략차원 패러다임 변화 

       예) 영업사원 또는 외근직 업무에 필요한 고객방문 및 거리이동에 따른 비용증가 

    - 무선 통신의 발달과, 이동컴퓨팅 기기의 확산 

 다. 모바일 DB의 특징 

    - 소용량 장비에 탑재가능 :제한된 CPU 및 메모리에 최소한의 환경제공 

    -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복제(Replication) 및 동기화 기능(Synchronization) 

    - 내장형(Embedded DBMS) :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의 결합하는 형태로 Mobile 기기에 탑재 

 라. 모바일 DB의 동작원리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독립적으로 데이터 변경  

수정된 복사본을 전송 

상호 수정본 적용 및 동기화 

클라이언트 
(노트북, PDA,  
핸드폰 등 

이동 단말기) 
 
 
 

마스터  
DB 

최초 접속시 동기화 가능 여부 및 기본 SW 다운로드/설치 

I.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 적합화 되었있는, 모바일 DB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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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데이터 정확성 보장기술 

   - 서버내의 기간데이터와 사용자 모바일 디바이스 내의 데이터가 분산 관리되는 형태의  이중화 특성

에 따른 데이터 불일치 발생에 대비한 충동해결방법 메커니즘  

   - 최종 데이터변경시간, 서버측 데이터 우선, 모바일 디바이스 데이터 우선등의 기본적인 데이터충돌 

해결 원칙제공 

 

나. 빠른 데이터 동기화 속도 

   - 네트워크 인프라와 통신대역폭이 취약할수록 사용자의 동기화 속도는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량에 

의해 결정됨 

   - 통신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실시간 데이터 압축기술 사용  

 

다. 모바일 디바이스내의 보안 

   -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암호화 모듈 (ECC적용) 탑재 

   - 사용자가 쉽게 자신의 데이터 암호화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보안장치  

 

라. 사용자 인증표준 및 이어받기 기능 

   - SSO(Single Sign On)와 같은 표준화된 인증서버 기능제공   (Moblie DB동기화 작업시)  

II. 모바일 DB의 동기화 기술 



139 

 가. 모바일 DB 도입방향 

   - 기업내부환경  및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분석 

   - 구축방안사례 : 도시가스 공사의 외근직원을 가스검침 및 설치,  

                           자동차 회사의 영업사원의 현장판매, 물류시스템 등 

 

 

 나. 모바일 DB 활용 개념도 예 

모바일 
단말기 

모바일 
서버 

데트크탑 
PC 

기간업무 및 
 경영지원서버 
(ERP, DBMS) 

모바일
DBMS 

Serial 
Communication 

Wired & wireless 
internet Network 

Internet 
Network 

기업 데이타베이스 

Internet(XML) 

Interface 

(Web 
Contents) 

Mobile 기능 Scope Interface 및 레거시 시스템 

III. 기업에서 모바일 DB 활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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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용량 데이터처리 및 위치기반 서비스 

   - 대용량의 데이터처리를 위해 고속 인터넷환경의 기간데이터베이스와 연계 

   - 현존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활용 극대화 노력 

 

 나.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에서 Mobile DB 

   - Embedded 시스템, RFID(무선주파수식별), IPV6(132bit주소),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반도체칩)  센서 및 칩기술접목 

   - 엄청난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를 해야 하므로 데이터가 발생되는 네트워크 끝 단에서  에지(edge)

컴퓨팅 기술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 

   - 인간중심의 데이터가공, 저장, 공유형태에서 유비쿼터스 기술과 접목하여 비가시적인  내장시스템 

형태로 진화 할 것으로 전망 

  

 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 RTE(Real Time Enterprise) 를 지원하기 위한 IT인프라로 활용가치 가능  

    - UCC 통한 WEB 2.0 구현에 있어서의 기술로 활용 

IV. 모바일 DB 발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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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로우 기반 DBMS와 칼럼 기반 DBMS를 비교 설명하시오. 

   (KPC 모의고사, 2013. 4월)  

8. 로우 기반 DBMS와 칼럼 기반 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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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로우 기반 DBMS와 칼럼 기반 DBMS의 개요 

 가. 로우 기반 DBMS(Row-Oriented DBMS)의 정의 

  -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하는데 있어서 행 기반 저장 방식, 즉 레코드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DBMS 

 

나. 칼럼 기반 DBMS(Column-Oriented DBMS)의 정의 

-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행 기반 저장 방식, 즉 레코드 단위의 저장이 아니라  

   칼럼 기반 저장 방식, 즉 같은 필드의 값들을 모아서 저장하는 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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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로우 기반 DBMS와 칼럼 기반 DBMS의 비교 

 구분 로우 기반 DBMS 칼럼 기반 DBMS 

구조도 

  
- 로우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함 
- 하나의 디스크 페이지에 여러 레코드가  
  저장되는 구조 

  
- 칼럼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함 
- 칼럼 별로 파일이 생성되고 디스크 페이지에
는 동일 칼럼 값들이 연속으로 저장되는 구조 

적용 DBMS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데 적합 연관된 데이터들을 위주로 읽는데 유리 

데이터 조작 
시 단점 

데이터 조회 시 불필요한 칼럼 값도 읽음  데이터 수정 시 여러 군데를 수정하여야 함 

압축 효율 
레코드 단위의 압축은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음 

동일한 도메인 칼럼 값이 연속되므로 압축 효
율이 좋음 

질의 형태 
레코드 단위의 인덱스를 구성하여 랜덤  
액세스에 유리 

칼럼에 대한 범위 선택 질의에 유리 

용도 
- 실시간 온라인 처리(OLTP) 시스템 
- 특정 레코드를 조회하는 질의에 유리 

- 읽기 중심의 대용량 DW나 OLAP 시스템 
- 특정 칼럼의 집계 값을 구하는 질의에 유리 

업무 성격   실시간 업데이트 형태의 거래 배치 형태의 대량의 트랜잭션 처리 

조회 데이터 
일부 데이터의 전체 칼럼 추출 
(SELECT * FROM ~) 

전체 데이터의 일부 칼럼의 집계 데이터 추출 
(SELECT SUM(COL1) FROM ~) 

적용 DBMS - 일반적인 RDBMS (Oracle, DB2 등) 
- DW 전용 DB (Vertica 등) 
- Key-Value 타입의 NoSQL (HBas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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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로우 기반 DBMS와 칼럼 기반 DBMS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 

가. 로우 기반 DBMS와 칼럼 기반 DBMS는 특성이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음. 거래 형태 및 사용 목적에 적합한 DBMS 선택 필요 

나. 두 DBMS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실질적으로는 둘을 병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면,  

    입력 작업은 로우 기반 DBMS에서 수행하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모이면 칼럼 기반 DBMS로 옮긴 후  

     (이때 칼럼 압축 등을 수행) 조회 위주의 분석 작업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함 

다. 최근에는 로우 기반 저장과 칼럼 기반 저장을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DBMS가 출시되고  

     있으며, 필요 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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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NOSQL과 CAP Theorem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3회 1교시) 

 

2. NoSQL의 BASE속성을 ACID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KPC 모의고사) 

9. NoSQL  
II. DB 유형 

카를로 스트로찌(Carlo Strozzi)는 1998년 표준 SQL 인터페이스를 채용하지 않은 자신의 경량 오픈 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NoSQL이라고 명명했다. 스트로찌는 현재의 NoSQL 운동이 “전반적인 관계형 모
델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으므로” NoREL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2009년 초에 라스트 FM의 요한 오스칼손(Johan Oskarsson)이 오픈 소스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논하기 
위한 미트업 행사를 조직하면서,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NoSQL이라고 불렀다. 고전적인 관계형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의 주요 특성을 보장하는 ACID 제공을 주로 시도하지 않은 수많은 비관계형, 분산 데이
터 자료 공간의 등장에 따라 이 이름이 사용되었다. 
 



146 

I. 분산 DBMS환경에서의 고확장성 및 고용량 데이터 처리, NoSQL의 개요 

 가. NoSQL(Not Only SQL)의 정의 

  - 관계형 DB의 한계를 벗어나, Web2.0의 비정형 초고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데이터의 읽기보다 쓰 

    기에 중점을 둔, 수평적 확장이 가능하며 다수 서버들에 데이터 복제 및 분산 저장이 가능한 DBMS 

나. NoSQL의  필요성 

 

II. DB 유형 

9. NoSQL   

구분 설명 

데이터 규모 
의 확대 

SNS와 같이 저장할 데이터가 많고 읽고/쓰기에 대해 기존 RDB가 제약적인 비즈니
스 모델 등장 

Web 2.0 이후 등장한 웹 기반 서비스들이 글로벌로 확장되면서 
데이터의 처리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함 

웹서비스의  
구조변화 

웹 기반 서비스들의 저장할 데이터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화 

사용자의 데이터 요구가 일관적이지 않고 다양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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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NoSQL 의 구성 및 특징 

Key/value 개념 
- key/Value store는 unique 
한 키에 하나의 value를 가
지고 있는 형태 
Put(key,value), value := 
get(key) 형태의 API로 접근 

문서기반: 용어 찾고 -> 페이지를 찾아가는 방법(책의 뒷편 색인 방법) 
EX) 몽고DATABASE(문서기반 데이터베이스): Value: 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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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oSQL의 특징 

특징 설명 

대용량 데이터 처리 페타바이트 수준의 데이터 처리 수용 가능한 느슨한 데이터 구조 제공 

저렴한 클러스터  
구성 

PC 수준의 상용 하드웨어를 활용 다수 서버를 통한 수평적인 확장 및 데이터 복
제 및 분산 저장 가능 

병목 현상 제거 
SQL의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실행 구조와 달리 Key-Value 및 Graph,  
Document 구조의 단순화된 형태 

필요한 만큼의  
무결성 

관계형 DBMS가 논리적 구조 및 ACID의 보장에 초점을 맟춘 반면,  
NoSQL은 무결성 모두 DBMS에 담당시키기 보다 응용에서 일부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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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NoSQL과 SQL의 비교  

구 분 SQL NoSQL 

저장 데이터 
기업의 제품판매 정보, 고객정보 등의 핵심 

정보의 저장 

중요하지 않으나 데이터 양이 많고 급격히 

늘어나는 정보 저장 

환경측면 일반적인 환경이나 분산 환경 등에 사용 
클라우드 컴퓨팅 처럼 수천, 수만대 서버의 

분산 환경 

장점 무결성, 정합성, 원자성, 독립성, 일관성 비용적인 측면과 확장성 기준 

처리방법 오라클 RAC 등으로 분산 처리 방법 페타 바이트 수준의 대량의 데이터 처리 

특징 
고정된 스키마를 가지며 조인 등을  

통하여 데이터를 검색함 

단순한 키와 값의 쌍으로만 이루어져 인덱

스와 데이터가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됨 

사용 예 오라클 RAC(Real Application Clusters) 
구글의 Bigtable, 아마존의 Dynamo, 트위

터의 Cassandr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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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P 이론 

 가. CAP Theorem의 정의 

- 대용량 분산 데이터 저장소는 데이터 일관성(Consistency), 가용성(Availability), 단절내성(Partition  

   Tolerance)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두 가지만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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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NoSQL에 기대하는 특성 

특성 설명 

높은 확장성 점진적으로 노드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파티셔닝을 통해서 가능 

높은 가용성 
(Availability) 

실패의 단일 포인트가 없으며 데이터는 복제되기 때문에 어떤 노드가 죽었을때도 
데이터는 이용이 가능 

높은 성능 
디스크대신 메모리 기반으로 결과는 빠르게 리턴되어야 하며 이는 논-블락킹  
Write와 낮은 복잡성을 가진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음 

원자성 각각의 쓰기는 원자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일관성 
강한 일관성은 필요 없고 결과적인 일관성만 가지면 된다.(Read-Your-Writes 일
관성) 

지속성 데이터는 휘발성 메모리만이 아닌 디스크에서 유지되어야 함 

배포의 유연함 
(Flexibility) 

노드의 추가/삭제는 데이터를 분산하고 수동으로 중재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로드되어야 하며 분산 파일 시스템이나 공유스토리지 요구 같은 제약이나 특수한 
하드웨어 같은 것리 필요없어야합니다. 이기종간의 하드웨어에서 동작 가능해야 
함 

모델링의 
유연함 

Key-Value쌍, 계층형 데이터, 그래프 등 여러가지 타입의 데이터를 간단하게 모델
할 수 있어야 함. 

쿼리의 유연함 
하나의 호출에서 제공된 키에 대한 값이 묶음을 얻는 다중 GET과 키의 특정 범위
에 기반한 데이터를 얻는 범위 쿼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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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NoSQL의 BASE 속성의 정의 

가. Basically Available, Soft state, Eventually Consistency 의 약자로 가용성과 성능을 중시하는 특성 

    을 가진 분산 시스템의 NoSQL의 특성 

나. NoSQL의 BASE 속성 설명 

 
속성 내용 

Basically Available 
- 언제든지 데이터는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속성 

-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가용성을 중시함 

Soft-State - 특정 시점에서는 데이터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속성 

Eventually Consistency - 최종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속성 

In computer science, soft state is state which is useful for efficiency, but not essential, as it can be 
regenerated or replaced if needed. The term is often used in network protocol engineering. 
 
While in general less efficient than well-designed "hard state" protocols when tuned for a particular 
network regime, soft state protocols behave much better than hard state protocols in an 
unpredictable network environment such as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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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NoSQL의 BASE 속성의 정의 

다. BASE 속성과 ACID 속성 비교  

속성 BASE ACID 

적용분야 NOSQL RDBMS, ORDBMS 

범위 시스템 전체에 대한 특성 트랜잭션에 한정 

일관성 측면 약한 일관성 강한 일관성 

중점사항 Availability ‘Commit’에 집중 

시스템 측면 성능에 초점 엄격한 데이터관리 

효율성 쿼리디자인이 중요 테이블 디자인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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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활용되는 SQLite를 설명하시오.  

9. SQLite  



155 

I. 공개 소프트웨어, SQLite의 개념 

가. SQLite의 정의 

- 서버기능 미탑재 경량 데이터베이스로 안드로이드, iOS등 모바일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베이

스 엔진(에스큐엘라이트, 시퀄라이트) 

나. SQLite의 특징(https://ko.wikipedia.org/wiki/SQLite) 

Self-contained 
 ANCI-C로 작성되어 OS 또는 외부 라이브러리 의존도 낮음 
-> very minimal support from external libraries or from the operating  
    system 

Serverless 
 직접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접근하여 서버프로세스 불필요 
 즉, TCP/IP 사용 안함, 응용 프로그램에서 넣어 사용,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 기본 탑재된 데이터베이스 

Zero-configuration 
 설정을위한 설치,구성,초기화, 관리등이 불필요 
 서버프로세스 중지, 기동이 필요없어 서비스 중단 최소화 

Transactional 
 Atomic, Consistent, Isolated, Durable (ACID)이 구현된 Database 엔진 
 프로그램, OS, 전원등의 고장시에도 transaction 무결성 보장 

https://ko.wikipedia.org/wiki/SQLite
https://ko.wikipedia.org/wiki/SQLite
https://ko.wikipedia.org/wiki/SQLite
https://ko.wikipedia.org/wiki/SQLite
https://ko.wikipedia.org/wiki/SQLite
https://ko.wikipedia.org/wiki/SQLite
https://ko.wikipedia.org/wiki/SQLite
https://ko.wikipedia.org/wiki/SQ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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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QLite 구성요소 

가. SQLite 구성도 

-  SQLite version 3.0. 의 핵심엔진과 주요 컴포넌트 (그림참조,https://www.sqlite.org/arch.html ) 

  

Block Diagram Of SQ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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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QLite 구성요소 상세 

구성요소 세부요소 설명 

코어 

인터페이스 
 SQLite 라이브러리 활용을 위한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는 sqlite3_ 프리픽스로 시작 

SQL 명령어 
처리기 

 SQL 문을 제외한 모든 명령은 "." 으로 시작 

 .table (테이블나열)  .exit (sqlite3 종료) 
가상머신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조작하기 위해 디자인된 컴퓨팅 환경 구현 

백엔드 

B-Tree  데이터베이스로 B-tree 로 구현되어 디스크 파일로 저장 

페이저  

(Page Cache) 

 고정길이 청크 단위 데이터파일 입출력 

 기본 청크 사이즈 1024 bytes이며, 512 ~65536 bytes지원 

 rollback, commit 과 데이터파일 locking의 단위 제공 
OS 인터페이스  POSIX와 win OS간 호환을 위한 추상화 계층 

SQL 컴파일러 

토크나이저 
 SQL문을 토큰으로 분리하고 파서에 전달 

 YACC과는 다른 방식으로 토크나이저가 파서를 호출함  

파서  Context 기반으로 토큰에 의미를 부여하고 SQL로 조합 

코드생성기 
 가상머신코드 생성, 내부적으로 많은 sqlite 파일과 함수호출 

 where.c delete.c insert.c select.c 및 build.c 등등 

기타도구 

유틸리티 
 메모리 할당, 문자비교, 심볼테이블, 유니코드 컨버전, 자체프린트

함수, 랜덤넘버생성기 등 

테스트 코드 
 주요 라이브러리,함수등에 assert() 구문 제공 

 순수 테스트를 위한 코드 test1.c ~ test5.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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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QLite 의 활용  

- 임베디드 분야의 높은 안전성과 경량화 서비스 제공에 최적화  

- IoT 적합 : 관리 불필요, 모바일, 셋톱박스, 항공기, 원격 센서, 드론, 의료기기 적합 

- File 기반 application 서비스 환경, sqlite3 기반의 강력한 query API 제공 

- Website database :  SQLite 공식사이트도 SQLite로 구성, 하루 500K의 HTTP request 처리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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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DB 설계  

1. 데이터 모델링 

2. Anomaly 

3. 정규화 

4. 비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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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DB 설계  

A社 승인 A社 거래 PG 승인 = = 

컬럼명 상세 
T 

비고 
참조 Table 참조 column 

티켓번호    ticket ticket_srl 

메인 딜 번호   ticket main_deal_srl   

딜 번호   ticket deal_srl 

주문 번호   ticket main_buy_srl   

거래 구분 정상, 환불       

환불 방법    refund  refund_type  환불거래일 경우에만 기록 

환불 번호   refund refund_srl 환불거래일 경우에만 기록 

금액 ticket amount   

티켓종류 티켓, 배송상품, CS, 핀딜, 배송비 & 신규(3.3.5) ticket ticket_type 티켓종류에 배송비 추가 (현재는 delivery에 포함, 3.3.5 참조)  

CS 처리 여부   ticket is_cs 

CS 구매시 이전 티켓번호   ticket main_ticket_srl   

상태   ticket status_type   

사용한 파트너 번호   ticket use_partner_srl   

환불시 티몬 책임   ticket partner_responsibility   

딜명 main_deal_srl의 상품명 deal title   

옵션명 deal_srl의 상품명 deal option_title 

마켓구분 티몬, 배달       

주문일   ticket created_at   

승인일 승인 & 승인취소 일시 buy   가상계좌 작업에서 buy에 승인일시 추가작업 진행중  

배송일   delivery_info delivery_start_date_at 배송딜일 경우에만 기록 

배송완료일   delivery_info delivery_end_date_at 배송딜일 경우에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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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다음과 같은 사용자뷰(학생별 수강일정표)와 학사운영규칙을 사용하여 데이터모델을 작성하기 위한 

    초기 엔티티(Entity)를 도출하시오. 엔티티별 각 이름과 도출된 사유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정보관리 69회 2교시) 

 

2. 다음과 같은 자료항목과 요구사항처리를 위한 개념적(또는 논리적) ERD를 작성하시오 

  1) 애트리뷰트(컬럼): 총 5개 

    - 사용자ID, 연(yyyy), 월(mm), 일(dd), 조회수 

 

  2) 요구사항 

    - 사용자ID별 조회수 통계작성 

    - 사용자ID기준으로 연, 월, 일자별 조회수 통계작성 

    (조직응용 95회 3교시) 

1. 데이터 모델링  
III. DB 설계 

ERD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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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3. 데이터 모델링의 4단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7회 1교시) 

 

4. 데이터모델링 과정에서 반정규화를 수행하는 이유와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컴시응 101회 1교시) 

 

1. 데이터 모델링  
III. DB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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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추상화 방법, 데이터모델링 개요 

  가. 데이터 모델링(Data Modeling) 정의 

    - 현실세계의 업무 프로세스를 추상화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한 설계과정 

    -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또는 업무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방법  

    - 복잡한 현실세계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추상화하고 나아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표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을 도출해 내는 과정 

   

  나. 데이터모델링 단계 

 

    1)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 DB에 저장해야 될 데이터를 모형으로 표현,  핵심 엔티티 추출, 전체 데이터 모델 골격 생성 

           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 작성 

 

    2)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 엔티티와 어트리뷰트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설계, 스키마 설계, 식별자 확정, 정규화 수행 

 

    3)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실제 구축, 사용할 DBMS 실제 선정, 필드의 데이터 타입과 크기 정의 

           데이터 사용량, 비정규화  

        - 제약조건, 인덱스 정의 

III. DB 설계 

1. 데이터 모델링(Data Modeling)  

개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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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데이터 모델링 단계(3, 4, 5단계) 

III. DB 설계 

1. 데이터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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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데이터모델링의 개념도 

데이터모델링 내용 수준 

개념적 모델링 
추상화 수준이 높고 업무중심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모델링 진행 
전사적 데이터모델링, EA 수립 시 많이 이용 

추상적 
    
 
 
 
구체적 

논리적 모델링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 Key, 속성, 관계 등을 정확하게 
표현, 재사용성이 높음 

물리적 모델링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이식할 수 있도록 성능, 물리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설계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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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데이터모델링의 적용 절차 

프로젝트 단계 시에 진행하는 

주요 DB 구축 단계 

데이터 축 프로세스, Application 축 

프로젝트 단계 시에 진행하는 
주요 DB 구축 단계 

ISP, 기획서, SoW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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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념적 모델링 

  가. 개념적 모델링 정의 

    - 해당 조직의 업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제영역과 핵심 데이터 집합, 핵심 데이터 집합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상위수준의 개략적 데이터 설계작업 

     - DBMS 클래스나 특정 DBMS와 독립적인 개념적 스키마를 기술하는 과정 

 

  나. 개념적 모델링 절차 

주제영역 
도출 

핵심데이터 
집합 도출 

관계설정 

핵심속성도출 

식별자 도출 

업무 
요구 
사항 

논리/ 
물리적 
모델링 

검증(Review) 및 조정 작업 

주제영역? 데이터의 집합, 업무기능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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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념모델의 핵심 엔티티 도출 

    - 업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형태로 주제영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데이터 집합,  

       핵심 업무 프로세스(Business Process)와 대응 됨 

    - 데이터 집합 중 독립중심 데이터 집합이나, 의존중심 데이터 집합이 핵심 데이터 집합 

       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고객 

고객주소 

주문 

주문항목 제품 

핵심데이터 집합대상 

고객 주문 제품 

독립중심 

의존특성 

의존중심 

의존연관 

독립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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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 추가 정리] 

1. 엔티티 자격 요건 

자격 요건 설명 

업무적 필요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업무에서 필요로하는 정보 

 업무에서 필요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여야 한다. 

 예, 환자 엔티티는 병원정보시스템 업무에 필요, 일반회계시스템에는 불필요 

식별성 
 업무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인스턴스가 식별자에의해 한개씩만 존재 

 유일한 식별자에 의해,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집합성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다수의 값 존재 

 인스턴스가 하나만 존재 시 엔티티 선정기준이 될 수 없음 

프로세스에 활용 
 업무 프로세스에 반드시 활용되어야 함 

 CRUD 메트릭 확인, 상관 모델링 시 문제점 도출 

속성을 가짐 
 속성을 포함하고 관계가 성립되는 엔티티 

 주식별자와 일반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엔티티 (관계엔티티 제외) 

관계성 
 다른 엔티티와 최소 한 개 이상의 관계를 가짐 

 업무적 연관성을 가지고 다른 엔티티와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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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 추가 정리] 

2. 엔티티 유형 

분류 유형 설명 

유무형 

유형 엔티티 
 물리적 실체존재, 지속적 활용, 업무적 구분 용이한 엔티티 

 예) 사원, 물품, 강사 엔티티 

개념 엔티티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관리해야할 개념적 정보로 구성 

 예) 조직, 보험상품 엔티티 

사건 엔티티 
 업무수행 시 발생, 다량 발생, 통계 활용 가능 

 예) 주문, 청구 엔티티 

발생시점 

기본 엔티티 

 기본 업무에 존재하는 정보로 관계를 통해 생성되지 않고 독립적  

생성, 타 엔티티의 부모, 고유의 주 식별자 보유 

 예) 사원, 부서, 고객, 상품, 자재 

중심 엔티티 

 기본 엔티티에서 파생되어 업무의 중심 역할, 관계를 통해 행위  

엔티티를 생성 

 예) 계약, 사고, 청구, 주문, 매출 

행위 엔티티 

 상세설계나 상관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도출, 변경이 자주되며 대량의 

데이터 발생 엔티티 

 예) 주문목록, 사원변경이력 엔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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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 추가 정리] 

 

문제 예상) 데이터 모델링의 엔티티 자격요건과 유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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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리적 데이터모델링  

  가. 논리적 데이터모델링 정의  

     - 업무의 모습을 모델링 표기법으로 형상화 하여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 

     -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중심이면서 데이터관점의 모델링  

  나. 논리적 데이터모델링의 주요 Task 

순서 Task 내용 

  

 

 

엔티티타입 도출 기본, 중심, 행위 엔티티타입 도출 

관계 도출 엔티티 타입간의 관계 도출 

식별자 도출 PK, FK, UK, AK 등에 대한 정의 

속성 도출 기본, 설계, 파생속성을 정의함, 엔티티 상세화 

세부사항 도출  
용어사전, 도메인정의, 속성의 규칙(기본값, 체크값 등)  

정의 

정규화 1차, 2차, 3차, BCNF, 4차, 5차 정규화 적용 

통합/분할  엔티티타입의 성격에 따라 통합, 분할 수행 

단계 말 데이터 모델 검증 엔티티타입, 속성, 관계 등에 대한 적합성 검증 

순
서 

구
분 

없
이 

수
행 

됨 

엔티티 타입 선정 -> 엔티티 정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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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물리데이터 모델링    

  가. 정의  

     - 논리 데이터 모델을 특정 DBMS에 맞는 물리적인 스키마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저장 구조) 

  나. 물리 모델로의 변환 주요 TASK 

단계 과정 고려사항 

일괄 

전환 

Entity 별 테이블로의 전환 Sub Type 설계 방안 

식별자의 Primary Key 정의 Artificial Key(인조키) 검토, PK 컬럼 순서 검토 

속성의 컬럼 전환 

영문 컬럼명 매핑,  

데이터 타입/길이 결정,  

Domain 정의 

Relationship의 컬럼으로 전환 참조 무결성 규칙 및 구현방안 결정 

구조 

조정 
수퍼타입/서브타입 모델 전환 

트랜잭션의 성격에 따라 전체통합, 부분통합, 
개별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  

데이터모델 조정(접수: 인터넷,전화접수..) 

성능 

향상 성능을 고려한 반정규화 
SQL활용능력의 미흡으로 인한 빈번한  

비정규화는 배제하도록 신중하게 검토 

직원정보: 공통성격(슈퍼타입); 각각의 일반성격(서브타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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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데이터모델링 - 엔티티타입  

가. 엔티티타입의 정의 

   - 업무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단위 

   - 개체 타입(Entity Type): 개체들을 동일한 유형별로 분류한 단위( = 엔티티 집합) 

 나. 엔티티타입과 엔티티( = 테이블 지칭) 

 

[참고] 엔티티 (Entity, 개체): ERD에서 사각형으로 표현하는, 실제 업무에서 의미 있는 객체 



175 

VII. 데이터모델링 - 관계 

 가. 관계(Relationship)의 정의 

   - 두 개의 엔티티 타입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 즉 엔티티와 엔티티가 존재의 형태로서나 행위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태를 관계라 할 수 있음(엔티티 간의 업무적 연관성 표현) 

      (예) 

 

 

 

 

 

 

 나. 관계의 표기 

  1) 관계의 카디넬러티 

    - 두 개의 엔티티타입간 관계에서 참여자의 수를 표현하는 것을 카디넬러티(Cardinality)라고 함 

    - 가장 일반적인 카디넬러티 표현방법은 1:M, 1:1, M:N 

정상관계(Normal Relationship) 

부서 사원

엔티티타입과 엔티티타입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한 개의
관계만 상호간 존재하는 형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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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계의 표현형태(2010. 5월 KPC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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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릴레이션쉽 
(Relationship) 

개념 : 1:1 릴레이션쉽은 
각 엔티티의 어느 입장
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단 하나씩 관계를 가질 
때 성립 

1:M 릴레이션쉽
(Relationship) 

업무 설계 시, 가장 흔
하게 발생하는 관계의 
형태로 ,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계층적인 구
조임 

M:M 릴레이션쉽
(Relationship) 

양쪽 엔티티 모두 
1:M 관계가 성립 

M:N 해결방법 
1) 부모생성 
예) 자재요청,구매요청-> 
자재요청, 품복별자재요청, 
품목별 구매요청 
2) 두 엔티티중 하나관계를 
All or Nothing 
1:N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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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의 표기(계속) 

 2) 관계의 참여방법 

참여방법 내용 

필수관계 
필수참여는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반드시 관계를 가지는 타 엔티티타입의  
참여자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관계  

선택관계 
선택참여관계는 ERD에서 관계를 나타내는 선에서 선택 참여하는 엔티티타입 쪽
을 원으로 표시  

관계(RELATIONSHIP) 참여도(CARDINALITY)

하나의 주문목록에는 한 개의 목록을 항상 포함하고
한 목록은 여러 개의 주문목록에 의해 포함될 수 있다.

주문목록
포함한다

목록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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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데이터모델링-속성 

  가. 속성(Attribute)의 정의 

      - 속성이란 업무에 필요한 엔티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최소의 데이터 단위 

 

  나. 속성과 엔티티타입간의 관계 

구분 내용 

엔티티타입과의  
관계 

  - 한 개의 엔티티타입은 두 개 이상의 엔티티의 집합이어야 한다. 
  - 한 개의 엔티티는 두 개 이상의 속성을 갖는다. 
  - 한 개의 속성은 여러 개의 속성값을 갖는다. 

엔티티타입

엔티티 속성 속성값



180 

기출문제 

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시, 부분 종속성과 이행 종속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상 현상(anomaly) 

    을 제거하여 3차 정규형 테이블을 설계하는 과정을, 아래에 주어진 스키마와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72회 4교시) 

 

2. 아래의 테이블과 주어진 속성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의 입력, 삭제, 갱신이상(Anomaly) 

    현상의 예를 기술하시오. 

    (정보관리 84회 1교시) 

 

 

 

 

 

 

 

 

 

3. DB 이상현상(Anomaly)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6회 1교시) 

2. Anomaly  
III. DB 설계 

FD 

사번 -> 부서코드, 부서코드 ->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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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데이터베이스 입력, 수정, 삭제 이상현상, Anomaly 개요. 

 가. 이상현상(Anomaly)의 정의 

   - 데이터의 중복성으로 인해 릴레이션을 조작할 때 발생하는 비합리적 현상 

 나. 이상현상 발생의 원인 

   - 여러 가지 종류의 사실들을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 

   - 속성들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속 관계에 대해 정규화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 

 다. 이상현상의 종류 

2. Anomaly  
III. DB 설계 

종      류 주    요    개    념 

삽입이상 

(Insertion Anomaly) 

- 릴레이션 R 에서 특정 튜플을 삽입할 경우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삽입해야 하는 현상 

- 특정 데이터를 삽입 시, 원하지 않는 데이터까지도 삽입해야 되는 현상 

갱신이상 

(Update Anomaly) 

- 릴레이션 R 에서 특정 속성 값 갱신 시 중복 저장되어 있는 속성 값  

   중 하나만 갱신하고, 나머지는 갱신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불일치 현상 
   (Data Inconsistency)  

삭제이상 

(Deletion Anomaly) 

- 릴레이션 R 에서 특정 튜플을 삭제할 경우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도  

   삭제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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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상현상 사례와 해결 방안 

 가. 1차 정규화가 안된 테이블의 이상현상 

종      류 주    요    개    념 

삽입이상 

(Insertion Anomaly) 

- 컴퓨터라는 제품명을 입력하려면, 주문하지도 않는 주문번호,  

   주문수량을 입력해야 함.  

갱신이상 

(Update Anomaly) 
- 제품명, 주문 수량을 수정 할려면, 제품 수 만큼 수정해야 함  

삭제이상 

(Deletion Anomaly) 
- 특정 제품을 삭제하려고 하면, 주문한 내용까지도 같이 삭제됨 

 이상현상(Anomaly) 설명 

제품번호 제품명 주문번호 주문수량 

1001 컴퓨터 20040101001 1 

1001 컴퓨터 20040101002 1 

1001 컴퓨터 20040101003 2 

- 제품 1001에 대해 3개의 주문이 중복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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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방안 

   1차 정규화 (중복 속성 분리)를 통하여 입력, 수정, 삭제 이상현상을 해결함.  

주문번호 

제품번호(FK) 

주문수량 

제품번호 

제품명 

주문번호 

주문수량 

제품번호 

제품명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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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 

사번 -> 부서코드, 부서코드 -> 부서명  

[기출문제 풀이] 

사번 

부서코드 

부서명 

제임스 마틴(James Martin)의 ERD 표기법  

FD 

FD 

삽입이상: 신규사번 입력 시에 부서명까지  
              입력 

수정이상: 부서코드가 바뀌면 모든 해당  

              부서명을 모두 바꾸어야 함 

삭제이상: 단일 사원 부서코드 삭제 시 타  

              사번의 부서코드 까지도 삭제되는 

               현상    

3차 정규화 수행 

Why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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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시 테이블 스키마(R)와 함수종속성(FD)이 아래와 같이 주어졌을 때,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R(A, B, C, D, E, F, G, H, I) 

    FD : 1. A → B 

            2. A → C 

            3. D → E 

            4. AD →  I 

            5. D → F 

            6. F → G 

            7. A D → H 

   주) 스키마 R(A, B, C, D, E, F, G, H, I)은 원자값(Atomic Value)으로 구성되어 있는 1차  

        정규형테이블이다. 

   가) 함수종속도표(FDD : Functional Dependency Diagram)를 작성하시오. 

   나) 스키마 R(A, B, C, D, E, F, G, H, I)에서 키(key)값을 찾아내고 그 과정을 설명하시오. 

   다) 2차 정규형 테이블을 설계하고 각 테이블의 키(key)값을 명시하시오. 

   라) 3차 정규형 테이블을 설계하고 각 테이블의 키(key)값을 명시하시오. 

        (정보관리 84회 2교시) 

3. 정규화  
III. DB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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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3. 데이터베이스의 주요개념에 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1) 정규화를 하는 이유를 약술하고, 관계형 DB에서 2NF와 3NF의 차이점을 약술하시오. 

    2) 비정규화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 데이터 웨어하우징 시스템에서 비정규화를 도입하는 주된 이유를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3회 4교시) 

 

4. BCNF(Boyce/Codd Normal Form) 

   (정보관리 80회 1교시) 

 

5. 다음은 하나의 제품에 대해 여러 개의 주문서가 접수된 내용을 보여주는 주문목록 초기 테이블이다.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가. 1차 정규화된 테이블과 E-R 다이어그램을 표현 

 나. 2차 정규화된 테이블과 E-R 다이어그램을 표현 

 다. 정규화의 목적, 효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 

 (정보관리 78회 2교시) 

 

 

3. 정규화  
III. DB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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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6. “학번-지도교수”릴레이션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의 성적을 나타내는 릴레이션이다.  

    또한 이 릴레이션은 지도교수 정보로서 지도교수명과 지도교수의 소속 학과 정보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한 학생은 여러 과목을 수강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학번과 과목번호가 복합 애트리뷰트의 형태로 기본키가 되어야 성적을 식별할 수 있다. 스키마와  

    함께 함수종속성(Functional Dependency)은 다음과 같다. 

 

    “수강•지도” 릴레이션 : (학번,과목번호,지도교수명,학과명,성적)  

    함수종속성(FD):  1. 학번∥과목번호 → 성적  

                              2. 학번 → 지도교수명  

                              3. 학번 → 학과명  

                              4. 지도교수명 → 학과명  

     가. 함수종속도표를 작성하시오 

     나. 1차 정규형 스키마인 “수강?지도”테이블에서 부분종속성을 제거하여 2차 정규형 테이블을  

           설계하시오. 

     다. 1차 정규형 테이블에서 2차,3차 정규화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서 한번에 보이스-코드 정규형  

          테이블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1회 2교시) 

3. 정규화  
III. DB 설계 

수강_지도 

학번 (FK) 
과목번호 

 적 

수강생 

학번 

지도교수명 (FK) 

교수 

지도교수명 

학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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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7. 아래의 스키마(Schema)와 함수종속성(FD:Fuctional Dependency)을 이용하여 함수종속도표 

  (Functional Dependency Diagram)를 작성한 뒤, 키(Key)를 찾아내는 과정을 설명하고, BCNF 

  (Boyce-Codd Normal Form)의 정의를 기술하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테이블을 설계하시오  

3. 정규화  
III. DB 설계 

대출 스키마(지점명, 자산, 장소, 대출번호, 고객명, 금액) 

FD : 지점명 -> 자산 

        지점명 -> 장소 

        대출번호 -> 지점명 

        대출번호 -> 금액 

[Tip!] ERD 표기 방법 2가지 

1) Information Engineering ERD: Porter 박사 

2) Chen ERD: 피터 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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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필수 사항] 

 

I. 정규화의 기본이론, 함수적 종속성과 정규화의 종류 

 가. 함수적 종속성( FD; Functional Dependency) 

   - 데이터들이 어떤 기준 값에 의해 종속되는 현상을 지칭. 

   - 이때 기준값을 결정자 (DETERMINANT; 결정요인)라 하고 종속되는 값을 종속자(DEPENDENT) 
(의존자) 라고 함  

   - 데이터들이 어떤 기준값에 의해 항상 종속되는 현상 

 

 나. 함수적 종속성 사례 

3. 정규화  
III. DB 설계 

결정자 

(주민등록번호) 

종속자 / 의존자 

(이름, 주소, 성별) 

이름, 주소, 성별은 주민등록번호 속성에 의해 종속됨  

표기법) 주민등록번호 -> (이름, 주소, 성별) 

Functional Dependency Diagram  
for the Purchase Order dat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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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상현상의 제거를 위한 무손실 분해 과정, 정규화의 개요 

  가. 정규화 (Normalization) 의 정의 

    - 1972년 E.F CODE 박사에 의해 제안된 이론(BCNF까지) / 켄트에 의해 4, 5차 정규화 이론 제시
(1983)  

    - 이상현상을 야기하는 Attribute 간의 종속 관계를 제거하기 위하여 Relation을 작은 여러  

       Relation으로 무손실 분해하는 과정 

    - 데이터처리의 입력이상, 수정이상, 삭제이상을 제거하기 위해 데이터의 함수적 종속성이나 조인  

       속성을 이용하여 분리, 통합하는 방법 

    - 다양한 유형의 검사를 통해 데이터모델을 더 구조화 시키고 개선시켜나가는 절차에 관련된 이론  

 - 속성(attribute)들 간의 종속성(dependency)을 분석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종속성이 하나의  

       릴레이션(relation)으로 표현되도록 분해해 나가는 과정 

 

  나. 정규화의 원칙(무중분) 
구 분 설 명 

정보의 무손실 
- 분해된 Relation이 표현하는 정보는 분해되기 전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함(nonloss decomposition) 

데이터 중복성 감소 - 중복으로 인한 이상 현상의 제거 

분리의 원칙 - 하나의 독립된 관계성은 하나의 독립된 Relation으로 분리하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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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 정규화 내용 

1차 정규화(1NF) 
반복(중복) 제거 -> 의존자의 중복을 없애는 작업 

(1정규형; 1NF, 1 Normal Form) 

2차 정규화(2NF) 
주식별자에 종속적인지 않은 속성의 분리/부분함수 종속 제거 

부분종속 속성(PARTIAL DEPENDENCY ATTRIBUTE) 을 분리  

3차 정규화(3NF) 
속성에 종속적인 속성의 분리 

이전종속 속성(TRANSITIVE DEPENDENCY) 의 분리 

보이스-코드  

정규화(BCNF) 

다수의 주식별자 분리 (후보키가 여러 개). 결정자 함수 종속성 분리 

(제거) 

4차 정규화  

다치 종속(Multi-Valued Dependency) 제거 

- 앞의 값에 따라 입력 값이 여러 개가 되는 경우 

- 속성 간의 관계를 알 수 없어 생성 튜플(행)에 앞의 속성도 같이 넣는 

   경우임 

[참고] 다치 종속은 종속의 하나이다. 

머리가 2개인 이중 화살표        로 표기한다.(Double arrow라고 함) 

특정 속성값에 따라, 선택적인 속성의 분리 

5차 정규화  결합종속(Join Dependency)일 경우는 세 개 이상의 N개로 분리 

II. 정규화의 유형 및 함수적 종속성의 유형 

 가. 정규화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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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성 구분 주 요 개 념 

함수적  

종속성 

(FD) 

함수적 종속성 

(Functional 
Dependency) 

 릴레이션의  한 속성 X가 다른 속성 Y를 결정지을 때  Y는 X에  
  함수적으로 종속됨, X->Y 

 X는 결정자(determinant), Y는 종속자(dependent) 

부분함수적  

종속성 (2NF) 

 X->Y에서  Y가 X의  부분집합에  대해서도 함수적으로  종속 
  되는 경우 

이행함수적  

종속성 (3NF) 
 릴레이션 R에서 속성  A->X이고  X->Y이면   A->Y 임 

결정자 함수적 종
속성 (BCNF) 

 함수적 종속이 되는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경우 

 즉, X->Y에서 X가 후보키가 아님 

다중 값 종속성  

(MVD: Multi-Valued 
Dependency, 4NF) 

 한 관계에 둘 이상의 독립적 다중 값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X, Y, Z 세 개의 속성을 가진 릴레이션 R에서 속성 쌍 (X, Z)  

  값에 대응하는 Y 값의 집합이 X값에만 종속되고 Z값에는 

  독립이면 Y는 X에 다중 값 종속된다고 하고 X        Y로 표기 

 Fagin에 의해 처음 소개되고, 정의됨.  

조인 종속성 

(Join Dependency, 5NF) 

 관계 중에서 둘로 나눌 때는 원래의 관계로 회복할 수 없으나,  
  셋 또는 그 이상으로 분리시킬 때 원래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임 

 조인 종속성 제거 

II. 정규화의 유형 및 함수적 종속성의 유형 

 나. FD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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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규화 사례(실제 문제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단계) 

 가. 1차 정규화: 반복(중복) 제거 -> 의존자의 중복을 없애는 작업 

제품번호 제품명 주문번호 주문수량 

1001 컴퓨터 20040101001 1 

1001 컴퓨터 20040101002 1 

1001 컴퓨터 20040101003 2 

- 제품 1001에 대해 3개의 주문이 중복되는 현상(중복되는 속성 분리) 

- 제임스 마틴의 (실제 업무 표기법인 ERD 표기법으로 기술) 

-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결정자를 찾아라!!! 

제품번호 

제품명 

주문번호 

ERD 테이블 표현 

주문수량 

제품번호 

제품명 

제품번호(FK) 

주문번호 

주문수량 

제품테이블에 

주문정보가 하나로 

들어가 있으면? 

안될 것은 없지만, 

이상하잖아요? 

-> 이상현상 발생 

중복(반복되는 값; Repeating Value)를 해결하는 방법 

- Table 분리, 키를 바꾸는 방법(주문번호로 변경) 

업무규칙: 여러 제품을 주문 

1차 정규화 대상 1차 정규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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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정규화: 부분함수 종속 제거 

학  번 과목코드 과목명 학점 

100 C413 운영체제 A 

100 C412 데이터베이스 A 

200 C123 SW공학 B 

300 C312 자료구조 A 

300 E324 영어 C 

300 C413 운영체제 B 

{학번, 과목번호} -> 학점 

         과목코드 -> 과목명 

[수강 릴레이션   함수종속성  ] 

1. 2개 이상의 결정자에서 존재. 

2. 항상 조건이 위처럼 주어짐(본인이 만들던지) 

3. 없으면 본인이 만들어 가정하여 풀어야 합니다. 

    - 테이블 분리 

학번 

과목코드 

과목명 

ERD 테이블 표현 

학점 

학번 

과목코드(FK) 

학점 

과목코드 

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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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정규화; 이행함수 종속 제거 

    - 일반 속성(의존자) 중에서 특정 속성에 FD 관계로 이상현상이 발생하여, 테이블 분리: 3차 정규화 

제품 

제품번호 

제품명 

재고수량 

제품 주문 

주문번호(FK) 

제품번호(FK) 

주문수량 

주문번호 

수출여부 

고객번호 

사업자번호 

고객우선순위 

주문 

고객번호 

사업자번호 

고객우선순위 

주문번호 

고객번호
(FK) 

수출여부 

주문 고객 

이상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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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F(Boyce-Codd Normalization) / 3.5NF /  - 3차 정규화를 보완한 보이스-코드 정규화를 진행 

 - 1, 2, 3차 정규화는 모두 하나의 주식별자를 가졌을 때 진행한 반면에,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개의 

    결정자가 존재하면, 1~3차 정규형을 만족하더라도, 데이터 조작에 따른 이상현상 발생. 

 - 결정자 중에서 FD 관계가 성립하면 테이블 분리, 식별자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 제거 작업 

 

납품업체
코드 

납품 
회사명 

제품코드 납품수량 납품단가 

01 아이티피이 B001 10 30,000 

01 아이티피이 A001 100 220,000 

02 KPC A012 8 8,000 

납품 Table 

회사명은 회사등록 시에 중복이름을 체크하므로, 중복이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명도 후보 식별자가 될 수 있다. 
 

주식별자는 납품업체코드+제품코드, 

납품회사명+제품코드, 

납품업체코드+납품회사명+제품코드 

모두 가능하다.  

납품 

납품업체코드 

납품회사명 

제품코드 

납품수량 

납품단가 

3차 정규형(의존자에서의 FD) 은 만족하지만,  
삽입: ㈜아이티피이에서 새로운 제품을 납품하면,  
㈜아이티피이와 01이 모두 중복입력됨.  
갱신: 여러 개 수정, 삭제: 정보삭제의   
이상현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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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F(Boyce-Codd Normalization) / 3.5NF 

 - 1, 2, 3차 정규화는 모두 하나의 주식별자를 가졌을 때 진행한 반면에,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개의 

    결정자가 존재하면, 1~3차 정규형을 만족하더라도, 데이터 조작에 따른 이상현상 발생. 

 - 결정자 중에서 FD 관계가 성립하면 테이블 분리, 식별자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 제거 작업 

 

 

 

 

 

 

 

 (설명) 보이스-코드 정규화를 적용한 납품업체코드와 납품코드가 상호 결정자 역할을 하는 경우다.  

 두 개 속성이 모두 결정자 역할을 하므로, 납품 테이블에 한 개만 존재하여, 제품코드와 결합하여, 

 주식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이스-코드 정규화는 1차 정규화의 중복 속성분리, 2차 정규화의 주식별자 부분 종속 분리, 

 3차 정규화의 이행 속성분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적용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3차 정규화보다 

간단하면서, 단순하다. 

납품업체 

납품업체코드 

납품회사명 

납품 

납품업체코드(FK) 

납품코드 

납품수량 

납품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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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BCNF(Boyce-Codd Normal Form)의 정의를 기술하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테이블을 설계하시오  

 
대출 스키마(지점명, 자산, 장소, 대출번호, 고객명, 금액) 

FD : 지점명 -> 자산 

      지점명 -> 장소 

      대출번호 -> 지점명 

      대출번호 -> 금액 

      대출번호 -> 고객명 

지점명 

자산 
장소 

대출번호 

지점명(FK) 
고객명 
금액 

지점 정보 대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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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4차 정규화 : 하나의 릴레이션(R)에 다치 종속(MVD; Multi-Valued Dependency)이 발생,  

    이를 제거하는 과정, 또는 제거된 상태를 말함.(반드시 3개의 속성 집합이어야 함) 

사번 

이름 

사번(FK) 

기술 코드(FK) 

프로젝트 코드(FK) 

A 사원 테이블 

프로젝트 코드 

프로젝트 이름 

기술 코드 

기술 이름 

- B기술 테이블에서 사원이 기술사를 따면, 위의 ABC 테이블에 프로젝트 코드를 넣어야 하는 삽입 이상 발생 

- 사원 테이블 – 프로젝트 테이블, 사원테이블-기술코드 테이블로 2개로 분리  

- 릴레이션 R의 부분집합 A, B, C에서, B가 A에만 종속되고, C 갑에 독립이면, B는 A에 다치 종속이라고 하고. 

   A       B로 표기한다.    

ABC 

B 기술 

C 프로젝트 

A-C 관계 

A-B 관계 

B-C 관계없는데, 한 개의 테이블로  

       처리하는 이상현상 

 

즉, 제 4차 정규화는 다치종속이 존
재하지 않을 것으로 요구한다. 

A사원       C 프로젝트 
A사원       B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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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정규화 : 하나의 릴레이션(R)에 다치 종속(MVD; Multi-Valued Dependency)이 발생,  

    이를 제거하는 과정, 또는 제거된 상태를 말함.(반드시 3개의 속성 집합이어야 함) 

사번 

이름 

사번(FK) 

프로젝트 코드(FK) 

사원 테이블 

프로젝트 코드 

프로젝트 이름 

기술 코드 

기술 이름 

(업무규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명의 사원은 여러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다. 

 한 프로젝트에 여러명의 사원이 지원할 수 있다. 

 한명의 사원에게는 여러 개의  기술을 보유할 수 있다. 

 하나의 기술을 여러 사원이 딸 수 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여러 개의 기술이 지원될 수 있다. 

 하나의 기술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프로젝트 

기술 

프로젝트 

사번(FK) 

기술 코드(FK) 보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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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정규화(5NF): 결합종속(Join Dependency)일 경우는 세 개 이상의 N개로 분리 (5조) 

     - 결합 종속, PK에서 발생함. 

http://www.youtube.com/watch?v=CxUQ8V3uyg4  

1) A: 자격증, B 프로그래머, C 언어 
= A, B  / A, C  / B, C 각각 관계 있고, 
 
A, B, C는 한꺼번에는 관계 없다 
 
[부연]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 때, 생기는 
이상현상, 룰 없다!!! 업무상에 없으면서
도 그래도 하나의 엔티티로 만드는 경
우에 생기는 이상현상 

5차 정규화(5NF)는 2개의 릴레이션이 아니라, 3개 또는 그 이상의 릴레이션으로 분해를 해야만, 정보 

무손실 분해가 된다는 것이 밝혀짐(4차까지는 2개 릴레이션으로 분해) 

http://www.youtube.com/watch?v=CxUQ8V3uyg4
http://www.youtube.com/watch?v=CxUQ8V3uy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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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자 선택하기 – 문제 풀기 전에 가장 먼저 할일! 

- 제품번호, 주문번호, 고객번호 도출 

하나의 주문번호에 대해 여러 개의 주문이 들어온 초기 테이블 – A사, T사 생각하세요. 

2 1차 정규화  - 중복 제거 
- 하나의 제품번호에 여러 개의 주문이 접수됨 
- 1001 이라는 제품번호에 주문번호 AB345, AD347등이 발생 

 
 
 
 
 
 
 

- 주문 관련 정보를 분리함으로써 1차 정규화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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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제품번호 

제품명 

재고수량 

제품 주문 

주문번호 

제품번호
(FK) 

수출여부 

고객번호 

사업자번호 

고객우선순위 

주문수량 

중복되는 속성을 분리하여 별도의 테이블로 구성

하는 결과, 이것이 바로 1차 정규화임(ERD) 제품번호 제품명 재고수량 

1001 모니터 1990 

1007 마우스 9702 

1201 스피커 2108 

제품 Table 

제품 주문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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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제품번호 

제품명 

재고수량 

제품 주문 

주문번호 

제품번호
(FK) 

수출여부 

고객번호 

사업자번호 

고객우선순위 

주문수량 

3 2차 정규화 – 주문번호에 완전히 종속적인 속성을 분리하여 별도의 테이블 구성/부분함수 종속 제거 

제품 

제품번호 

제품명 

재고수량 

제품 주문 

주문번호
(FK) 

제품번호
(FK) 주문수량 

주문번호 

수출여부 

고객번호 

사업자번호 

고객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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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정규화; 이행함수 종속 제거 

    - 일반 속성(의존자) 중에서 특정 속성에 FD 관계로 이상현상이 발생하여, 테이블 분리: 3차 정규화 

제품 

제품번호 

제품명 

재고수량 

제품 주문 

주문번호
(FK) 

제품번호
(FK) 주문수량 

주문번호 

수출여부 

고객번호 

사업자번호 

고객우선순위 

주문 

고객번호 

사업자번호 

고객우선순위 

주문번호 

고객번호
(FK) 

수출여부 

주문 고객 

의존자 내부에서의 
이상현상 발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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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ERD 

제품 

제품번호 

제품명 

재고수량 

제품 주문 

주문번호
(FK) 

제품번호
(FK) 주문수량 

고객번호 

사업자번호 

고객우선순위 

주문번호 

고객번호
(FK) 

수출여부 

주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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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반정규화를 수행하는 이유와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컴시응, 101회 1교시) 

 

2. 데이터베이스의 주요개념에 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1) 정규화를 하는 이유를 약술하고, 관계형 DB에서2NF와 3NF의 차이점을 약술하시오. 

    2) 비정규화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 데이터웨어하우징 시스템에서 비정규화를 도입하는 주된 이유를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3회 4교시) 

4. 비정규화  
III. DB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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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질의 성능향상을 위한 데이터 중복 허용, 정규화의 개요 

 가. 비정규화 (Denormalization) 정의 

   - 정규화된 엔티티타입, 속성, 관계에 대해 시스템의 성능향상과 개발(DEVELOPMENT)과 운영 

      (MAINTENANCE)의 단순화를 위해 데이터모델을 통합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함. 

   - 적정 수준의 정규화 이후, 질의 성능향상을 위해, 일부의 데이터에 대해 중복을 허용하는 정규화의  

      역작업 

  나. 반정규화의 기준 

III. DB 설계 

4. 비정규화  

반정규화의 기준

데이터무결성 테이블단순화

성 능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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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정규화의 절차 및 유형 

 가. 비정규화의 절차 

 

 

 

 

 

 

 나. 비정규화의 유형 

1. 비정규화 대상조사 

• 범위처리빈도수 조사 
• 대량의 범위 처리 조사 
• 통계성 프로세스 조사 
• 테이블 조인 개수  

2. 다른 방법유도 검토 

• 뷰(VIEW) 테이블 
• 클러스터링 적용 
• 인덱스의 조정 
• 응용어플리케이션 

3. 비정규화 적용 

• 테이블 비정규화 
• 속성의 비정규화 
• 관계의 비정규화 

유 형 설 명 

Table Merge 
- Parent Table에 Child Table 의 속성을 삽입하고, Child Table 삭제 

- Join이 없어 짐으로써 DB Access 성능이 없어짐 

중복 (Redundant 

 Column)의 추가  

- Join하여 읽어올 속성을 양쪽 Table에 중복적으로 저장 

- 갱신 횟수에 비해, 조회 횟수가 많은 경우, 혹은 더 중요 시에 적용함 

Computed Column 

추가 

- 여러 숫자 필드를 Join하여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 가장 조회가 많은 속성을 

   지닌 table에 계산 결과 속성을 추가 

Code Table Merge - 코드명을 속성으로 추가하여 Join 제거 

Data를 디스크에 비슷한 유형별로 저장 Ex) 부서단위 등 값 -> I/O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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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설 명 

Table 의 수직 분할 
- 매우 많은 수의 Column으로 구성된 테이블에서 빈번하게 Access되는 

 Column과 Access 횟수가 적은 Column을 분리하여 구성함 

Table 의 수평 분할 

- 동일한 속성을 가진 테이블을 기준에 따라 2개로 분리 

- 분리된 여러 Partition에 Data를 동시에 Load할 수 있으므로, 수행시간을 

   줄일 수 있음. 

 나. 비정규화의 유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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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참조 

구분 기법 설명 

테이블 
레벨 

테이블 병합 

- 1:1병합(두 테이블을 같이 조회),1:N테이블 병합(Join 수 감소) 

- Sub-type끼리 테이블병합: 테이블 Sub-type 속성 삽입 

- 코드 테이블 병합 : 코드명을 속성으로 추가하여 Join을 제거 

테이블 분할 
- 테이블수직분할: 빈번하게 Access되는 열과 횟수가 적은 열을 분리 

- 테이블수평분할: 기준에 따라 튜플 단위로 2개 이상 테이블로 분리 

테이블추가 

- 통계테이블 추가: 조회를 위해 별도의 통계테이블을 추가 

- 이력테이블 추가: 조회를 위해 별도의 이력테이블 추가 

- 중복테이블 추가, 부분테이블 추가 등 

칼럼  

레벨 

중복 컬럼  

추가 

- 갱신보다 조회 성능이 더 중요시 양쪽 테이블에 중복 저장 

- 장단점: 조인의 비용은 감소하나, 갱신 비용은 증가 

계산 컬럼  

추가 

- 여러 숫자 필드 조인하여 계산 필요한 경우, 계산 결과 속성을 추가 

- 장단점: 조인의 비용은 줄지만 갱신 비용은 증가 

이력 컬럼 - 변경이력, 발생이력에 대한 최신정보 컬럼 추가 

관계  

레벨 
중복 관계 

- 부모.자식 관계를 추가하는 관계의 중복을 통해 데이터 조회하는 접근경로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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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비정규화 유의사항 

 가. Update가 일반적으로 적고, 웹 기반의 Read 가 많은 DB에서 주로 적용 (예)옥션 등 

 나. 과도한 반정규화로 인한 데이터 무결성이 저하됨에 주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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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B 설계 

5. Star Schema & Snowflake Schema  

기출문제 

1. 귀하가 A 기업의 분석용 정보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에 EDW(Enterprise Data Warehouse)설계자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가정하고 다음의 물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가. EDW 설계를 위해 E-R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Reverse Modeling의 목적과 과정 

 나. 다차원 분석을 위한 Multi Dimensional Modeling 기법과 적용 시 고려사항 

     (정보관리 93회 4교시, 5번) 



214 

I. EDW의 개념적 구성도 

 

 

 

 

 

 

 

 

 

 

EDW는 운영계(OLTP) Layer , EDW Layer , 활용 Layer 별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설계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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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everse Modeling 수행 목적 

 

 

 

 

 기존 운영계 시스템 

- 분석, 설계산출물 

- 물리 구조정보 

- 소스코드 

현행시스템 분석 

- ER-Diagram 

- 시스템 카탈로그 

- 메타데이터 

바람직한 모델링 재정

립가능 

- 운영계  DB모델 및 물리 

  구조 이해 

- 업무 전반 내용숙지 

- ODS 모델링 방향 정립 

- 운영시스템 변경요소  

  파악 

역공학 수행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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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B 설계 

5. Star Schema & Snowflake Schema  

I. Star Schema와 Snowflake Schema의 정의 

구분 정의 

Star Schema 

정규화된 Fact Table을 중심으로 비정규화된 Dimension Table 들이 배치

되는 형태의 모델링 기법 

(스타비) 

Snowflake Schema 

정규화된 Fact Table을 중심으로 정규화된(제3정규형) Dimension Table 

들이 배치되는 형태의 모델링 기법 

(스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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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tar Schema와 Snowflake Schema의 구조 

가. DW 다차원 모델링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사실 

(Facts) 

- 중심테이블로서 관련성이 높은 Measure 들의 집합 

- Measure는 사업의 Performance와 주요 사업성공 요인들을 관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업분석에 필요로 하는 Data(금액, 건수, 시간 등) 

- 두 가지 Type의 Measure 

  Raw(Base) fact / Derived(Calculated) metric 

차원 

(Dimensions) 

- 부속 테이블(minor 테이블) 

각 Fact를 분석하는 하나의 관점 

Dimension은 복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Drill-up과 Drill-down 등 데

이터분석의 요약수준에 대한 Navigation을 가능하게 하는 경로를 지님 

속성 

(Attribute) 

- 각 차원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속성임 

사실을 검색하고 , 여과하고 분류할 때 사용됨 

속성계층 

(Hierarchies) 

- 차원 내 정의된 속성들 간에 존재하는 계층 관계 

- 아래로 가기(Drill-down) 및 위로 가기(Roll-up) 등 기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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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tar Schema와 Snowflake Schema의 구조 

나. Star Schema의 구조 

구분 설명 

개념 Fact 테이블과 Dimension 테이블로 데이터를 분리하여 설계한 모델 

특성 장점: 이해하기 쉽고, 계층구조 정의가 용이하고, 물리적인 조인수가 줄어 들음 

단점: 단일차원테이블 -> 설명 및 속성의 중복 저장, 상위 레벨에서의 조회 성능 저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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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tar Schema와 Snowflake Schema의 구조 

다. Snowflake Schema의 구조 

구분 설명 

개념 스타 스키마의 차원 테이블을 완전 정규화 

특성 
정규화를 통해 차원 테이블에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함으로써 저장공간 줄임 
- 사실 테이블에 비해 차원 테이블의 크기는 작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적음 
- 오히려 검색 속도를 떨어뜨리므로 사용에 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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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tar Schema와 Snowflake Schema의 비교 

항목 Star Schema Snowflake Schema 

정규화 비정규화 Dimension Table의 정규화(제3정규형) 

데이터 정합성 보장 안됨 Dimension Table에 대한 정합성 보장 

Join 정도 적은 Join으로 성능 비교적 빠름 Join 횟수 증가로 성능 비교적 느림 

특징 다차원 분석 
다차원에 대한 계층화 분석이 가능 

(시계열 분석, 지역 분석 등) 

장점 

조인의 수가 적다 

Model Structure가 사용자가 정보를 이

해하는 방식과 비슷함 

조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쿼리에 대한 성

능이 좋다 

테이블의 크기 작음 -> 작은 storage space 

차지 

정규화가 잘 되어 있어 중복이 적음 

Performance flexibility, maintain 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다 

단점 

중복이 많다 

Inflexible하다 

Data 일관성에 문제 발생 

많은 수의 요약이 필요하다 

스타조인의 수가 많다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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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DB 응용  

1. Web-DB 연동 

2. DB 성능 개선 방안 

3. Index 

4. Join 

5. 데이터베이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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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Web과 DB연동기술인 CGI(Common Gateway Interface)연동방식, 확장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연동방식, 데이터드라이브 연결방식(JDBC/ODBC)등이 있다. 이 세가지  

    연동방식의 비교 설명을 DB접근, 사용언어 방식구현, 확장성, 특징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77회 1교시) 

 

2. CGI의 개념 과 DB와의 연동방안 (조직응용 71회 3교시) 

 

3. Web과 DB의 연동방식을 기술하고, 인터넷 기업에서 신규로 구축하는 Web 서버가 내부의 DB와  

    연동하고자 할 경우 고려사항 및 해결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조직응용 84회 2교시) 

 

4.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에서의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처리과정을 설명

하고, Statement와 Prepared Statement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 하시오. (113, 정보관리) 

 

1. Web-DB 연동  
IV. DB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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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eb과 DB의 연동 기법의 개요. 

 가. Web과 DB의 연동 기법 정의 

  - 인터넷 상에서 Web Browser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DB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연동 기법 

 

 나. Web과 DB 연동 기법 유형 

IV. DB 응용 

1. Web-DB 연동  

간접 연결: 서버 확장 방식 직접 연결: 브라우저 확장 방식 

웹 브라우저와 DB가 웹을 경유 해 연결하는 방법 

Web server-App-DB 

 

- CGI를 이용한 DB 연동 

- Java Servlet을 통한 연동 방식 

- Web Server 확장을 통한 DB 연동 

웹브라우저-웹서버-JDBC-DB 

 

DB Middleware 이용 

- JDBC, ODBC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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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DBC의 개요 

가. ODBC 개념   

  -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위한 일반적인 API 

  - Database API Library에 연결해서 사용 

  - C로 구현되고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연결된 것처럼 접근 

나. ODBC 연동방식 

 

 

 

 

 

 

 

 다. ODBC 동작 

  - COM/DCOM의 분산 객체 기술을 기반으로 ADO 컴포넌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 스크립트는 서버 스크립트 엔진을 통해서 실행 

  -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위해 DB API Library를 포함 

  - DB API Library를 통해서 ODBC와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드라이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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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JDBC의 개요 

 가.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 개념   

   -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바 API이다 

   - 썬 마이크로시스템즈가 1997년 2월 19일 출시, JDBC 클래스는 자바 패키지 java.sql과 javax.sql 

     에 포함되어 있다.  

 

나. JDBC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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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바개발 구문 상의 SQL사용효율성 확보, Statement와 Prepared Statement 방식 비교 

구분 Statement Prepared Statement 

개념 

자바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에서 쿼리 

실행시,  “쿼리분석→컴파일→실행” 

과정 매번 진행 

자바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 실행시,  

 “쿼리분석→컴파일→실행”과정을  

 최초 한번만 수행 후 캐쉬 저장 재사용 

처리형태 일반 SQL처리 Bind SQL 

저장 없음 Library Cache 저장 

파싱형태 Soft Parsing Soft Parsing 

재사용 없음 Cache 저장, 재사용 

특징 실행 시마다 쿼리 실행과정 수행 쿼리 실행과정 최소 1회 수행 

장점 SQL문장 파악 용이 동일 쿼리 반복 시 최적화 

단점 SQL 수행시 매번 컴파일 진행 WHERE절이 가변적, SQL확인 어려움 

특이사항 성능 이슈 발생 가능 보안강화, 안정적 

Prepared Statement 사용 구문 

pstmt = conn.preapreStatement("SELECT * FROM TEST_TABLE WHERE  

CONTENT = :content"); 

pstmt.setString(1, content); 

pstmt.executeUpdate(); 

사용자 입력값으로 쿼리를 

생성하는 경우 

- 사용자 오입력 시에도  

자동 파싱을 통해 정상 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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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웹 서비스 환경에서 DB connection이 서비스 성능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조직응용 78회 2교시) 

 

2.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튜닝이 필요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튜닝, 환경 튜닝, SQL문장 튜닝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78회 3교시) 

 

3.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향상 방안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 별로 기술하시오.  

    (정보관리 75회 2교시) 

 

4. 데이터베이스 도입 운영시 관리 항목중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성능(즉, 응답성) 관리이다.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무진들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귀하의 경험에 

    근거하여 나열하고, 이것이 어떻게 성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72회 3교시) 

 

5. WAS 기반의 3-Tier구조로 개발된 시스템의 성능시험 단계에서 응답속도의 지연 문제가 발견 

   되었다.  귀하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절차와  

   활동으로 나누어 기술하시오. (정보관리 71회 1교시) 

2. DB 성능 개선 방안(Tu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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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6. 데이터베이스 튜닝(Tuning)의 3단계와 튜닝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5회 1교시 12번) 

2. DB 성능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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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데이터 처리 Business Agility 수행을 위한 DB 성능의 개요.( = DB 튜닝의 개요) 

 가. 데이터베이스 튜닝의 정의 

  - 데이터베이스 응용, 데이터베이스 자체, 그리고  운영체제의 조정 등을 통하여 최적의 자원으로  

     최적의 성능(시간/응답속도)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 

  - End user인 고객관점에서 빠른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가 처리 성능을 보장하는 

    모든 개념 

 나. 정보시스템 성능과 관련된 주요 요소 

  1) H/W 관련 

    - CPU , Memory , N/W , Disk … System configuration resources 부족 

  2) S/W 관련 

    - DBMS : DB Design , Optimizing 전략 , SQL 효율  

    - Application Architecture : 2-Tire , 3-Tier , EJB, OLTP , OLAP , Batch 등 

  3) 업무프로세스  

    - 업무 처리 방식의 문제 , Load Balancing 정책 등 

 

IV. DB 응용 

2. DB 성능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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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소 설 명 사례 

설계관점 

(모델링 관점) 

- 데이터 모델링, 인덱스 설계 

- 데이터파일, 테이블 스페이스 설계 

- 데이터베이스 용량 산정 

- 반정규화 

- 분산 파일 배치 

DBMS 관점 - CPU, 메모리 I/O에 대한 관점 - Buffer, Cache 크기 

SQL 관점 
- Join 문제, Index 미사용,  

- SQL Execution Plan(실행계획) 사항 
- Hash / Join 

다.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개선의 주요 항목(개선 순서: 튜닝의 단계별 방법) 

[참고] DBMS의 성능 저하 주요 요인 

20% 

DB Config 
Design 

15% 
H/W 

Resources 
5% Applications & 

 DB Design 70% 

System 
Design 

시스템 성능저하의 요인 

CPU 부하 

15% 

Memory 
부하 

10% 
기타 
5% I/O 비효율 

70% 

DB설계와 응용프로그램 문제로 인한 성능저하 요인 

개선 순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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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데이터베이스 전체 성능 개선(튜닝)의 진행 프로세스 

시스템 성능진단 

사용자 인터뷰 

설계 검토 

시스템구성검토 

자원사용현황 분석 

튜닝/분석 단계 

설계내용 튜닝 

결과 단계 

튜닝 후 자료수집/분석 

SQL 튜닝 

DBMS 튜닝 

OS 튜닝 

HW 튜닝 

튜닝결과 평가 

산출물 작성 

SQL TRACE 분석 
- 수행횟수, 처리량을 
  기준으로 정렬 후  
  대상선정 

DBMS  환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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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베이스 전체 성능 개선(튜닝)의 주요 기법 

가. DB 설계 측면의 튜닝 

  1) 테이블의 분할/통합 

    - 논리적으로는 통합된 단일 테이블이지만 DBMS가 지원하는 파티션기능 적용함으로써 액세스  

       효율로 DB I/O 를 최적화할 수 있음 

    - DBMS에 따라 파티션기능이 제약되는 경우에는 테이블의 수평분할 고려 

    - 액세스 패턴에 따라 단일 테이블을 1:1 로 수직분할을 고려할 수 있음 

  2) 식별자 지정 

    - 본질 식별자와  인조식별자의 선택에 따라 정보의 상속과 단절에 영향을 줄 수 있음  

  3) 효율적인 인덱스 전략 

    - 최소한의 인덱스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인덱스 구조 수립 

    - 인덱스 분포도 15% 이하 유용 유도(15% 이상이면 Full Scan 유리) 

  4) 반정규화(답안 작성시에 반 정규화 전체 내용 추가!!) 

    - 변경이 적고,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 조인 최소화 

    - 테이블, 컬럼, 관계의 반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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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베이스 전체 성능 개선(튜닝)의 주요 기법(계속) 

 나. DBMS 환경에 따른 튜닝 

   - DBMS의 Configuration Parameter 값들을 조정함으로써 최적의 DBMS 자원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구     분 내            용 

CPU튜닝 
- Peak Time 시에 60~70%의 사용량 유지 권고 

- CPU증설 또는 CPU 과다 점유하는 프로세스를 찾아서 해결 

메모리튜닝 

- DBMS의 사용 메모리의 최적화 필요 

- 업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메모리 확보 

- DBMS 메모리 + Session 메모리(1 user당 5M 할당) 

I/O튜닝 

- I/O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 화일의 재배치 

- Raid를 이용-> I/O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RAID 중복 배치 

- RAID 정리 요망(RAID 0+1)  

네트워크튜닝 - Ping ,Ftp를 이용하여 응답시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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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베이스 전체 성능 개선(튜닝)의 주요 기법(계속) 

 다. SQL 튜닝 

  1) 옵티마이저에 대한 이해 

     - Optimizer의 역할은 SQL문을 실행하기 위한 최적의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것 

     - RBO (Rule Based Optimizer) : 통계정보가 없는 상태서 미리 정해진 Rule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 

     - CBO (Cost Based Optimizer) : 통계정보로부터 모든 Access Path 고려하여 실행계획 수립 

       통계정보: Plan Table을 설계하여, 어떻게 접근할 지 계획 수립한 정보(행 수, 수집정보, 인덱스 등)   

     - 옵티마이저가 선택한 실행계획을 확인하고 최적화된 실행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Factor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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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O (Rule Based Optimizer) : 아래 정해진 Rule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 

장점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SQL의 실행방식 및 절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음. 
판단이 매우 규칙적이고 분명하여 사용자가 정확히 예측 

단점 
통계정보라는 현실요소를 무시함으로써 판단의 오차가 크게 날 수도 있음 
(예) 분포도가 조건절에 의해 나쁜 경우(40% 라면) 라도 인덱스를 사용, 예를 들면 위의 
 9번, 10번 사용 / 15번인 풀 테이블 스캔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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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QL 튜닝 

- CBO (Cost Based Optimizer) : 통계정보로부터 모든 Access Path 고려하여 실행계획 수립 

  DATABASE의 통계정보임! 

 

 

 

 

 

 

- 분포도를 인덱스 칼럼별 판단하여, 25% 가 아닌, 3% 칼럼을 이용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장점 
현실을 감안한 판단, 통계정보의 관리를 통한 최적화 제어, 옵티마이저를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소 성능 보장 

단점 실행계획을 미리 예측, 제어가 어려움 

시간 제한으로 

ITPE 특강 반드시 별도  

수강하여 차별화 요망 

       1  

컬럼값의 종류 
    분포도 =                     * 100  =   남, 여(Yes, No) = 50% 할 필요 없음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가지수) 
분포도 = 칼럼의 데이터 분포 정보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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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베이스 전체 성능 개선(튜닝)의 주요 기법(계속) 

 다. SQL 튜닝 

기법 설명 

힌트(Hint) 사용 

CBO가 주어진 Query에 대해서 최적의 실행계획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제공하

는 키워드 (일종의 훈수) 

 

힌트(Hint) 사용: 개발자 수준에서 옵티마이저의 실행계획을 변경하여, SQL 실

행 순서를 지정   

- 옵티마이저가 항상 최적화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힌트를 사

용하여 원하는 실행 계획으로 유도 

(힌트사용 - 옵티마이저가 항상 최적화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 오라클: SQL 문장에서 힌트 지정은 ‘/*+  힌트기술    */’  나 ‘--+’를 이용 

부분범위 처리 

개념:  전체 처리 중, 일부분씩 처리하는 방법 

 

-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집합이 아닌 일부분만 액세스하고도 결과를 리턴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응답시간(Response Time)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페이징 처리: Rownum으로 끊어서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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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베이스 전체 성능 개선(튜닝)의 주요 기법(계속) 

 다. SQL 튜닝 

기법 설명 

인덱스 활용 
- 인덱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QL을 잘못 기술함으로써 무용지물로 만드는 

오류를 없애야 함 

조인방식/ 조인순서  

- 조인 유형: Nested Loop join, Sort Merge join, Hash join 

- 조인에 대한 튜닝 – 가장 알맞은 조인 사용 

- 동일한 SQL문이라도 조인방식과 조인순서에 따라 처리속도는 매우 큰 차이

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작성한 SQL이 어떤 실행계획으로 수립되는 지 반드시 

확인 후 조정 

 

예) A 1만개형, B 1천개형 -> A-> B(X) 최악의 경우 1만개 행에 대한 접근  

    B -> A로 조인순서로 변경 

 

- 불필요한 조인 제거 

Dynamic SQL 

지양(동적 SQL) 

- 조건 절에 입력된 값을 먼저 Binding 한 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Dynamic 

SQL은 파싱 부하가 커지므로 입력 값을 Binding 하기 전에 실행계획을 수립하

는 Static SQL을 가급적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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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저하 예방 방안 

예방방안 설명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 데이터베이스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 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관리 되어야 함. 

- 향후 튜닝에 필요한 정상적인 상황일 때의 데이터베이스 로그 정보 보관  

   필요 

개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원리 교육 

- 개발자에 대해서 SQL 튜닝 기법 및 SQL 수행 원리 교육 필요 

- 프로그램 알고리즘 교육 필요, Source Review 제도 도입 

지속적인 튜닝 실시 - 데이터베이스 튜닝은 1 회성 작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튜닝 결과에 대한 

Historical 

Information 구축 

- 튜닝 수행 시 발생된 문제, 문제분석 결과, 해결 내용에 대해서 기업의  

  KMS 에 등록, 관리 필요 



240 

출제예상문제 

1. 관계DMBS의 인덱스에 관한 다음사항을 설명하시오 

 가. 인덱스의 목적과 장단점 

 나. 인덱스 구조의 종류 

 다.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테이블 OrderList 가 있을 때 주어진 SELECT 문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INDEX를 선정하여 TABLE과 INDEX를 생성하는 DDL문을 작성하시오(DBMS 이름 표기 바람) 

    (KPC 모의고사, 2013. 6월)  

3. Index(색인) 

SELECT * FROM OrderList 
WHERE bsnsdate = '20130616' 
AND Series = '종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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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2. 데이터베이스의 Index 접근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덱스 엔트리 자체를 어떻게 조직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음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B 트리 

  나. B+ 트리 

   (정보관리, 98회 2교시)  

 

 

3.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구조의 종류를 나열하시고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5회 1교시) 

 

 

4. 멀티미디어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은 이미지 데이터의 인덱스 등을 구성한다. 이를 구축 시 피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시오. 

   (조직응용, 74회 2교시) 

 

3. Index(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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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데이터 검색속도 향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인덱스의 개요. 

 가. 인덱스(Index)의 정의 

  - 어떤 파일의 레코드들에 대한 효율적 접근을 위해 <레코드 키 값, 레코드 주소(포인터)> 쌍을 체계적 

    으로 수집하여 관리하는 보조 데이터 구조(즉, 별도의 저장구조를 만들어 저장), 자료구조 

  - 어떤 종류의 검색 연산을 최적화 하기 위해 탐색 키 값과 해당 데이터의 위치 정보(Pointer)로 구성  

     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 

 나. 인덱스 특징 

    1) 튜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2) 옵티마이저가 실행계획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다. 인덱스의 목적 

 

 

 

관점 구분 세부 내용 

개발자 
개발생산성 향상 

유지보수 비용 절감 

응용시스템 개발 속도 증가 

장기적 관점의 비용절감 효과 

사용자 
응답속도 향상 

고객만족도 개선 

정성적, 정량적 수행속도 향상 

실질적 고객 만족도 상승 효과 

시스템 
가용성 향상 

신뢰성 증진 

사용 요구에 대한 적시 사용 지원 

요구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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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인덱스의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성능향상!)성능 향상 효과 

- 일반적으로 테이블의 일부분만 활용하는 쿼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FTS(Full Table Scan) 

  에 비해 물리적 디스크 I/O가 적음 

- INDEX를 이용하여 별도의 정렬 없이 인덱스 순서대로 결과 추출 가능함 

단점 

- 입력/삭제/갱신 시에 성능 저하 발생 가능 

- 부정형의 질의 문에는 사용되지 않음 

- NULL 정보를 저장하지 않음 

- 비트맵 인덱스에 비하면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 함 

- 빈번한 DML이 일어나면 트리의 밸런스가 부분적으로 저하되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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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덱스의 구조 

인덱스는 테이블의 로우와 하나씩 대응되는 별도의 객체를 말하며, 인덱스를 생성시킨 키 컬럼과 ROWID

로 구성되어 정렬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음 

INDEX (JOB)  TABLE (EMP)  

EMP 테이블의 JOB으로 인덱스를 생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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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덱스의 구조와 종류 

 가. 데이터 베이스 인덱스 구조의 분류 

 

 

 

 

 

  - 인덱스는 데이터 베이스의 검색 속도 향상을 위한 DB 객체로서 구조 및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함 

  ● 정적 인덱싱 및 동적 인덱싱 정의 

 

분류기준 세부 인덱스 구조 

인덱스 형태 분류 
트리 기반 인덱스(RDBMS는 대부분 B-tree), 해쉬 기반 인덱스,  

비트맵 인덱스(트리기반임, 그림참조) 

활용 목적 분류 함수 기반 인덱스(Function-based), 조인 인덱스, 도메인 인덱스 

구분 정의 

정적 인덱싱 

(RDBMS는 모두 

이것임) 

데이터 파일에 레코드가 삽입되거나 삭제됨에 따라 인덱스의 내용은 변하지만  

인덱스 구조 자체는 변경되지 않게 하는 인덱싱 기법 

- 색인순차파일 

- 정적, 동적 두 개 공통점: 인덱스부분과 데이터 부분을 별개로 분리함 

동적 인덱싱 

- 인덱스와 데이터 파일을 블록으로 구성하고, 각 블록에는 나중에 레코드가  

   삽입될 것을 감안하여 빈 공간을 미리 준비해두는 인덱싱 기법 

- 가상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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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논리적 인덱스의 종류 

종류 주요내용 

군집 인덱스 
(Clustered Index) 

- 데이터의 레코드 순서가 인덱스 페이지의 정렬 순서와 동일하거나 비슷 
  하게 만들어진 인덱스. 즉 인덱스를 기준으로 입력, 삭제, 수정을 할 때마다  
  행들이 다시 배열. 그래서 데이터 변경 시에는 속도가 느리지만 범위 검색 
  을 할 때는 매우 빨라서 검색에 유용. 
- 영어사전 형태로 이해(or 칼럼 복수 개로 인덱싱), 클러스터화된 인덱스 

비군집 인덱스 
(Non-Clustered Index) 

- 데이터 레코드의 물리적 순서가 인덱스의 엔트리 순서와 상관 없이 저장 
  되도록 구성된 인덱스(일반적으로 칼럼 1개 인덱싱) 

밀집인덱스(Dense Index) - 데이터 레코드 하나에 대해 하나의 인덱스 엔트리가 만들어지는 인덱스 

희소인덱스(Sparse Index) 
- 데이터 파일의 레코드 그룹, 또는 데이터 블록에 하나의 엔트리가  
  만들어지는 인덱스 

Unique Index 

- 인덱스 컬럼에 대해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음 
- 인덱스 키는 연관된 테이블의 하나의 행만 가리킴 
- 테이블에서 기본키와 고유키 제약조건을 정의하면 인덱스가 묵시적으로  
  생성 

Non-Unique Index 
- 인덱스 컬럼에 대해 중복된 값을 허용 
- 인덱스 키는 연관된 테이블의 여러 행을 가리킬 수 있음 

Single Index - 하나의 컬럼으로 구성된 인덱스 

Composite Index 
- 여러 개의 컬럼 조합으로 생성된 인덱스 
- 조합 인덱스는 최대 32개의 컬럼 까지 구성가능 

Function-based index 
- 함수나 표현식의 계산 값으로 인덱스 생성 
- 함수의 리턴 값은 DETERMINISTICS로 선언되어야 함 
- Cost-based에서만 사용 가능함 



247 

 다.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물리적 인덱스의 종류  

 종류 주요내용 

Partition Index 

(분할 인덱스) 

- 큰 테이블의 인덱스 엔트리를 저장하는데 사용 

- 인덱스까지 화일별 다르게 저장 -> 대용량 테이블에서만 효과 

- 인덱스 값에 따라 여러 세그먼트에 나누어 보관 

Bitmap Index 

(비트맵 인덱스) 

- Bit로 맵을 만드는 인덱스(칼럼기반의 DBMS) 

- Cardinality(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튜플의 수)의 개수로 맵을 만듦 

Reverse Index 

- 연속된 데이터를 지우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데이터를 지워버리면  

  한쪽의 데이터가 지워진 것이기 때문에 인덱스의 밸런스가 깨져 효율이 좋지  

  않음 

- 해당 컬럼의 값을 뒤집어서 그 값을 ROWID와 매칭시켜 인덱스를 만들면,  

  후에 연속된 데이터가 지워지더라도 균등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밸런스 유지가  

  쉬움 

Descending Index 일반적인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데이터 정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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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덱스 선정 절차 및 인덱스 생성을 위한 DDL 문(Oracle)   

가. 인덱스 선정 절차 

 

 

절차 설명 

엑세스 유형 - 해당 테이블의 엑세스 유형 조사(접근 프로그램, 주요 쿼리 집중 조사) 

분포도 분석 - 대상 컬럼의 선정 및 분포도 분석(10~15% 이내가 양호함) 

액세스 경로 -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액세스 경로의 해결 

클러스터링 검토 - 물리적으로 연속된 순서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검토함 

조합/순서 결정 - 인덱스 컬럼의 조합 및 순서의 결정 

준비 - 시험 생성 및 테스트 

수정 - 수정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의 전수 조사 및 수정 

일괄적용 - 수정된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의 일괄 적용 

       1  

컬럼값의 종류 
    분포도 =                     * 100  =   남, 여(Yes, No) = 50% 할 필요 없음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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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덱스 생성을 위한 DDL 문(Oracle)  

 구분 설명 

테이블 생성 

CREATE TABLE OrderList 
( 
        Bsnsdate CHAR(8) NOT NULL, 
        DealNo   NUMBER(5)  NOT NULL, 
        Series    VARCHAR2(10) NOT NULL, 
        DealQty   NUMBER(5) DEFAULT 0, 
        DealPrice  NUMBER(15, 8) DEFAULT 0, 

      
       CONSTRAINT PK_OrderList PRIMARY KEY (     /* 앨리어스명 */ 
              Bsnsdate, 
              DealNo ) 

INDEX 생성 

CREATE INDEX IDX_OrderList ON OrderList(Bsnsdat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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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덱스 사용시 주의사항 

- 인덱스 조건을 가공하지 말 것: TRIM, LPAD와 같은 함수로 가공하면 인덱스 사용 불가 

- 정의된 인덱스 컬럼의 WHERE사용: WHERE에서 비교가 발생해야 인덱스의 정확한 사용 가능 

- 통계정보의 생성 및 유지보수: CBO에서 옵티마이저가 정확한 인덱스 선택을 돕기 위해 통계정보를  

   최신화 하여야 함 

- NOT을 사용하지 않음: NOT을 사용하게 되면 인덱스 사용 불가 

- BETWEEN, IN의 사용: <, >을 사용하기보다는 BETWEEN, IN(A, B,….) 을 사용하여 인덱스 사용 

- 인덱스의 개수는 4~5개가 적당함: 일반적으로 하나의 테이블에 4~5개가 적정, 데이터 변경이 없는  

  읽기 전용 테이블은 더 많은 인덱스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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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인덱스 형태별 인덱스 구조 비교 

 

 

항목 트리 기반 인덱스 해쉬 기반 인덱스 비트맵 인덱스 

목적 

OLTP 범위 검색 

(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OLTP 키 검색 DW, Mart 데이터 검색 

구성요소 Root, Leaf 노드 버켓, 해쉬함수, 해쉬 테이블 Branch Block Leaf Block 

종류 
1차원: B-Tree, B*Tree, T-Tree 

다차원:R-Tree, 3DR-Tree 

해싱, 동적해싱, 확장해싱,  

선형 해싱 
비트맵 인덱스 



252 

출제예상문제 

1. 비트맵 인덱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제 예상 문제)  

 

 

 

 

 

 

 

 

 

 

 

 

 

 

 

2. B-Tree와 비트맵(Bitmap) 인덱스를 비교 설명하시오. 

   ( 105회 정보관리, 1교시 9번) 

4. 비트맵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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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비트를 이용한 인덱스 방법, 비트맵 인덱스의 개요 

가. 비트맵 인덱스(Bitmap Index)의 정의 

-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최소 단위인 비트를 이용하여 컬럼값을 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ROWID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인덱스(Bitmap generator의 의해 생성됨) 

- 대량의 자료 조회에 적합한 인덱스 유형  

 

나. 비트맵 인덱스의 탄생 배경 

- B-Tree 인덱스에서 실제 컬럼 값을 인덱스에도 보관하여 대용량 데이터 관리 시 부담이 증가함 

- B-Tree 인덱스의 컬럼값의 분포도가 좋아야 함. 분포도가 넓을 시 Table Full Scan 보다 불리 할 수 있음 

- 결합인덱스는 조건 없는 컬럼, '=' 조건이 아닌 경우가 중간에 있을 시 액세스 효율이 떨어짐 

- B-Tree 에서 'NULL' 값, 'NOT' 부정형 조건, 복잡한 'OR' 조건 포함 시 인덱스로서의 효율이 저하됨 

  (찾을 수 없으므로, null 이면 안됨!!! 기본 값이라도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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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트를 이용한 인덱스 방법, 비트맵 인덱스 사례  

 

 

ROWID EMPNO ENAME JOB MGR HIREDATE SAL COMM DEPTNO 

시작  ROWID -1 7369 SMITH CLERK 7902 17-Dec-80 800   20 

2 7499 ALLEN SALESMAN 7698 20-Feb-81 1600 300 30 

3 7521 WARD SALESMAN 7698 22-Feb-81 1250 500 30 

4 7566 JONES MANAGER 7839 02-Apr-81 2975   20 

5 7654 MARTIN SALESMAN 7698 28-Sep-81 1250 1400 30 

6 7698 BLAKE MANAGER 7839 01-May-81 2850   30 

7 7782 CLARK MANAGER 7839 09-Jun-81 2450   10 

8 7788 SCOTT ANALYST 7566 19-Apr-87 3000   20 

9 7839 KING PRESIDENT   17-Nov-81 5000   10 

10 7844 TURNER SALESMAN 7698 08-Sep-81 1500 0 30 

11 7876 ADAMS CLERK 7788 23-May-87 1100   20 

12 7900 JAMES CLERK 7698 03-Dec-81 950   30 

13 7902 FORD ANALYST 7566 03-Dec-81 3000   20 

종료 ROWID-14 7934 MILLER CLERK 7782 23-Jan-82 1300   10 

ANALYST CLERK MANAGER PRESIDENT SALESMAN 

0 1 0 0 0 

0 0 0 0 1 

0 0 0 0 1 

0 0 1 0 0 

0 0 0 0 1 

0 0 1 0 0 

0 0 1 0 0 

1 0 0 0 0 

0 0 0 1 0 

0 0 0 0 1 

0 1 0 0 0 

0 1 0 0 0 

1 0 0 0 0 

0 1 0 0 0 

14개 RowID별 

JOB별  Bitmap 처리 

각 bit는 행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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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트를 이용한 인덱스 방법, 비트맵 인덱스 사례  

 

 

KEY 
START  
ROWID 

END  
ROWID 

BitMap/ROWID 

ANALYST 1 14 

CLERK 1 14 

MANAGER 1 14 

PRESIDENT 1 14 

SALESMAN 1 14 

▶  비트맵 인덱스의 노드 구조  

● 엔트리 헤더 : 컬럼 수와 잠금 정보를 포함 

● 키 값 : 키 컬럼에 대해 길이와 값의 쌍(Pair)으로 구성 

● 시작 ROWID : 비트맵의 해당하는 키 값을 가진 첫 번째 ROWID 

● 끝 ROWID : 비트맵의 해당하는 키 값을 가진 마지막 ROWID 

● 비트맵 세그먼트 : 대응되는 행이 해당 키 값을 가지면 1이고, 행이 키 값을 갖지 않으면 0인 비트 문자 
    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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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비트맵의 장단점 

 구분 설명 

장점 

- 저장 공간 절약 

  .비트 저장 시 선분형태(Start RowID ~ End RowID)로 저장 

  .키 압축 

  .컬럼 값 직접 대신 유효값 '1' Bit 저장 

- 저장 방법에 의해 해당 비트 액세스로 RowID 전환 가능. 각 로우마다 RowID를 가

지지 않아도 됨 (단, 카디널리티가 높지 않고 동일 값의 반복 정도가 많을 시 절약이 

많이 됨) 

단점 

- '=' 아닌 범위기반 검색 (Like, Between, >, <, >=, <=) 사용 시 추출할 비트가  

  명확하지가 않고, 대량이 나타날 수 있음 

- 선분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빈번한 수정이 발생하는 컬럼일 경우 

  .인덱스 크기가 크게 증가 

  .블록레벨 잠금으로 인해 많은 부하 유발 가능 

- 카디널리티가 높은 컬럼에 대해 장점 활용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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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릴레이션 간의 관계 처리를 위한 다음의 조인 연산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Nested Loop Join, Sort Merge Join, Hash Join 

   (출제 예상 문제) 

 

2.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과정의 무손실 조인(Lossless Join)분해에 대하여 예를 들고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5회 2교시)  

5. Join  

select b.besq BESQ, e.empno EMPNO, d.deptno DEPTNO 
from bonus b, emp e, dept d 
where b.empno = e.empno and e.deptno = d.deptno 
 

[where조건이 있는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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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데이터베이스 조인을 통한, 결과값 추출 작업, 조인 연산의 개요 

가. 조인 연산(Join Operation)의 정의 

 - 하나의 SQL 명령문에 의해 여러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 

 - 두 릴레이션으로부터 관련된 튜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튜플로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연결방법 

나. 수행 알고리즘에 의한 조인의 분류(옵티마이저가 규칙에 맞게, 보통 수행하는 물리적 조인을 말함) 

 
분 류 설 명 

Nested Loop 

join 

먼저 선행테이블의 처리범위를 하나씩 액세스하면서 그 추출된 값으로 연결할 

테이블을 조인하는 방식(가장 일반적 – 소량 업무 처리에 가장 적합) 

Sort Merge join 
양쪽 테이블의 처리범위를 각자 액세스하여 정렬한 결과를 차례로 scan하면서 

연결고리의 조건으로 merge해 가는 방식(대용량의 경우 유리) 

Hash join 

해시 값을 이용하여 테이블을 조인하는 방식(값이 다양하지 않을 때 유리) 

- 많은 양의 데이터 집합을 조인할 때 사용 

- 옵티마이저는 메모리상에 조인키가 되는 해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2개의 

  테이블 중에 작은 것을 선태, 그런 다음 많은 양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테이블을 스캔하면서, 조인되는 행을 찾기 위해, 해시테이블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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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행 알고리즘에 의한 조인 방식 

 분 류 설 명 

Nested Loop 
 Join(NL) 

- 데이터를 랜덤으로 액세스하기 때문에 결과 집합이 많으면 수행속도가 저하됨 

  선행 테이블의 크기가 작거나, Where절 조건을 통해 결과 집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함 

- 조인 연결고리 인덱스가 없거나 조인집합을 구성하는 검색조건이 조인 범위를  

  줄여주지 못할 경우 비효율적임 

- 후행(Driven) 테이블에는 조인을 위한 인덱스가 생성되어 있어야 함 

- 실행속도 = 선행 테이블 사이즈 * 후행 테이블 접근횟수 

- 선행 테이블(Driving table)의 첫 레코드를 랜덤으로 엑세스 한 이후, 나머지 로우는 

   순차적으로 스캔 해가며, 스캔된 로우와 조인할 대상 테이블은 랜덤 엑세스 함. 

인덱스를 엑세스 한 후, 테이블을  
엑세스 하는 경우 발생(1*N) 

선행(드라이빙) 테이블 후행(드리븐)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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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행 알고리즘에 의한 조인 방식 

 분 류 설 명 

Sort Merge 
join 

- 조인의 대상범위가 넓을 때 발생하는 랜덤 액세스를 줄이기 위한 경우나 연결고리에  

  마땅한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해결하기 위한 방법(대용량 데이터의 경우) 

- 연결을 위해 랜덤 액세스를 하지 않고 스캔을 하면서 이를 수행 

- 정렬을 위한 영역(Sort Area Size)에 따라 효율에 큰 차이가 남 

- 조인 연결고리의 비교 연산자가 ‘=’이 아닌 경우에, ‘Nested Loop 조인’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음 

- 두 결과집합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비효율적 

- A 테이블 소팅, B도 소팅 -> 그리고 머지해! 

 

[참고] 옵티마이저가 Hash Join을 선택할 때 – 1) 많은 양의 데이터가 조인될때,  2) 많은 양의 테이블  
조각들이 조인될 때  

양쪽에서 

모두 소트함 

양쪽에서 

모두 소트함 



261 

II. 수행 알고리즘에 의한 조인 방식 

 분 류 설 명 

Hash join 

-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서는 상당히 큰 hash area를 필요로 함으로, 메모리의 지나친  

   사용으로 오버헤드 발생 가능성(-> 값을, 가운데 해쉬 테이블로 만들어, 두 덩어리를 

메모리에 올려서, 찾는 경우) 

- 연결조건 연산자가 ‘=’인 동치조인( = 를 동치연산자라 부름)인 경우에만 가능 

   (조인의 연결조건 연산자에 대한 제약이 있음) 

 

 

 

 

 

 

 

 

참고 자료: 

http://www.dbguide.net/db.db?cmd=view&boardUid=148222&boardConfigUid=9

&categoryUid=216&boardIdx=140&boardStep=1  

http://www.dbguide.net/db.db?cmd=view&boardUid=148222&boardConfigUid=9&categoryUid=216&boardIdx=140&boardStep=1
http://www.dbguide.net/db.db?cmd=view&boardUid=148222&boardConfigUid=9&categoryUid=216&boardIdx=140&board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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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SQL Join 유형(범위기준, 혹은 조인방식에 따라): 논리 조인이라고 보통 말함. 

B = 코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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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내부 조인 – 테이블의 각 행이 다른 모든 테이블 내의 각 행에 교차시켜, 만들어낸 가능한 모든 조

합 = 카르테시안 곱(cartesian product) -> 많은 수의 행 -> 통상적으로 where 절을 사용 수행함. 

 

 

 

 

 

 

Mysql> select * from t1 inner join t2; 

i1 c1 

1 a 

2 b 

3 c 

i2 c2 

2 c 

3 b 

4 a 

Table t1 Table t2 

Mysql> select t1.*, t2.* from t1 inner join t2  
           where t1.i1 = t2.i2; 
 

-> 등가 조인(equi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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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왼쪽 또는 오른쪽(외부) 조인 – 내부 조인과 같이 대응되는 것을 보여 주며, 다른 테이블 내에서 

         대응하지 않는 행도 보여줌 

 

 

 

 

 

 

Mysq> select t1.*, t2.* from t1 left join t2 on t1.i1 = t2.i2;        
          /* on: 조인칼럼들의 동일 이름 허용 */ 

 

i1 c1 

1 a 

2 b 

3 c 

i2 c2 

2 c 

3 b 

4 a 

Table t1 Table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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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테이블(회원정보) 
IDX_Member이 PK(Primary Key) 임  

Item_Order(주문정보) 
IDX_Order이 PK(Primary Key)임  

MySQL 워크벤치(MySQL Workbench)는 SQL 개발과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생성 그리고 유지를  

위한 단일 개발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비주얼 데이터베이스 설계 도구로 사용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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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전산기계실에 설치된 정보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은 모든 분야에 걸쳐, 안전 및  

    보안관리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 운영관리 해야 한다. 

    보안관리를 위한 주요대상 분야(5가지 이상)와 그에 따른 주요대책을 각각 상술하시오. 

    (조직응용 75회 4교시) 

 

2.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모델 3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6회 3교시) 

6. 데이터베이스 보안  
IV. DB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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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제어 및 DBMS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의 개요. 

 가.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정의  

   - 조직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파괴하는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  

   - 다수의 사용자가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는 각 사용자 또는 사용자 집단이 자신들이 허가 

      받은 데이터에만 접근 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나.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특성 

IV. DB 응용 

6. 데이터베이스 보안  

특  성 상  세  내  용 

비밀성 

- 정보의 부적당한 유출을 방지(Preventing), 탐지(Detecting), 제지(Deterring)   

   하는 것 

- 군사 환경이나 상업환경의 부서와 같은 고도의 보호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의  

   보호 

무결성 - 정보의 부적당한 수정을 방지, 탐지, 제지하는 것 

시스템 가용성 -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접근에 대한 부당한 거부를 방지, 탐지, 제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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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데이터베이스 보안 구현 기능 

구    분 주    요    기    능 

접근 통제 

(Access Control) 

- 허가 받지 않은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접근을 방지 

   하는 것 (계정 & 암호) [RBAC) 

- MAC, DAC, RABC 등 접근에 대한 기술적인 모든 내용을 삽입 기술 

-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생한 각종 조작에 대한 주체를 파악하여 

   트랜잭션 로그 (Transaction Log) 파일의 자료로 제공하는 것 

허가 규칙 

(Authorization Rules) 

- 정당한 절차를 통해 DBMS 내로 들어온 사용자라 하더라도, 

   허가 받지 않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가상(Virtual) 테이블 

(Views) 

- 가상 테이블을 이용하여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 자신이 허가 받은 

   사용자 관점만 볼 수 있도록 한정하는 가상 테이블 

- 뷰는 실제 데이터값이 저장되지는 않지만, 뷰를 통해 원하는 작업 

  (Select, Delete, Update 등) 을 할 수 있다. 

- 목적: 데이터 보안 유지, 복잡한 테이블 구조를 단순화(반복적 조인되는  
  경우 뷰 구성의 대상이 됨, 즉 뷰를 통해, 원하는 데이터에 쉽게 접근) 

암호화 

(Encryption) 

-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비록 그 데이터에 접근하더라도 알 수 없는 

   형태로 변형시키는 작업(이베이 옥션 – 개인정보 암호화 추가) 

- 모든 보안 기술(보안 보메인 내용을 여기에 삽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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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베이스 보안 개념도 

 

 

 

 

 

 

 

 

 

 

 

 

 보안의 목적 : 권한이 없는 사용자를 제어하여 정보의 불법적인 접근, 고의적인 파괴 및 변경을 방지하고 

  우발적인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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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해킹, 내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DB 암호화 솔루션 

 가. API 방식 

  -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암호모듈(API)를 적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수정 방식 

  - DB단의 추가 모듈 설치가 불필요하며, DBMS에 종속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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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해킹, 내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DB 암호화 솔루션 

 나. Filter(Plug-In)방식 

 - DB레벨의 확장성 프로시져 기능을 이용하여 DBMS에 Plug-In 모듈로 동작하는 방식 

 - 암호화 관련된 보안정책 DB와 암/복호화 처리를 위한 서버엔진을 DBMS 내에 Plug-In 시킴 



272 

IV. 해킹, 내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DB 암호화 솔루션 

 다. 하이브리드 방식 

 - API방식과 Filter방식을 결합하거나, Filter방식에 추가적으로 SQL문에 대한 최적화를 대행해 주는  

   어플라이언스 제공 

- DB서버 부하분산이 가능하고 암/복호화 시 가속기능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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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기술 비교 

구분 API방식 Filter(Plug-In) 방식 하이브리드방식 

암호화/ 

보안방식 

별도의 AP개발 

/통합 

DB내 설치 

/연동 

별도의 어플라이언스/DB내  

설치 

서버성능 부하 

Application 서버에 암/

복호화, 정책관리, 키관

리 부하 발생 

DB서버에 암/복호화, 정

책관리, 키관리 부하 발생 

DB와 어플라이언스에서 부하분

산 

시스템 통합 용

이성 

Application 개발 통합

기간 필요 
Application 변경 불필요 Application변경 불필요 

암호화 대상 변

경 발생시 
Application 수정 간단한 지정으로 가능 간단한 지정으로 가능 

관리  

편의성 

Application 변경 및 암

호화 필드 변경에 따른 

유지보수 필요 

관리자용 GUI이용, 다수 

DB통합관리 가능 편의성 

높음 

관리자용 GUI 이용, 다수 DB통

합관리 가능 편의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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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 계정생성 : 사용자 또는 사용자들 그룹이 DBMS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정과 암호 

     를 생성 

  - 권한부여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특정 계정에 특정한 권한을 부여 

  - 권한취소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특정 계정에 허가했던 권한을 취소 

  - 보안등급 지정 : 사용자 계정에 보안등급을 지정                               ‘끝’ 



275 

Chapter V Data 관리 및 고가용성 관리 

1. MDM 

2. 데이터 품질관리 

3. DB 고가용성(HA) 관리 

4. DBA 

5. Big Data 

6. DBMS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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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MDM (Master Data Management) 

    (조직응용 83회 1교시) 

 

2. 기업이 보유하는 데이터 유형을 설명하고, 마스터 데이터(Master Data)관리의 중요성 및 업무  

    프로세스 능력 향상을 위한 최상의 마스터 데이터 정보관리 체계를 설명하시오. 

   (조직응용 90회 2교시) 

1. MDM  

V. Data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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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사 차원의 데이터에 대한 통합 데이터 관리 및 실시간 Access 제공, MDM의 개요. 

 가. MDM (Master Data Management) 정의 

    - 전사에서 사용하는 분산된 데이터(기준정보)를 하나(중앙)의 저장소에서 일관성있게 통합 관리/ 

       활용하는 관리체계 및 통합 기준정보관리 시스템  

    - 기업의 핵심자산(Key Asset)으로 Business Transaction에서 동일한 형태로 사용되는 표준 데이터  

       정보인 Master Data를 여러 분산된 시스템이 마치 한곳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정합성을 유지시켜 

       주는 관리 방법 

 나. 기준정보관리의 필요성 

   1) 표준프로세스 및 분류체계 부재로 유형별 관리현황 파악이 힘들며, 균질의 정보를 유지하기가 힘듬 

   2) 표준화 Value가 명확히 수행되지 못하여, 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동일정보가 상이한 정보로 인식하

게 되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됨 

   3) 일부 이해관계자 관점의 정보 관리로 동일 정보를 사용하는 타 이해관계장의 정보활용이 어렵고  

       의사소통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됨 

   4) 수집되는 자료 관리상의 어려움, 효율성 저하 및 비용의 발생 

V. Data 관리 

1. MDM  



278 

II. MDM의 프레임워크 

  도입되는 기준정보관리(MDM)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기준정보, 
   IT인프라 측면의 프레임워크에 의한 접근이 필수적임. 

 

V. Data 관리 

1. MDM  



279 

II. 기준정보관리의 구성도 및 주요요소 

  가. 기준정보관리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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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준정보관리의 구성도 및 주요요소 

  가. 기준정보관리의 구성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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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정보관리의 주요 요소 

주요요소 내용 비고 

Repository 
조직 내의 흩어져 있는 기준정보를 모아 놓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한 정보의 저장소 

DB2, Oracle등 

데이터체계관리 
기준정보의 속성.코드.분류에 대한 체계 및 변경 이력을 관
리 

표준정의 

프로세스 관리 기준정보 접근 및 권한에 대한 프로세스 관리 
표준프로세스,  
Work Flow 

EAI 
MDM과 Legacy의 이기종간의 필요한 정보를 서로 소통하여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킴 

미들웨어, 아답터 

Legacy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Application ERP, CRM, 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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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준정보관리(MDM)과 메타데이터관리의 비교 

 1) 기준정보관리 : Item에 대한 기준정보 값을 동일하게 관리하는데 목적 

 2) 메타데이터관리 : 데이터 속성/구조/흐름관리 등을 동일하게 관리하는데  목적 

 

 - 기준정보관리와 메타데이터는 별개의 것이 아닌 서로 긴밀한 연관 관계를 유지 

구분 기준정보관리 메타데이터관리 

주요관리 

관점 

 Item Value  Schema 

Data Value 

- 기준정보 실제 값 

- Application별 데이터 값 동일 

   예) 서울 강서구, 등산, Etc 

- 데이터의 속성, 구조, 위치, 연결정보 등 

- Application 별 Schema 동일 

   예) char, varchar2 

View 
- 단일 Item Data Value View 

- 권한에 따른 Data 항목 View 통제 

- 모델링 도구, 메타데이터 View 구현 

- Data Value가 아닌 구조/속성 View 

Process Workflow를 통한 기준정보관리 통제 관리 프로세스의 시스템화 관리 필요 

관리비용 기준정보에 대한 정제 비용 없음 데이터 값에 대한 정제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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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상적인 Master Data Flow 구조 

- 개요기업의 공통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분산된 시스템의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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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업 데이터 타입 종류 Ex) 제품 마스터데이터, 고객 마스터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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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MDM 최근 동향 

가. 금융권의 경우 고객정보통합(CDI)으로 불리는 MDM은 기업 전사 경영활동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IDC나 가트너에서도 MDM 시장을 이머징 마켓으로 규정하고 오는 2009년 100억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  
 

나. 한국IBM은 ‘인포메이션 온 디맨드(Information On Demand, 이하 IOD) 전략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  

     전략을 강화한다는 방침. 이를 위해 작년 구축을 완료한 LG 전자와 올초 하이닉스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고객 성공 사례를 통해 고객이 IBM MDM 관련 솔루션을 통해 얻은 비즈니스 가치를 경쟁사 대비 

     차별점으로 강조할 계획.  

 

 다. 한국 오라클 MDM 솔루션은 여러 곳에 분산되고 중복된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제품으로 서로  

      다른 시스템에 각각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하고 클린하게 정제해 하나의 통합된  

      정보를 분석 및 운영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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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전사적 데이터베이스 통합 프로젝트환경에서 데이터 중복 및 오류 문제를 줄이고자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품질기준 4가지 이상을 제시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구축방안을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3회 2교시) 

 

2. 기업에서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데이터 품질 관리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2) 관리 대상 및 관리 조직을 기본 축으로 하는 데이터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를 설명하시오. 

   (3) 관리 조직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7회 3교시) 

 

3. 데이터 품질관리 성숙모형인 DQM3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6회 1교시) 

 

4. 데이터 품질의 필요성과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한 '데이터 값, 데이터구조, 데이터품질관리체계,  

   SW개발' 관점에서의 품질활동을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2016, 7월 모의고사) 

2. 데이터 품질관리  

V. Data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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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데이터 품질 관리의 개요. 

 가. 데이터 품질관리의 정의 

   - 기업 내부 데이터간 연계에서 데이터 일치성 유지 활동 강화를 통해 데이터를 이용하는 조직 이해 

      관계자 요구수준에 부합되게 데이터가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만족도를 높이도록 데이터 품질 

      (Data Quality)을 관리하는 활동 

 나. 데이터 품질 (미국 데이터품질 법)  

    - Utility (이용 편리성) : 제공데이터는 이용자들이 쉽게 구하고 이용만족도가 높아야 함 

    - Integrity (안전성 및 신뢰성) : 접근권한 관리를 통한 데이터보호 

    - Objective (공익성) : 데이터는 근거 및 출처가 분명해야 하고, 근거 및 출처는 과학적 혹은 통계  

       기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다. 데이터 품질관리 필요성 

  - 데이터 품질 저하로 인한 데이터 사용자 불만 및 데이터 손실 비용 Risk 커짐        

  - 개별 시스템 위주의 개발 및 관리로 인해 데이터가 분산되고, 중복 및 불일치 발생 

     (전사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아키텍쳐 도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확립 필요) 

  - 다수의 요청을 다수가 자료 제공한 구조로 인해 발생되는 데이터 불일치 및 혼란 초래 

     ( 사용자 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제공 환경 구현) 

  - 원천데이터의 오류, 데이터의 속성을 잘못 이해하여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        

  - 데이터의 변경이나 오류에 대한 수정이 개인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모호성 증가 

2. 데이터 품질관리  

V. Data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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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데이터 품질의 요소 

데이터 품질 요소 특징 및 설명 

데이터 
- 기관 및 기업에서 사용되어지는 전산화된 데이터 또는 전산화에 필요한  

   데이터 값 

데이터 구조 

- 데이터를 취급하는 관점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며, 사용자View,  

   모델(개괄,개념,참조,논리,물리), 데이터베이스 파일형태로 보임 

   (Data Architecture 관점에서 데이터 Schema )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 데이터 및 데이터 구조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절차, 조직, 인력 등을 포함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의 3가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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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품질관리 프레임워크 (출처 :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센터)   [참고]Zachman Framework 참조 

          대상 

조직 
데이터 데이터 구조 데이터관리 프로세스 

CIO 관점 

(개괄적관점) 

데이터 관리정책 

(모델관리정책, 품질관리정책(데이터 품질 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등) 

DA 관점 

(개념적관점) 

표준데이터 

(용어,명칭,도메인,코드) 

개념모델 

참조모델 

데이터표준관리 

요구사항관리 

Modeler 

(논리적관점) 

모델데이터 

(데이터모델 데이터,  

DB 구조 데이터 등) 

논리모델 

(개념모델 상세화) 

데이터모델관리 

데이터 흐름 관리 

(모델 형상관리, 원천->목표 데
이터 과정 흐름 및 이력관리) 

DBA 

(물리적관점) 

관리데이터 

(데이터 흐름 데이터, 

 정합성 검증데이터 등) 

물리모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백업,보안,튜닝,재구성,모니터
링) 

User 

(운용적관점) 

업무데이터 

(원천 데이터, 운영 데이
터, 분석데이터) 

사용 View 데이터 활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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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데이터품질관리 평가항목(예) 

평가기준 평가관점 평가지표 예 

포괄성 
DB에 보관된 자료가 양적으로 충분한지 대한 평가, 
보관 레코드수의 범위측면 

-보관 레코드 규모 

-보관 데이터의 범위 

정확성 
데이터의 오류가 없는 정도 의미, 데이터 값과 표현측
면에서 정확성 측정 

-데이터 값의 정확성 

-레코드 중복성 

-데이터 표현의 일관성 

완전성 
DB를 구성하는 레코드의 완성도, 데이터 구조와 값에 
있어 완전성 측정 

-레코드구성 필드 완전성 

-데이터 필드 값 완전성 

최신성 갱신을 통해 DB가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정도 
-업데이트 주기 

-최신자료 수 

활용성 
주 이용자 계층의 데이터 활용의 효용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 

-이용자 관심과의 부합도 

-이용자 효용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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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데이터 품질 관리 모형 

관점 내용 

미시적 데이터 품질관리의 각 요소를 확인하고 요소별 데이터 품질 향상 방안을 도출 

거시적 
전사 조직 측면에서 데이터 관리의 성숙도 단계를 정의하고 각 조직의 

성숙도를 측정하여 상위 단계로 발전하도록 유도 

부가가치적 
데이터품질관리의 비용·효과·위험 모형을 개발하여 각 조직의 상황에 맞는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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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데이터 관리 성숙수준 

          - 발전단계에 따라 '도입-정형화-통합화-정량화-최적화'의 5단계로 정의 

 

 

 

 

 

 

 

 

 

 

 

VI. 데이터 품질관리 최근 동향 

 가.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이라면 전사 차원에서 데이터 관리 정책을 수립해 데이터 표준은 물론이고  

      데이터의 구조, 흐름까지도 통제 가능 해야 함. 

  나. 데이터 품질의 진단·검토·개선이 가능한 프로세스 운용이 필수. 

  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DB 공동 활용 사업이나 정보기술아키텍처(ITA)는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가 전제돼야 하나 공공기관의 움직임이 미약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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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데이터 품질 기준 – 데이터 품질 기준을 크게 유효성과 활용성으로 구분하고, 각 기준별 품질의 

특성에 따라 유효성은 정확성과 일관성으로 활용성은 유용성, 접근성, 적시성, 보안성으로 구분해 

총 6가지를 데이터 품질 기준으로 정의한다. 

 

 

 

 

 

 

 

 

 

 

 (출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데이터 품질관리 성숙모형(V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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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가용성 관리는 운영 시스템의 고장을 정확히 측정, 분석하여 장애를 최소화하는 활동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응답 시간 지연 및 시스템 중단 원인을 설명하시오. 

    (2) 결함 허용(Fault Tolerant) 기법을 적용한 가용성 보장 전략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에서 각각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7회 2교시) 

 

2. DBMS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저장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키텍처상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 이다.  

    DBMS차원의 무장애와 고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아키텍처 디자인을 위한 전략수립과정과 고 가용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시오. 

    (KPC Impact 모의고사) 

3. DB 고가용성(HA) 관리  

V. Data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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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Data 관리 

3. DB 고가용성(HA) 관리  

I. 최근 기업에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및 대응 방안 

항 목 세부 내용 

비즈니스 측면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이 24*365 지속 되어야 하고 중단 없는 서비
스에 대한 요구사항 증대 

 데이터의 지속적인 증가 등 관리비용의 증가로 저렴한 비용으로 가
용성 및 고성능을 지원 방안 마련 시급 

 장애를 대비하여 신속한 백업 방안 마련 및 장애가 발생하여도 빠른 
시간에 서비스가 재개되도록 하여야 함 

기술적인 측면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DBMS 아키텍처 디자인이 
필요함 

 기업에서 정보시스템의 고성능 및 고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DBMS측면의 대응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기업의 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용성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적용과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최적의 아키텍처 구성을 위한 DBMS 설계와 최적의 기술 

적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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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분석단계 

요구 사항 분석 

아키텍처 디자인 

적용방안 수립 

- ISP 자료 등을 통하여 현재 정보시스템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DBMS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 

- ISP자료 및 이해당사자의 면담 등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 중 DBMS에 관한 
요구사항을 도출한다.(무 중단 요건, 서비스 시간, 장애 시 즉각 대처 등) 

- 시스템 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을 통하여 DBMS의 무장애와 고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디자인 함 

- Mission Critical 여부, DBMS도입비용 확보, 원격백업 필요성 여부,  

   RTO 등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차원의 아키텍처를 디자인 진행 

- 시스템 구축 시 적용할 DBMS 무 장애 및 고성능 구현을 위한 적용방안을 
제시 

II.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디자인을 위한 프로세스 및 디자인 전략 별 실행 방안 
  
 가.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디자인을 위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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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Mission Critical 여
부 

 DBMS 아키텍쳐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의 서비스가 24*365일 지속되어야 한다
면 복수의 서버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무 중단 및 고성능 아키텍쳐를 고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발생 

예측을 활용하여 제한적이나마 장애 대처 및 서비스 복구의 목적을 달성 가능  

Application 
Partitioning 여부 

 클러스터링 된 서버간의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어 상호간의 
Synchronization에 대한 오버헤드가 최소화되고 장애시 백업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
부가 고려 

충분한 DBMS도입
비용의 확보여부 

 일반적으로 병렬 데이터베이스의 도입은 OS 차원의 HA솔루션 이외에 추가적인 
DBMS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Take Over에 소요
되는 시간감내 여
부 

 HA 솔루션에 의한 장애복구 방식은 비정상적인 노드의 서비스 다운 및 파일시스텝 
unmount 그리고 정상노드의 파일시스템 mount 및 서비스의 기동 등에 시간이 소요 
 

 STANDBY DBMS는 미리 데이터 베이스의 복구를 실시하므로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안
에 서비스 재개 가 가능 

디스크 사용에 따
른 성능과 이용률 
간의 중요성 

 RAID 1은 디스크 이용률은 낮은 반면 I/O는 빠르며 RAID 5은 디스크 이용률이 높으
며 디스크 I/O측면에 성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징을 고려해서 
RAID 레벨을 선정 

원격백업의 필요성 
여부 

 천재지변 등의 장애에 대비하여 원격지의 백업센터를 이용한 데이터 백업을 위햐서는 
별도의 스토리지 솔루션에 의한 원격지 백업구조가 필요 

나. 아키텍처 디자인 전략 및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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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세부내용 

H/W 벤더에서 제공하는 

HA 솔루션 S/W 

 일정시점에서는 한 서버에서 DBMS 서비스를 제공하다 서버에 장애 
발생시 하드웨어 벤더에 제공하는 HA 소프트웨어에서 이를 감지하
여 정상적인 서버로 Take – Over 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STANDBY DBMS 

 PRODUCTION DB 와 STANDBY DB로 구성하여 PRODUCTION DB

에서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STANDBY DB에 ARCHIVE 

LOG를 계속 적용하여 PRODUCTION DB와 같은 상태를 유지함으로

써 PRODUCTION DB에 장애 발생시 신속히 STANDBY DB를 이용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 

병렬 데이터베이스 기법 

-  클러스터링을 구성하는 서버에 별도의 인스턴스가 기동하여 하나의 

물리적 DB를 공유함으로써 한쪽서버의 장애 시 정상적인 인스턴스

를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업무부하 증가에 따라 병렬 

데이터 베이스를 추가할 수 있는 구조. 

RAID 
- 디스크 미러링 (RAID 1) 이나 패리티 비트 (RAID 5)를 이용하여  

   디스크 장애 시에도 높은 가용성과 신뢰성을 보장. 

III. DBMS 고가용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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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DBMS측면의 아키텍처 디자인을 위한 고려사항 

    가. 사용 목적에 맞는 DBMS 설계 

       - 시스템의 용도나 목적에 따라 DBMS의 설계가 달라짐. 중요성이 높은 업무는 복수의 서버에 의한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무중단 및 고성능 아키텍처를 고려해야 함 

    나. 도입 비용을 고려한 DBMS 설계 

       - 일반적인 DBMS 설계보다 HA 솔루션 등을 이용한 경우 비용적으로 더 많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예

산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다. 성능 향상을 고려한 DBMS 설계 

       - 성능 측면을 우선시 하여 파일 I/O의 효율이나 데이터 관리 등을 고려하여 DBMS 설계를 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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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DBA (DataBase Administrator)의 1) 정의, 2) 주요 직무, 3) 필요 기술, 4) 주요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1회 1교시) 

4. DBA  
V. Data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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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관리 운영 전반에 책임 및 직무수행자, DBA의 개요. 

 가. DBA (Database Administrator)의 정의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자. 

 

  나. DBA의 주요직무 

    -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 데이터베이스 튜닝 

    - 데이터관리 표준화 수립, 메타데이터체계수립 

4. DBA  

V. Data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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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BA (Database Administrator)의 필요기술과 역할 

기술 기술내용 역할 

데이터모델링  

기술 

 업무에 따른 데이터모델링 

 저장환경에 따른 물리데이터모델링 

 반정규화, 성능모델링 

 프로젝트 수행시 분석/설계에 물리 

모델러 역할 

DB 물리설계 기술 
 인덱스설계, 스토리지 저장공간설계 

 클러스터링 설계, 파티션 설계 등 

 물리적 공간 환경, 서버, DBMS에 따

른 물리적 설계 진행-설계자 역할 

튜닝 기술 
 인덱스 분포도, 조인관계, 트랜잭션 성격

과 양에 따른 성능개선수행 
 튜너 역할 

DB 구축 기술 

 테이블스페이스, 데이터파일 공간구축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생성 

 파라미터 셋팅, 백업구조 지정 

 개발자 역할 

DB 운영 기술 
 백업/복구 수행 

 정기적인 메모리/성능 모니터링 수행 
 운영자 역할 

표준화 기술 
 용어사전, 도메인정의  

 전사적 메타데이터 관리 수행 
 DB 또는 데이터 표준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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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BA의 자격 요건 

 가. Application 이해 

  - Application 을 Tuning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처리 능력 및 이해 

 

 나. 시스템 구성 상태 이해 

  - Load balancing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의 구성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 

  - 시스템이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 

 

 다. 업무 팀과의 인화 능력(커뮤니케이션 능력) 

  -  시스템팀, 개발팀, QA팀, 협업 팀과의 성능과 요구사항에 대한 조율 및 협상 능력 보유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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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DA(Data Architect)의 개요 

  가. 데이터 아키텍트의 정의 

    - 데이터와 관련된 요소 즉,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표준, 데이터보안 등에 대해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여 모델링하고 체계화 하는 역할 수행자. 

  나. 데이터 아키텍트의 주요직무 

     - 데이터관리 체계 수립, 데이터 표준 수립, 데이터 모델링 수행, 데이터 보안 모델 수립 

  다. 역할 

역할 역할내용 핵심역할 

데이터관리 체계 
수립 

메타데이터, 데이터분산/통합, 데이터생명주기관리(ILM), 
성능용량모니터링체계, 로그관리체계, 장애관리체계 등에 
대한 체계수립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 

데이터 표준수립 
용어정의, 도메인정의, 데이터사전, 메타데이터표준 등 전
체 데이터와 관련된 표준 수립 

일관성유지 중요 

데이터 모델링 수행 개념적모델링=>논리적모델링=>물리적모델링 수행 
전체 데이터아키텍
처의 구조에 가장 
중요함 

데이터 보안체계 
수립 

사용자, 테이블, 뷰등에 대한 접근제어 및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접근로그, 트랜잭션 추적성 등에 대한 체계 수립 

데이터보안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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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빅데이터(Big Data) 분석과 기존 경영정보 분석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6회 2교시) 

 

2. 데이터의 폭증으로 대표되는  Big Data가 최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Big Data 처리 및 분석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Big Data 3대 요소(3V) 

  나. Big Data 분석 기법 

  다. Big Data 활용 분야 

  (정보관리 98회 3교시) 

 

3. 빅데이터 수집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KPC 모의고사, 2013년 5월) 

 

4. 데이터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데이터 품질이 빅데이터 시장의 중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Data 품질에 대해 설명하세요 

 가. Big Data 자원의 유형을 설명하세요 

 나. 효과적 분석을 위한 Big Data 자원의 유형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 과 품질 속성을 설명하세
요. 

 (KPC 모의고사, 2013년 6월) 

5. Big Data 

V. Data 관리 



306 

기출문제 

5. Big Data 분석에서 모델 평가 방법인 Train-Validation, Cross-Validation , Bootstrap을 비교 설명 

   하시오. 

   (정보관리, 102회 2교시) 

 

6.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경우 통계적 신뢰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Cross Validation 방법을 3가지 이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5회 4교시) 

 

5. Big Data 

V. Data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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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적용 사례 

빅데이터를 분석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 영상 홍보물 자동생성 + 다매체/다채널화 잠재 고객 전달 

- 지자체와 연계한 시범서비스 실시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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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업의 차세대 생존전략 빅 데이터의 중요성과 기존 데이터와의 차이점. 

 가.  

 

 

 

 

 

 

 

 나. 빅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와의 차이점 

5. Big Data  

V. Data 관리 

- 시스템, 서비스, 조직(회사) 등에서 주어진 비

용, 시간 내에 처리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넘어

서는 데이터 

- 멀티미디어, SNS, RFID, 센서네트워크, 소셜 

데이터, 전자상거래, 천문/대기, 의료정보 관련 

등 폭발적인 데이터 생산 

구분 빅 데이터 기존 데이터 

Volume - 수십 PB (페타바이트) - 수십 GB, TB 

Velocity - 실시간 처리 기반(Real Time) - 적합한 시간 내 처리(Right Time) 

Variety 
- Legacy 데이터와 함께 모바일,  
   소셜 데이터, 각종 로그 데이터를 포
함 

- 기업 내부 발생 데이터 위주 
- ERP, CRM, SCM 등 Legacy 데이터 

Device 
- 모든 데이터(On-, Off-, Mobile 등) 
- Transaction 및 로그 데이터 포함 

- On-Line Data 기반 
- Transaction Data 기반 



309 

I. 자료의 양 및 종류가 증가하는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IBM (IBM, 2012)에서는 이러한 대량의 자료 

   의 3가지 특징을 강조한다. 3가지 특징은 3V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자료가 모이는 속도 (velocity)가  

   매우 빠르고, 자료의 종류가 숫자에서 문자, 음성, 영상 등 매우 다양하며 (variety), 그 양 (volume)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로부터 추출되는 가치 (value)를 강조하기 위하여 4V로 요약 

   하기도 한다.  

5. Big Data  

V. Data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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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빅데이터 자원의 유형   

생성주체 

컴퓨터 생산 데이터 사람 생산 데이터 관계 데이터 

- Application 서버 로그 
  (웹사이트, 게임) 
- 센서 데이터(날씨, 환경,  
   스마트그리드) 
- 이미지, 비디오(트래픽,  
  보안 카메라) 

- 트위터, 블로그, 이메일, 
사진, 게시판 등 

페이스북, 링크드인에 의
한 관계를 표현하는 데이
터 

유형 

정형 반정형 비정형 

- Database에 저장된 구조적  
  데이터 

- 웹 문서, 메타 데이터, 센
서데이터, 공정 컨트롤 데
이터, 콜 상세 데이터등 

- 소셜 데이터, 문서,  
  오디오, 비디오, 동영상,  
  이미지 등 

저장방식 

3V 데이터 기업 데이터 이산 데이터 

- 관계형 DB에 저장하기 어려운 
3V특성을 갖는 데이터 

- CRM, ERP, DW, MDM등
과 같이 주로 관계형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 스프레드 시트, 파일 데
이터베이스, 이메일, JSON
/XML데이터등 개별적으
로 관리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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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빅 데이터 아키텍처 구성 및 기술요소 

 가. 빅 데이터 아키텍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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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빅 데이터 아키텍처 구성 및 기술요소 

 나. 빅 데이터 기술 구성요소 

구성요소 특징 및 설명 

Front End 

경량script언어 
- GC(graphics context)  성능 및 UI 구현 이용, 스크립트언어로 Front End 구성 

- Ruby on Rails, Scala, JavaScript, python, PHP 

경량App Server 
- 다수의 경량Application Server를 이용하여 사용자 응답성의 극대화 

- Apache Thrift, Apache Avro, Jetty, Tomcat, nginX 

Front (Page) 

Cache 

- 정적 리소스 및 동적데이터에 대한 캐시서비스로 App/DB 서버부하절감 및 

 응답성 향상, Varnish cache, squid cache, Apache traffic server 

Middle 

Tier 

캐시Pool 

- DBMS를 통해 빈번하게 조회된 데이터를 메모리에 캐시하여 DB 부하 절감 및 

   응답속도 향상 

- Memcached, Membase(CouchBase), Ehcache, Oracle Coherence 

분산Middleware 

- 분산Application 서버와 Database간의 투명성과 Fault-tolerant를 제공하는  

   분산메시지기반 미들웨어 

- Kestrel(twitter), Apache ActiveMQ, ZeroMQ 

Back End 

분산파일시스템 
- 분산Application 서버와  분산Database를  수평적으로  확장  가능케하는  

   네트워크기반의 분산파일, GFS(Google), Apache HDFS 

분산데이터스토리

지/ 연산처리 

-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분산관리를 지원하며 인덱스의 최적화에 집중화된 DB로  

   데이터 쓰기가 많은 업무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DB- 

- Hadoop, Map/Reduce, HBase, MongoDB, cassandra 

DW & 검색엔진 - 확장 가능한고 성능정보 검색서비스용 라이브러리엔진 및 DW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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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유형  설명 

1) 수집 

 1. RDB 수집 

    ETL, Sqoop(스쿱: RDB로부터 데이터를 하둡으로 옮기는 도구)  

 2. File 

    Log aggregation. Splunk... 우리가 아는 기술들.  

 3. NoSQL, 크롤러. 

2) 저장 

RDB 저장. 기존 동일 

HDFS, 로그  

CEP 저장: Complex Event Processing(이벤트를 저장 처리하는 프로세스)  

              : EDA로 풀 수 있는 토픽이기도 함. 메모리 내에 처리 

(저장구조 4가지 유형) 

칼럼 패밀리, 문서기반, 키밸루, 그래프 기반 

3) 관리 

각 종 관리 서버 

Yarn(얀: Yet Another Resource Negotiator)  

Ganglia(갱글리아; 모니터링 관리 도구), Apache Ambari(암바리) 

III. 빅데이터 구축 로드맵 - http://cafe.naver.com/81th/80483  

http://cafe.naver.com/81th/80483
http://cafe.naver.com/81th/80483


314 

프로세스 유형  설명 

4) 처리 
〮 MapReduce  
〮 HIVE. PIG. 비정형 데이터를 스파크, 스톰 기반 아래 알고리즘 적용하여 처리 

5)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적  

기법들 

적용)★ 

〮 통계분석과 마이닝 적용 

〮 SAS, R, 매틀랫,  

〮 Mahout : 추천 군집 분류 

〮 앙상블(Ensemble 방법: 여러 개의 모형을 이용하여 개별 모형보다 좋은 예측 성능
을 얻는 방법으로, 대표적 방법으로 배깅 (Bagging; bootstrap aggregating)과 부스팅 
(boosting) 등이 있다.  
〮 배깅은 Breiman(1994)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학습 집합의 임의 추출된 부분집합에
서 각 모형을 적합하는 과정을 여러번 수행하여, 회귀분석에서는 추정값들의 평균값
으로 분류분석에서는 추정확률들의 평균값을 가장 크게 하는 값으로 분류하는 방법
론이다.  
〮 부스팅은 여러 개의 모형의 가중 평균으로 새로운 모형을 구성하는데, 더 정확한 개
별 모형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ada boost 
(Freund와 Schapire, 1997)가 있다. 앙상블 방법의 획기적인 특징은, 아주 단순한 모
형을 결합함으로써 아주 우수한 예측 성능을 갖는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이며, 빅데
이터 자료의 분석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 Nearest Neighborhood(NN)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 Random Forest(포리스트)기법: 배깅(Bagging) + 서브넷(Subset)의 특징을 Tree 에  
  반영한 분석기법.  

6) 표현  

〮 시각화 솔루션(R) 
〮 D3.js(시각화 도구인 D3(DATA-DRIVEN DOCUMENTS) 도구 
〮 Tablea(태블로, 시각화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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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빅데이터 수집 기술의 개념 

- 빅데이터 수집 기술은 조직 내부와 외부의 분산된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터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검색 

  하여 수동 또는 자동으로 수집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술 

-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정형 데이터는 로그 수집기를 통해 수집하고, 조직 외부에 존재하는  

비정형 데이터는 크롤링, RSS Reader,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Open API를 이용한 프

로그래밍을 통해 수집 

VII.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도구(대표적인 업체들) 

 
도구 구성도 주요 내용 

스플런크 
(splunk) 

- 프리 버전과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제공 
-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는 하둡과 
통합이 되어서 HDFS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둡에서 분석 프로세싱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됨 
- 웹 기반의 GUI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 
사용성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큰 강점이 있음 

① 수집 



316 

도구 구성도 주요 내용 

Flume 
(플럼) 

- 에이전트, 컬렉터, 스토리지티어로 
구분 
- 데이터 수집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플로우 토폴로지를 구성할 수 있고 
마스터 노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설정을 쉽게 변경하거나 
모니터링이 가능 
- 마스터 노드를 이중화하여 가용성이 
높고, 자바로 구현되어 있어서 다양한 
OS 플랫폼에 포팅이 가능함 

Chukwa 
(척와) 

(슈크와) 

- 에이전트(Agent), 컬렉터(Collector),  
  MapReduce 처리, HICC(Hadoop  
  Infrastructure Care Center)로 구성됨 
- 척와는 확장성이 뛰어나며 대용량의  
  처리가 가능 분산시스템으로  
  모니터링과 분석 기능 클러스터 환경의  
  로그 분석에 탁월함 
- 오픈소스 기술 

Scribe 
(스크라이브) 

- Facebook이 개발하여 2008년에 공개한 로그 수집 기술 
- 대량의 서버로부터 실시간으로 흘러오는 로그 데이터를 집약하기 위해 개발됨 

①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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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자동 수집 방법 

수집 방법 주요 내용 

로그 수집기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웹서버의 로그 수집, 웹 로드, 트랜잭션 로그, 클릭 로그, DB 
로그 데이터 등을 수집 

크롤링 
주로 웹로봇을 이용하여 조직 외부에 존재하는 소셜 데이터 및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 

센싱 각종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RSS, Open API 
데이터의 생산, 공유, 참여 환경인 웹 2.0을 구현하는 기술로 필요한 데이터를 
프로그래밍을 통해 수집 

① 수집 



318 

Big Data 분석 - 모델 평가 방법: Train-Validation, Cross-Validation 

Train-Validation: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생성된 모델의 에러율 예측을 통해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검증 방법으로 훈련집합, 테스트 집합, 확인집합으로 모델 정확도 검증 

 

Train-validation 

(연속(무리) 확인) 

데이터 Set 설명 활용 

Training Set 
모형을 적합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훈련집합) 

Ex) 0.0 <= x < 0.8 -> training set 
모델 학습 

Test Set 
최종 선택모형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하여 좋은 성과를 갖는지 평가 

(테스트집합) 
모델 평가 

Validation Set 

모형이 얼마나 잘 적합화 되었는지 평가 

일부 모형을 조정하여 구축된 모형 중 좋은 모형 선택(가장 좋은 

알고리즘) (검증집합) 

모델 선택 

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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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validation, sometimes called rotation estimation, is a model validation technique for 
assessing how the results of a statistical analysis will generalize to an independent data set. It is 
mainly used in settings where the goal is prediction, and one wants to estimate how accurately a 
predictive model will perform in practice.  
 
It is worth highlighting that in a prediction problem, a model is usually given a dataset of known 
data on which training is run (training dataset), and a dataset of unknown data (or first seen data) 
against which the model is tested (testing dataset).[4] The goal of cross validation is to define a 
dataset to "test" the model in the training phase (i.e., the validation dataset), in order to limit 
problems like overfitting, give an insight on how the model will generalize to an independent data 
set (i.e., an unknown dataset, for instance from a real problem), etc. 
 
One round of cross-validation involves partitioning a sample of data into complementary subsets, 
performing the analysis on one subset (called the training set), and validating the analysis on the 
other subset (called the validation set or testing set). To reduce variability, multiple rounds of cross-
validation are performed using different partitions, and the validation results are averaged over the 
rounds. 
 
Cross-validation is important in guarding against testing hypotheses suggested by the data (called 
"Type III errors"[5]), especially where further samples are hazardous, costly or impossible to collect. 
 

항목 설명 

교차검증 

정의 

전체 Data Set을 Training Set과 Test Set으로 분리하고, Training Set을 사용한 

학습 등을 통해서 모델을 생성한 후,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Test Set을 통해서 

생성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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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대표적인 재 샘플링 기법으로 Cross-Validation 기법이 있음 

Cross-Validation(교차 검증) 

- Training Set을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등분하고, 각각 검증한 결과의 평균으로 모델을 검증함 

- k-1개로 학습하고, 나머지 한 개로 테스트. 이런 과정을 서로 다른 부분 집합으로 k번 수행하여 얻은  

  성능을 평균함 

- 이를 k-fold Cross Validation이라 함. 

 - k=N인 경우(N은 샘플 개수) 하나 남기기(Leave-one-out) 또는 잭나이프(Jackknife) 기법 이라함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새로운 정보습득 
-> 사용 능력, 판단하는  
    지식으로 활용 분야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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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빅데이터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 R의 개요 

가. R(R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함, 줄여서 R로 부름)의 정의 

- 통계분석 및 그래프 분석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기반 패키지 

- 데이터 입출력,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 그래프 작성 등을 위한 수많은 알고리즘 및 방법론 제공하는  

   분석 소프트웨어(GPL), 통계학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 소프트웨어 

나. R의 등장배경 

 배경 설명 

R 관심증가 폭발적인 사용자 증가와 개발자의 확산으로, 대학 교육의 표준 툴로 자리 잡음 

기업체 R 활용 
빅 데이터 기업의 분석 플랫폼 엔진으로 사용 중이며, 유수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tool로 사용 중임(Google과 Facebook은 R을 자사의 주된 분석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Vendor의 R 적용 

Oracle, IBM의 Netezza, SAP의 HANA, Teradata 등에서 in-memory 혹은  
in-database 분석 엔진으로 R을 적용함 

통계 소프트웨어  
Vendor의 R 

SAS나 SPSS 등의 통계 소프트웨어에서 R과의 연동을 통해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공 

Big Data 분석을  
위한 R의 활용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아키텍처 전반에 걸쳐 공통적인 분석 플랫폼으로 자리잡음 

R과 Hadoop 
국내외 Big Data 분석에 관심이 많은 기업체에서 Hadoop 기반의 R 분석 기능 구현
을 위하여 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웹 분석시스템 구현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분석 플랫폼으로 이용 
⑥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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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특징 

 

 

 

 

 

 

R의 구성요소 

 

 

 

 

 

 

 

 

예제 

 

특징 내용 

In-Memory Computing 빠른 처리 속도, H/W 메모리 크기에 영향을 받음 

Object-oriented program
ming 

클래스 (class) & 메소드(method), 데이터, 함수가 object로 관리되어 짐 

Package 
최신의 알고리즘 및 방법론을 적용, 다양한 함수 및 데이터 내장, Help의  
Examples 바로 사용 가능 

구성요소 설명 

R Project R Development Core Team 멤버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R의 배포와 수정 담당 

R CRAN Site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는 39개국 87개 Mirror 사이트 운영 

R Manual R과 관련된 매뉴얼을 HTML 및 PDF 파일로 지원 

R Studio 
워크스페이스 사용하는 명령어 입력, 스크립트 저장, 명령 이력 보기, 시각화 보기 구조
를 지원 하는 개발 도구 

R Package 
패키지들은 새로운 통계분석 알고리즘이나 새로운 IT 기술의 응용에 관한 것을 포함된 
라이브러리 패키지  

# CSV 파일 읽기 
# 1행에 열이름을 넣었을 경우 header=T 옵션을 줘서 이름을 인식시킬 수 있다. 
> df <- read.csv("a.csv", header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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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hadoop 

- Hadoop 기반의 Map-Reduce 기능 구현을 R Code로 작성 할 수 있어, 쉽게 Hadoop 기반의 분석이  

  가능함 

- RHadoop is a collection of packages for connecting R to Hadoop and running R on Hadoop nodes. 

출처 : Revolution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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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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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는 최근 하둡환경을 위한 제품을 출시하며 오픈 기술 주도의 빅데이터 시장에서 분석 솔루션 시장 주

도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 분석 툴인 ‘R’에 대한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SAS

는 본사 차원에서 대학교를 위한 SAS 분석툴 아카데미 버전을  무료로 공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SAS코리아는 오는 7월 정식 출시 예정인 ‘SAS 비주얼 스태티스틱스(SAS Visual Statistic)’ 솔루션도 미

리 선보였다. 이 제품은 데이터 시각화 기술을 활용해 어려운 프로그래밍 코딩 없이도 일반 사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예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급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SAS 본사 빅데이터 부문 총괄 폴 켄트(Paul Kent) 부사장은 “기존 스팟파이어, 샤이니(Shiny) 등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과 달리 SAS 비주얼 스태티스틱스 제품은 데이터를 시각화할때 경쟁 제품과 달리 바로 변

환돼 시간이 단축되고 유연성이 강해졌다”고 소개했다.  

 

한편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 ‘R’ 등 오픈소스 진영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켄트(Paul Kent) 부

사장은 “오픈소스는 문제 해결을 학구적 과점에서 해결하려 하지만 SAS는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려 하고 있다”며 성격이 다름을 강조했다.  

 

또 조성식 대표도 “바젤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 ‘R’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기업

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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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빅데이터 분석기법인 Random Forest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10회 1교시, 5번 ) 

Random Forest 

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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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깅(Bagging) + 서브넷(Subset)의 특징을 Tree에 반영한 분석기법. Random Forest(포리스트) 기법 

  가. 정의 

     - Bagging에 트리 생성시 Random Subset of Features를 사용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분석기법 

  나. 관련 토픽       

구분 설명 및 특징 

부트스트랩
(bootstrap)  

부트스트랩(bootstrap) 또는 부트스트래핑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다"는 뜻이
다. 또, 사물의 초기 단계에서 단순 요소로부터 복잡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가리키
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통해 나온 데이터을 말함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D%8A%B8%EC%8A%A4%ED%8A%
B8%EB%9E%A9  

배깅
(Bagging) 

〮 위 과정을 적합화 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집합의 임의 추출된 부분집합에서 각 모형
을 적합하는 과정을 여러번 수행하여, 회귀분석에서는 추정값들의 평균값으로 분류분
석에서는 추정확률들의 평균값을 가장 크게 하는 값으로 분류하는 방법론   
〮  앙상블 학습(Ensemble learning) 중의 하나. 

과적합 
(Overfitting)
문제  

과적합(overfitting)문제: 감독학습(Supervised Learning)에서 과거의 학습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예측하지만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떨어져서 일반화가 어려
운 문제 

⑤ 분석 

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D%8A%B8%EC%8A%A4%ED%8A%B8%EB%9E%A9
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D%8A%B8%EC%8A%A4%ED%8A%B8%EB%9E%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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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배깅 절차 

 

 

 

 

 

 

 

 

 

 

 

 

 

출처: http://blog.naver.com/muzzincys/220201299384    

⑤ 분석 

http://blog.naver.com/muzzincys/220201299384
http://blog.naver.com/muzzincys/22020129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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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스팅 절차 – 예측모형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부여함.  

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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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Subset에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갖는 트리들로 구성하는 방법, Random Forest 

 

 

 

 

 

 

 

 

 

 

 

 

 

 

 

 - 임의의 트리를 생성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학습시킨 트리가 생성됨.  

 - 각 서브셋의 트리의 특성이 다른 구조임.   

학습용 데이터 트리 
학습용 데이터 트리 

⑤ 분석 



331 

샘플화면 - Google 검색 결과 수 카운트를 통한 선거 결과 예측 

1. 2007년 대선 후에 이명박을 검색해 봤더니, 연관 검색 결과가 약 1,000만 개, 정동영 후보는 500만 

개, 이회창 후보는 300만 개, 그리고 문국현 후보는 200만 개였으며, 실제 선거 득표수도 검색결과 수와 

거의 일치하였다는 내용. 

 

2. 빅데이터상 힐러리 클린턴은 단 한번도 도널트 트럼프를 이긴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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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빅데이터(Big Data) 처리 분석 기술인 하둡(Hadoop)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컴시응 96회 1교시) 

 

2. 빅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된 법리적 이슈를 설명하고 빅데이터 서비스에서의 보안 이슈 및 대책을  

   설명하시오.  

   (모의고사 / 출제 예상 문제)     

 

3. 아파치 하둡(Apache Hadoop)의 구조와 작동 개요를 맵리듀스 엔진(MapReduce engine)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9회 3교시) 

 

4. 하둡2.0(Hadoop 2.0)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Had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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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빅 데이터 분석 기술 

 

 

 

 

 

 

구분 설명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텍스트 마이닝은 비/반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어처리 기술에 기반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평판분석 

(Opinion Mining) 

소셜미디어 등의 정형/비정형 텍스트의 긍정, 부정, 중립의 선호도를 판별 

하는 기술  

소셜 네트워크 분석 

(Social Network  

Analytics) 

수학의 그래프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연결구조 및 연결강

도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명성 및 영향력을 측정 

클러스터 분석 

(Cluster Analysis)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개체를 합쳐가면서 최종적으로 유사 특성의 그룹을 발굴 

Ex) 사진/카메라 사용자그룹, 자동차 관심그룹 



334 

II.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한 컴퓨팅 환경  

 

 

 

 

 

 

 

 

   

기술 내용 

Grid Computing 
다양한 과정들이 연계된 큰 분석 프로세스는 여러 대의 분석 서버가 연계된 
Grid Computing 환경 내에서 분산되어 처리 

In-Database 
Analytics 

MPP 어플라이언스 DW가 제공하는 강력한 데이터 처리 성능을 단순한 
Query뿐만 아니라 마이닝과 고급통계 분석에 활용하는 기술 

In-Memory 
Analytics 

기술 통계, 데이터 탐색 및 요약, 일반 모델링 기법 및 변수 선택, 모델 비교 및 
스코어링 등 

Data 
Visualization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들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거기에 알맞은 시각화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을 파악  툴 요건 : Speed free, Ad-Hoc 
free, Dimension Free 

Text 분석 Text Mining, Content Categorization, Sentiment Analysis 

인메모리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이 데이터 처리 방식을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기본적으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앞으로의 
인메모리 의 기술적 전망은 CRM, ERP같은 정보시스템 자체에 인메모리 기술을 적용하여, 별도 
처리, 분석 과정 없이 정보시스템 내에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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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 전체 잘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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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둡이 각광 받게 된 이유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스케일 업(Scale Up)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서버를 병렬로 추가하는 스케일 아웃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는 데이터 증가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시스템 중단 없이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하둡을 이용하면  

개발 과정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나 동시성 등의 복잡한 고민 없이도 손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 저장 및 처리에 최적의 솔루션으로 하둡이 꼽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바로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하둡 분산 파일시스템(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HDFS)과 

 데이터 처리를 위한 맵리듀스가 그것이다. 

 

[출처] 빅데이터 환경을 위한 하둡 (KPC 기술사 감리사회) 

 

※ 주소: http://cafe.naver.com/81th/20869 

 

 

 

 

 

 

 

http://cafe.naver.com/81th/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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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Hadoop 아키텍처 

- 대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큰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유  

   자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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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분산 파일시스템으로 일반적인 입출력(직렬화, 자바, RPC, 영속데이터 구조)을 위한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의 집합 

에이브로 교차언어 RPC와 영속적인 데이터 스토리지를 위한 데이터 직렬화 시스템 

맵리듀스 범용 컴퓨터들의 커다란 클러스터에서 수행되는 분산 데이터 처리 모델과 실행환경 

HDFS 범용 컴퓨터들로 된 커다란 클러스터에서 수행되는 분산 파일 시스템 

피그 대규모 데이터셋 탐색용 데이터 흐름 언어와 실행환경 

HBase 

분산 컬럼 지향 데이터 저장 시스템으로 HDFS를 사용. 맵리듀스를 이용한 일괄처리 

방식의 계산과 랜덤 읽기가 가능한 포인트 쿼리 방식 모두를 지원 

1,000~5,000 달러 수준의 노드로 구성 

주키퍼 

다수 컴퓨터로 분산 처리되는 고가용성 조정(Available coordination) 서비스로, 분산 응용 

프로그램들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분산 락(Lock)같은 프리미티브를 제공 

(ZooKeeper) 

하이브 
(Hive) 

분산 데이터웨어하우스, HDFS에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 쿼리를 위하여 SQL 

기반 쿼리 언어 (런타임 엔진에 의해 맵리듀스로 변환되는)를 제공 

추콰 분산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HDFS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집기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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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범용 하드웨어 구성된 클러스터의 파일시스템 

 가. HDFS 아키텍처 
   - HDFS의 구조는 크게 네임노드(NameNode)와 데이터노드(DataNode)로 나뉘며, 노드는 실제 서버라고 
     생각하면 쉽다. 데이터노드에는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가 저장되고 64MB 또는 128MB 블록 사이즈로  
     관리된다. 데이터노드의 블록은 모두 3개 이상의 복제본이 각 노드에 복사 및 저장되며, 만약 파일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복제본으로 대체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장애상황은 항상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설계된 HDFS의 특징 덕분이다. 

  

네임노드는 디렉터리  
구조, 파일목록 등 데이터
노드에 저장된 모든 데이
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 

②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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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둡(Hadoop)의 구성도  

• MapReduce Layer: 대용량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거나 생성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모델 

• HDFS Layer: 범용 하드웨어로 구성된 클러스터에서 실행되고,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스트리밍 방식

으로 지원하여 대용량의 데이터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파일 시스템 

• 잡트래커: 잡은 클라이언트에서 수행할려는 작업의 작업단위이다. 잡 실행을 제어하기 위하여,  

                  하나의 잡트래커와 다수의 태스크트래커(Tasktracker) 같은 트래커 유형이 존재 

 
② 저장 



341 

[참고] 하둡(Hadoop)의 구성도  

구성요소 설 명 

Job Tracker - 분산 환경에서 작업을 분산시키는 스케쥴 작업 (master: Task Tracker에 작업할당) 

Task Tracker - Data Node에서 Map-Reduce 역할을 수행 (slave: 할당 받은 작업을 처리함) 

Name Node 

- 파일 시스템의 Metadata(디렉토리 구조, Access 권한 등)을 관리하는 서버 

- 블록에 대한 배치정보를 관리하여, 특정 파일이 어떻게 블록으로 분할되어 어느  

  Data Node에 보관 유지되고 있는지를 관리 

Data Node 

- 실제 데이터를 저장 유지하는 서버 

- 파일을 블록단위로 나누어 저장하며, 고정 사이즈 분할 단위는 64MB 또는 128MB 

- Data Node간에는 데이터 복제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 유지함 

Secondary 

Name Node 

- Name Node의 Metadata 로드가 실패 시 Backup Node로써 사용 

- Name Node에서 Secondary Name Node로 copy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됨 

②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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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맵리듀스(MapReduce) - 구글에서 분산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여 

                                    2004년 발표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가. 정의 

  페타바이트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컴퓨터로 구성된 클러스터 환경에서 병렬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이 프레임워크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ap과  

  Reduce라는 함수 기반 

 

 - 맵리듀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입력값으로 <key, value>을 대입하고 출력 또한 <key, value>로 

   설정한다. 

  (입력 : <k1, v1>) → 맵 함수 → <k2, v2> → 컴바이너(combiner) 함수 → <k2, v2> → 리듀스(reduce) 

→ (출력 : <k3, v3>) 

 

입력값을 전달받은 맵 함수는 이를 중간값으로 변환하고, 리듀스 함수를 거쳐 최종적인 출력값이 생성되며, 

이후 맵리듀스 프레임워크 기반의 프로그램에서 이 출력값을 반환받을 수 있다. 맵 합수를 실행하는 매퍼 

(Mapper)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각각의 노드(서버)에서 실행된 후 매퍼의 결과가 1개의 리듀서에서 병합 

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매퍼가 각 노드에서 분산 처리되는 것은 맵 함수가 연산을 처리할 때 다른 노드에서 데이터를 받는 과정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부하와 처리시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④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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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adoop의 분산 처리 방식은 Map & Reduce 아키텍처 사용  

 

④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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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 함수와 리듀스 함수의 개념을 좀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준비합니다. 

 

‘Hello World Bye World’ 문장과 ‘Hello Hadoop Goodbye Hadoop’ 문장에서 단어를 추출하고 중복되는 

 단어를 카운트하는 맵리듀스 프로그램을 실습함으로써 맵 함수와 리듀스 함수로 이어지는 각 단계의 결과 

물을 살펴보자. 중복된 단어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StringTokenizer를 이용해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를 분리 

했다. 

 

‘Hello World Bye World’를 분석한 맵 함수의 결과값은 <리스트 1>이며, 여기서 <k, v> 상의 k는 

 StringTokenizer로 파싱한 문자열이고, v 값은 반복되는 정수형 값이다. 

 

 

 

 

 

 

 

 

 

 

 

 

<리스트 1> 첫 번째 맵 함수 출력결과  

<Hello, 1> 

<World, 1> 

<Bye, 1> 

<World, 1>  

④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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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2>는 ‘Hello Hadoop Goodbye Hadoop’을 분석한 맵 함수의 결과이며, 앞선 결과와 같이 k는 

 StringTokenizer로 파싱한 문자열이고 v 값은 반복되는 정수형 값이다. 

 

 

 

 

 

맵 함수가 처리한 결과를 컴바이너 함수로 각각 병합한 결과는 <리스트 3>과 같다. 

 

 

 

 

 

 

 

 

 

 

 

 

 

 

 

 

<리스트 2> 두 번째 맵 함수 출력결과 
<Hello, 1> 
<Hadoop, 1> 
<Goodbye, 1> 
<Hadoop, 1> 

<리스트 3> 컴바이너 함수 출력 결과 
- 첫 번째 맵의 결과 
<Hello, 1> 
<Bye, 1> 
<World, 2> 
 
- 두 번째 맵의 결과 
<Hello, 1> 
<Hadoop, 2> 
<Goodbye, 1> 
 

④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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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3>에서 ‘World’와 ‘Hadoop’은 중복 단어이며 컴바이너 함수로 병합됨에 따라 두 단어의 value가 

 2로 증가됐다. 컴바이너 함수의 결과를 리듀스 함수를 통해 최종 출력값을 구한 결과는 <리스트 4>와 같

다. 

 

 

 

 

 

 

 

 

 

 

지금까지 맵리듀스 아키텍처의 동작 흐름을 아파치 하둡의 맵리듀스 가이드의 ‘Wordcount.java’를 실제로 
실행하며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리스트 4> 리듀서 함수로 구한 최종 출력값 

<Hello, 2> 

<Bye, 1> 

<World, 2> 

<Hadoop, 2> 

<Goodbye, 1> 

 

* 리듀스 단계: 중복데이터 제거, 원하는 데이터 추출 

④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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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둡 2.0(Hadoop 2.0)의 개념 

 - 하둡 기반 Scheduling, 자원관리, 다양한 종류의 분산환경을 지원하는 차세대 하둡 플랫폼기술 

 - 하둡 2.0(Hadoop 2.0)의 특징 

   1) MapReduce 2.0(Yarn)을 통해 HDFS에서 multiple search가 가능한 환경을 구성 

   2) Microsoft Windows의 지원으로 윈도우기반 기업의 하둡 적용 가능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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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둡 2.0(Hadoop 2.0)의 개념 

 - YARN이라는 자원관리와 다양한 이중화 기능이 개선된 HDFS 2를 바탕으로 플러그인 구조를 가질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Apache Hadoop 2임 

  

하나의 데이터노드에서 사용하는 Map과 Reduce용 태스크 
수가 제한됨, 이를 위한 자원배분과 Job 관리 수행 
(Yet Another Resource Negotiator) 

③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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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Spark 1.0   

 

 

 

 

 

 

 

 

차세대 빅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 스파크(Spark) 개요 

 - 빅데이터 처리를 인메모리 기반으로 클러스터에서 고속으로 실행할 수 있는 차세대 빅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으로 기존의 맵리듀스를 대안으로 떠오름. 

 - 즉, 맵리듀스는 배치 모드에서 작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하둡 클러스터에서 성능 상의 병목현상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이 사실. 

- 하둡 데이터 처리 플랫폼 상의 작업을 가속화 시켜주는 소프트웨어, 2014년 정식 V1.0 출시 

- 아파치 라이선스 2.0 적용 됨-  

 

"Super fast, Open Soure, large scale data processing and advanced analytics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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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Spark와 Apache Storm(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스트리밍 서비스) 

http://spark.apache.org/ 

Apache Spark™ is a fast and general engine for large-scale data processing. 

 

Speed - Run programs up to 100x faster than Hadoop MapReduce in memory, or 10x faster on 

disk. 

 

 

 

 

 

 

Ease of Use - Write applications quickly in Java, Scala or Python(언어 제공)  

 

  

http://spark.apache.org/
http://spark.apach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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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스파크의 구조 - Combine SQL, streaming, and complex analytics 제공 

 

 

 

 

 

 

 

 

 

 

 

- 인메모리 기반의 고속의 배치 및 실시간처리, 머신러닝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를 처리를 위한 범용적  

  목적의 고성능 클러스터링 플랫폼 

 

 

 

 

 

 

 

 

 

 

 

 

Library 제공 

기계 학습에 유용 

SQL 처리 

각각 라이브러리

제공함 

각각  

higher-level 

tool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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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스파크의 구조 - Combine SQL, streaming, and complex analytics 제공 

 

 

 

 

 

 

 

 

 

 

 

- 자바 버전으로 위 모든 패키지로 작성되어 제공함. 단지, 이용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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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 아키텍처 구성요소:  

님버스(Nimbus, 마스터 노드 역할을 하는 데몬, 맵리듀스의 잡트래커와 같은 개념), 슬레이브 노드를 관리

하는 슈퍼바이저(Supervisior), 작업처리하는 워커, 노드간 통신 및 작업상태관리하는 분산 코디네이터인 쥬

키퍼(Zookeeper)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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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스톰 아키텍처 

문제 스톰 아키텍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제예상  

배경 
기존 출제된 맵리듀스 대비 스톰/스파크에 대하여 상세 개별 기술 지식 파악 가능 

키워드 
 마스터 노드(Nimbus), 워커 노드(Supervisor), Zookeeper 

 Stream, Spout, Bolt, Task, Worker, Topology 

목차예시 

1.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스톰의 개요 

2. 스톰 아키텍처 및 구성요소 

3. 스톰의 데이터 처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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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스톰의 개요 

가. 스톰(Storm)의 정의 

-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위해 개발된 범용 분산 환경 기반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시스템 

- 2013년 아파치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로 전환되어 오픈 소스로써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음 

나. 스톰의 특징 

- 실시간 처리 : 인메모리 기반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 방식으로 기존 맵리듀스의 병목 현상 제거 

- 스트리밍 : IoT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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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스톰의 아키텍처 및 구성요소 

가. 스톰의 아키텍처 

- 스톰의 클러스터는 마스터 노드(Nimbus)와 워커노드(Supervisor)로 구성되며, 주키퍼(Zookeeper)를  
  이용하여 관리 

 

Zookeeper

Nimbus Supervisor

Workers

Work NodeMaster Node

Topology 배포
Task 할당
작업 실패 관리

Coordinator

Netty/
ZeroMQ

Worker 생성
Worker 시작/종료

구성요소 설명 

Nimbus 
 님버스라는 이름의 데몬이 마스터 노드 역할 수행 
 마스터 노드는 하둡의 JobTracker와 유사한 개념으로 작업 할당과 실행 확인 등  

관리 역할 수행 

Supervisor 
 수퍼바이저 데몬이 실제 워커 프로세스의 시작과 종료, 실행 상태 모니터링 수행 
 하둡의 TaskTracker와 유사하며 각 워커는 로컬 노드에 의해 관리되며, 노드의  

성능에 따라 하나 이상의 워커가 독립적으로 슈퍼바이저의 하위로 수행 

Zookeeper 
 스톰에 포함된 모듈은 아니며, 아파치 프로젝트 중 하나 
 분산된 도드 간의 관리를 수행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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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그림 참조] 스톰 아키텍처 구성요소:  

님버스(Nimbus, 마스터 노드 역할을 하는 데몬, 맵리듀스의 잡트래커와 같은 개념), 슬레이브 노드를 관리

하는 슈퍼바이저(Supervisior), 작업처리하는 워커, 노드간 통신 및 작업상태관리하는 분산 코디네이터인 쥬

키퍼(Zookeeper)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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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 3개 기술  

 

 

 

 

 

 

 

 

 

 

참고자료:  http://cafe.naver.com/81th/88967 

   

(클로저) 

스트리밍; 연속적 처리 

http://cafe.naver.com/81th/88967
http://cafe.naver.com/81th/8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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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안분석 기술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빅데이터 비식별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빅데이터 비식별화 조치 방법 

  나.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3.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의 적용대상과 적용시기, 그리고 비식별화 기술의 불완전성 

및 사례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Big Data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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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빅데이터 서비스의 처리구간별 세부 보안 이슈 및 대책 

가. 빅데이터 생성 및 수집 구간 

-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기업의 의사결정 지원 및 기업의 전략실행 예측 모형 및 시나리오  

  개발 등에 적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성, 수집되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은 곧 다양한 경로의 보안위협을 의미함. 

 
구분 보안 이슈 주요 대책 

APT공격 

최근 장시간에 걸쳐 목적을 가지고 공격
하는 지능형 지속 위협(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등이 발생하면서 빅
데이터 생성 및 수집 과정에서 데이터 
신뢰성 및 무결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
고 있음 

전자서명, 다양한 필터링 기법, 스팸메일방지, 
피싱방지 등의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음 

프라이버시  
침해 

빅데이터들은 많은 수가 개인 IT단말을 
통 
해 생성되어 수집되는데 이때 의도하지 
않게 개인 정보가 노출되거나 개인 데이
터가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 

- 빅데이터 수집 시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생성된 데이터의 소유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
련 



361 

나. 빅데이터 저장 및 운영 구간 

- 빅데이터가 생성되어 저장, 분석되어 서비스로 제공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중 가장 보안에 주의해야  
  하는 구간. 

구분 보안 이슈 주요 대책 

다양한 공격자에 
노출 

- 다양한 사용자를 수용하는 클라우드 컴퓨
팅을 활용하는 빅데이터는 다양한 공격자에
게 노출 
- 인가된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사용자 
인증은 필수 보안 요소 

SSO(Single Sign-On),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등의 사용자 
중심의 인증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 빅데이터 
접근 시에도 활용될 수 있음 

네트워크 보안 
및 웹 보안 

분산, 병렬 처리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상 주로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됨 

- 데이터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제어(AC) 및 침입차단시스템(IDS), 
침임탐지시스템(IPS), 방화벽 등 네트워크 보안 
및 웹 보안을 구축 
-SSL/TLS 기반의 https 등의 활용과 알려진 공격 
이외의 공격까지 탐지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단위의 트래픽 탐지가 가능한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침입탐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의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 

기업 내부의 보안 정책 및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차별을 두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분산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빅데이터는 Apache Hadoop과 같은 
MapReduce 분산처리 프레임워크를 통해 
여러 개의 데이터로 분산 처리 되고 연산 
효율을 위해 VoltDB,SAP HANA, Vertica, 
Greenplum, IBM Netezza 등을 통해 병렬 
저장 

분산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함 

데이터의 가용성 
및 복구 대책 

실시간으로 대량 생산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분산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빅데이터의 저장과 운영에 있어 인가된 
사용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재해나 물리적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고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백업 및 복구에 대한 물리적 
보안도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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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빅데이터의 분석 및 2차 데이터생성 및 사용구간 

- 이전의 암호화 등을 통해 데이터의 기밀성과 익명화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데이터의 복호화 등 데이터 복구 과정을 수행해야 함. 

구분 보안 이슈 주요 대책 

프라이버시  
침해 

분석 및 2차 데이터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및 데이터의 기밀성이 노출될 
위험이 존재함 

-2차 데이터 생성시 반드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익명화 및 암호화 기법 등이 

도입되어야 함 

-암호화된 상태에서 키워드를 통한 검색을 할 

수 있는 키워드기반 검색기법(Keyword 

Search),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PPDM(Privacy Preserving Data 

Mining)기법 등을 고려 

데이터 무결성
및 가용성 

클라우드 형태로 분산, 병렬 운영되는 
데이터웨어하우스로부터 정책을 
결정하거나 분석결과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음 

데이터의 무결성 및 가용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데이터의 소유 
분석 및 처리 과정을 통해 얻어진 2차 
생성 데이터의 소유에 관한 이슈 

저작권 및 산업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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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빅데이터 분석 단계별 개인정보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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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샤딩(Sharding)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 샤딩(Sh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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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社 사례   

 2013년 OO월 1차 DB 용량 이슈 회의 후 단기, 중기, 장기 대응을 결정하였으며, 

    장기대응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 업무 착수를 위한 회의 

구분 대응 내용 용량 변경치 

단기 

- 개발팀 대응 
  1) 불필요 테이블 삭제 
  2) 불필요 데이터 삭제 
  3) slave에 불필요한 테이블 replication 제외 
 
- 시스템 OO 대응 
  1) 디스크 용량 증설 

- 개발팀 대응 
  1) 변경치 없음 
  2) 9G X 9대 서버 = 81G 
  3) 170G X 3대 서버 = 510G (진행 중 예정치) 
 
- 시스템 OO 대응 
  1) 700G X 2대 서버 = 1.4T 증설 
  2) 1T X 2대 서버 = 2T 증설 

중기 

- 개발팀 대응 
  1) 불필요 데이터 지속 삭제 배치 작성 
 
- 시스템 OO 대응 
  1) 정기점검 시 high water mark 제거 작업 

- 개발팀 대응 
  1) 작업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시행여부 확인 불가 
 
- 시스템 유닛 대응 
  1) 1G X 9대 서버 = 9G 
 

장기 

- 개발팀 대응 
  1) 데이터 샤딩 대응 필요 
 
- 시스템 OO 대응 
  1) 데이터 증가량 파악 후 용량증가 계획 수립 필요 

- 개발팀 대응 
  1) ticketmonster, tmon_billing의 분리 작업 
  2) 대용량 테이블 기간별 분리 
 
- 시스템 OO 대응 
  1) 테이블 단위 증가량 모니터링 방안 강구 

※ master db 기준  
  - 2013-04-18 ~ 2013-07-23 약 3개월간 데이터 증가량은 112G (1개월 평균 약 40G) 
  - 현재 가용량 56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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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데이터베이스 확장을 위한 샤딩의 개요 

 가. 샤딩(Sharding)의 개념 

 - 물리적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수평 분할 방식으로 분산 저장하고 조회하는 방법 

 - 샤드라고 부르는 각각의 개별 파티션이 있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의 수평적인 파티셔닝 

 

 나. 샤딩의 장점 

 1) 성능 개선: 큰 데이터를 압축, 개별 테이블은 각 샤드에서 더 빠른 작업을 지원 

 2) 신뢰성 개선: 한 샤드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샤드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3) 위치 추상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위치해 있는지 알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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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샤딩의 개념도 및 데이터베이스 분할 방법 

가. 샤딩의 개념도 

Mongod Mongod Mongod

MongoS

Application

Shard1 Shard2 Shard3

- 샤드 키로 설정된 칼럼의 범위를 기반으로  

  각각의 값에 맞는 Shard에 저장 

- 사용하는 Application 단에서는 MongoS 

  라는 라우팅 프로세스만 연결하므로 Shard  

   구조에 대해서 알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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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샤딩의 데이터베이스 분할 방법 

방법 설명 사례 특징 

Vertical  
Partitioning 

- 테이블 별로 서버를 분할 
   하는 방식 

- 사용자 프로필정보용 서버, 
사용자 친구리스트용 서버, 
사용자가 만든 컨텐츠용 서
버 등으로 분할하는 방식 

- 구현이 간단하고, 전체 
시스템에 큰 변화가 필요 
없음 
- 각 서버의 데이터가 거대
해지면 추가 샤딩이 필요 

Range  
based  

Partitioning 

- 하나의 feature나 table
이 점점 거대해지는 경우 
서버를 분리하는 방식 

- 사용자가 많은 경우  
  사용자의 지역정보를 이용 
  해서  
  user 별 로  서버 를  분 리 
  하거나 , 일정데이터라면  
  년 도별로 분리,  
  거래정보라면 우편번호를  
  이용하는 방식 

- 데이터를 분할하는  
  방법이 예측 가능해야 함 

Key or Hash  
Based  

Partitioning 

- 엔티티를 해쉬 함수에 넣
어서 나오는 값을 이용해서 
서버를 정하는 방식 

- 사용자ID가 숫자일 경우 
나머지연산을 이용하는 방법 

- 해쉬 결과 데이터가 균등
하게 분포되도록 해쉬함수
를 정하는 게 중요 
- 서버의 수를 늘리기 위해
서 해쉬함수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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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샤딩의 적용 시 고려사항 

가. 데이터 재분배: 서비스 정지 없이 scale-up 할 수 있어야 함 

나. 조인: Sharding-db 간에 조인이 불가능 하기에 처음부터 역정규화도 고려해야 함 

다. 파티션: shard 해쉬함수 설계가 중요함 

라. 트랜잭션: Global Transaction을 사용하면 shard DB간의 트랜잭션도 가능 

마. Global Unique Key: DBMS 에서 제공하는 auto-increment를 사용하면 key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

에,  

     application 레벨에서 GUID를 생성해야 함 

 

[참고] 전역 고유 식별자(全域固有識別子, 영어: Globally Unique Identifier, GUID)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서 사용되는 유사 난수이다. GUID는 생성할 때 항상 유일한 값이 만들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값의 수가 2128 = 3.4028×1038개로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한 알고리즘이 있다면 같은 숫자

를 두 번 생성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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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테이블 단위로 분리, 테이블 자체를 분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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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출제 예상 문제.     

DBMS 업그레이드 
V. Data 관리 

지난 해 국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시장이 7.6% 성장한 4840억원대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지난 해 상반기 11.5%의 성장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IDC가 최근 발간한 '한국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시장 분석 및 전망 보고서, 
'2012-2016'에 의하면, 2012년 상반기 국내 DBMS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2,424억원대 
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7.6% 성장한 4840억원대의 규모가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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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BMS 업그레이드 개요. 

 가. DBMS 업그레이드의 필요성 

 

 

 

 

 

 

 

 나. DBMS 업그레이드 미 수행 시 Risk 

DBMS 업그레이드 
V. Data 관리 

구분 항목 내용 

비즈니스 
측면 

비즈니스 성장 및 효율화 
대응 

- 비즈니스 확장 및 효율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능 개선 및 안정성 증대 
- 고가용성, 관리용이성, 성능개선 

Compliance 민감한 Data(고객 Data, 회사주요정보)에 대한 관리, 보안기준, 암호화 강화 

미래 대비 미래 IT Trend에 대한 사전 대비 

기술적 
측면 

SW 생명주기  관리 - 타 소프트웨어와 Certification 환경 유지 

기능 추가 및  버그 패치 기존 버전에서의 편리성 증대, 솔루션의 버그 수정 

구분 항목 내용 

오류 치유 
신규 패키지에  
대한 제작 지원 불가 

- 근본적인 제품 문제 해결 불가 
- 이슈 해결 시간 증가 

신기능 활용 New Feature 미활용 
- 자동화기능, 성능구조개선, 장애 분석 기회 상실 
- 투자자원에 대한 최대 활용 문제 발생 
- DB관리 시간의 개선 어려움 

변경관리 
비용증가 

업그레이드 Path, 버전간  
호환 문제 발생 

- 업그레이드 어려움 증가,  변경 Risk 증가 

시스템 
변경 제약 

3rd party 제품 인증 - 신규 HW, 운영 SW 등의 도입 제약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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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BMS 업그레이드 주요 검토 사항 및 방법 

 가. DBMS 업그레이드 검토 사항 

구분 대상 내용 

HW/OS 

OS 

- OS의 Software Lifetime 고려 
- Upgrade 하려는 DBMS Version과 OS Version과의  
  Certification 문제 
- Upgrade or Migration 진행 절차에 반영 

CPU 
- 현재의 CPU 사용량 점검 
- SQL Plan 안정화 및 버전업에 따른 성능 향상 효과 발생 가능 
- 향후 업무량 증가(SQL추가, DATA 추가) 고려한 추가 증설 검토 

Memory 
- 현재의 Memory 사용량 점검 
- 향후 업무량 증가(AP서버 추가, Connection 수 증가) 고려 

기타 Storage용량, Network에 대한 대역폭 고려 

SW 

DB 연동 타 버전간 DB 연동 

SQL Plan SQL 튜닝 대상 검토 

보고서, Client  
환경 점검 

- Tool별 DBMS 버전 지원 여부 
- 라이선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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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BMS 업그레이드 주요 검토 사항 및 방법 

 나. DBMS 업그레이드 위한 주요 방법 

기법 설명 특징 

자동화된 툴 이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자동화된 이행 및 결과  

검증 

- 업그레이드 기능 제약 확인 
- 업그레이드 시 저용량 디스크 필요 
- 솔루션 도입 비용 

수동업그레이드 - 경험 기반 수행 
- Human error 예방 필요 
- 저비용 

Unload 및 load - 데이터 Unload 후 load 
- unload 대상 데이터 용량 필요 
- 이기종 HW, OS 이행 가능 
- 이관시간 용량 비례 

데이터 복제 - DB 연계 통한 실시간 처리 
- 소스, 타겟 DB 구동 되어 있어야 함 
- 데이터 사이즈에 시간 비례 

Export/Import - Binary 형태 데이터 추출 - Dump 파일 위한 용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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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 Data 경영 

1. Data Science 

2.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3. Data Mining 

4. Apriori 알고리즘 

5. K-means 알고리즘 

6. 디지털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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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는 빅데이터 이슈와 함께 주목 받고 있는 학문이다. 다음을 설명하시

오. 

 가. 데이터 사이언스의 개념 설명 

 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 및 필요한 역량 

 다.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데이터 가시화(Data Visualization) 설명 

   (KPC 모의고사, 2013, 5월) 

 

2.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9회 1교시) 

1. Data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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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문분석, 데이터 사이언스의 개념 

가. 데이터 사이언스의 정의 

- 데이터 상품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는 분야로, 복잡한 데이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학, 전산학, Visualization(시각화, 가시화)을 융합한 학문 또는 방법론 

- 데이터의 추출, 측정, 수집, 저장부터 데이터의 전송, 변환과 분석 및 해석, 나아가 데이터로부터의 과학

적 모형화화 추론, 정보화, 미래예측과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제반 과학적 방법론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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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 사이언스의 특징 
 

구분 설명 

분석기법 측면 
- 전통적 정보분석방법론이 분산분석, 확률변수, 확률분포, 가설검증 등을 사용하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마이닝, 패턴인식, 소셜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사용함 

데이터 유형 
- 전통적 정보분석방법론은 소규모, 명목, 범주, 수치형 데이터를 사용하나 데이터 사
이언스는 빅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함 

분석가 능력 
- 전통적 분석방법론에서는 분석가의 업무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분석기법
을 숙지하면서 IT지식을 약간 구비하면 족하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이들 세가지 능
력을 고루 갖추어야 하지만, 특히 IT 지식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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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 및 필요한 역량 

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조직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자이자 전략가로  

   단기간 육성되기 어렵고, 지속적 현장경험을 통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하는 고급 인적 자원 

- 다양한 환경의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속에 숨겨진 정보를 고급분석 기법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발견하

고,  

  조직의 의사결정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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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사이언티스트에 필요한 역량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조건은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 및 

기술적 숙련인 Hard skill과 데이터 속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발전기회를 만들어 내기위

한 Soft Skill로 구분할 수 있음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IT 업체도 이들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며 인재확보와 내부역략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구분 필요역량 설명 

Hard 
Skill 

빅데이터에 대한  
이론적 지식 

- 빅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및 이론적 지식 
- 데이터 엔지니어링 : 데이터의 확보, 축적, 가공을 설계하고 활용하는 능력 
- 분석모델링 : 통계 및 수리모델링, 시뮬레이션, 최적화 등 다양한 분석 및 의사
결정 기법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능력 

분석기술에 대한  
숙련 

- 비즈니스 모델링 : 기업활동에 어떤 분석이 있는지 찾아내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을 분석하고 정의하는 능력 
- 다수의 다양한 빅데이터 처리경험을 통한 노하우 축적 

Soft  
Skill 

통찰력 있는 분석 

- 창의적 사고 : 데이터가 나타내는 의미를 넘어 새롭게 조망하는 능력 
- 호기심/열망 :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과 지속 해결하는 끈기 
- 논리적 비판 : 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오류를 수
정하는 능력 

설득력 있는 전달 
- 스토리텔링 : 도출된 인사이트를 조직과 의사결정자에 설명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토록 설득하는 능력 
- 비주얼라이제이션 :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효과적 의미전달 능력 

다분야간 협력 
- 커뮤티케이션 : 서로 다른 지식을 지닌 다수의 전문가 간에 충분한 의견 교류
와 정보교환을 위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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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 데이터 가시화 설명 

가. 데이터 가시화의 개념 

- 데이터 분석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수단을 통해 정보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 데이터 속에 있으나, 데이터로부터 보이지 않는 새로운 패턴이나 관계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시각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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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데이터마이닝 관련하여 다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가.  Apriori 알고리즘 

  나.  K-Means 클러스터링 

   (출제 예상 문제) 

 

2. K-means clustering algorithm 

   (컴시응, 99회 1교시) 

 

3. 데이터 마이닝 기술에서 연관규칙을 찾아주는 Apriori 알고리즘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컴시응, 96회 1교시) 

3. Data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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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의 개요 

 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정의  

  -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  

  - 데이터간의 숨겨진 관계, 혹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또는 기존의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 뽑아내기 

    에는 너무나 복잡한 관계를 찾아내고, 이 관계를 바탕으로 앞날을 예측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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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법 

기법 내용 

연관성 분석 

(Association Rule) 

- 트랜잭션 중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의 연관 관계를 발견하는 기법 

- 예) 장바구니분석, 순차적 구매패턴분석 

군집 분석  

(Clustering) 

- 상호간에 유사 한 특성을 갖는 데이터들을 묶어 전체 윤곽 파악하는 기법 

- 다른 분석을 위한 사전 단계 작업 

의사결정 트리  

(Decision Tree) 

- 분류/예측 모두 사용가능 하며, 분석의 정확도 보다 분석과정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용 

연속 규칙  

(Sequence) 

- 트랜잭션 연관규칙 트랜잭션 이력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트랜잭션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는 방법 

- 연관규칙에 시간관련 정보 포함, 좀더 구체적 

신경망  

(Neural Network) 

-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결과변수(Target)에 대한 예측이나 분류를 목적으로 감춰진  

  패턴을 찾고 일반화 하는데 이용 

사례기반 추론 

-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의 해답을 채택하는 등 선례로부터 추정하는   

  기법 

- 사례 기반 추론의 4단계(4R):  

  검색(Retrieve)  재사용(Reuse)  수정(Revise)  유지(Retain)  

 예) 법적 판례에 기초해서 재판에 임하는 변호사나 판사, 유사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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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priori 알고리즘의 개요 

  - 데이터들에 대한 발생 빈도를 기반으로 각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방법 

  - 구현이 간단하고 성능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으로 패턴 분석을 위해 자주 이용 

    되는 알고리즘 

  - Apriori는 K번째 항목집합이 K+1번째 항목집합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는 레벨단위로 진행되는  

    반복 접근법을 사용 

 
어프라이오리(apriori); 시스템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험성(先驗性; 경험에 선행하는 선천
적(先天的) 인식)을 높이는 인식. 

* 선험적 규칙(Apriori Principle) 

모든 항목집합에 대한 지지도를 계산하지 않고, 원하는 빈발항목집합을 찾아내는데 이용되는 선험적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한 항목집합이 빈발하다면, 이 항목집합의 모든 부분집합은 역시 빈발항목집합이다. 

2) 한 항목집합이 비빈발하다면, 이 항목집합을 포함하는 모든 집합은 비빈발항목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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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지도 

 

 

 

 

 

TV에 대한 DVD의 지표분석(TV를 사면 DVD도 같이 산다.) 

 - 지지도(Support) - 전체 거래 중 TV와 DVD를 구매한 사람 비율(동시에 일어날 확률) 

   = TV & DVD / 전체거래 수 = 1,000/10,000 = 10% 

TV 구매가 DVD 구매에 영향을 주는 지 확인 

판매 품목 거래 수 

TV 구매 4,000 

DVD 구매 2,000 

TV와 DVD 동시 구매 1,000 

전체 거래 수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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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를 들어, 모든 항목들의 집합을 I={a,b,c,d}라 하자. 만일 {b,c,d}가 빈발항목집합이라면, 이 항목의 부분집

합 {b,c}, {b,d}, {c,d}, {b}, {c}, {d}는 역시 빈발항목집합이 되는데, 이를 선험적 규칙이라 한다.  

만일 {a,b}가 최소 지지도 기준을 넘지 못한 비빈발 항목집합이라면, 이 집합을 포함하는 {a,b,c}, {a,b,d}, 

{a,b,c,d}는 빈발항목집합이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이용하면 최소 지지도 기준을 넘지 못하는 항목집합들을 

쉽게 가지치기 할 수 있는데, 이를 선험적 규칙을 이용한 빈발항목집합 추출 알고리즘이라 한다. 

 

 선험적 알고리즘(apriori algorithm)을 이용한 빈발항목집합의 생성은 먼저 1-항목으로 이루어진 집합 

(1-항목집합)에 대하여 지지도를 계산한다. 만일 1-항목집합의 지지도가 최소지지도를 넘지 못하면 모두 

버린다. 최소지지도를 넘는 1-항목집합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2-항목집합(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집합)에 

대한 가지치기를 하고 2-항목 빈발항목집합 후보를 생성한다. 이 빈발항목집합 후보들중에서 최소지지도 

기준을 넘는 2-항목 빈발항목집합을 확정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3-항목 집합 에 대한 가지치기를

하고 3-항목 빈발항목집합 후보를 생성한다. 같은 방법을 k- 항목 빈발항목집합을 확정할 때까지 반복한다. 

  

선험적 알고리즘의 특성은 1-항목집합, 2-항목집합, ..., k-항목집합 등 각 수준별(level-wise)로 접근하는 방

식이다. 각 수준에서 빈발항목집합 후보를 생성하고, 이 후보들이 지지도를 만족하는지 시험한

다.(generate-and-test). 알고리즘에서 Ck는 k-빈발항목집합 후보를 의미하고, Lk 는 k-빈발항목집합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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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priori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  

A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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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K-평균 알고리즘 

- K-평균 알고리즘(K-means algorithm)은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로 묶는 알고리즘으로, 각  

  클러스터와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동작.  

 

 

 

 

1. 각 점들을 k개 집합으로 나눈다. - k initial "means" (in this case k=3) are randomly selected from  

   the data set (shown in color) - 임의의 K개의 군집수를 결정하고, 각 군집에 초기치 또는 군집 중심을  

                                              1개씩 할당하여 위치 설정한다. 

                                             - 핵심: 임의의 점 2개를 찍어, 그 점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로 분류  

 

2.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 K개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가장 가까운 군집에 소속시킨다.(그림은 3개) 

 

 

 

 

 

 

 

Clustering( 집단화) 

- 유사성과 같은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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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집으로 나뉘어진 데이터를 기준으로 새로운 군집 중앙의 위치를 최소가 되도록 재설정한다. 

   - The centroid(중심) of each of the k clusters becomes the new means. 

   - 평균 거리가 가장 가까운(means) 점으로 설정 

 

 

 

4. 새롭게 구한 군집 중앙의 위치가 기존과 동일하면 알고리즘 종료하고 다르면, Step 두 번째부터  

   재수행한다. 

  - Steps 2 and 3 are repeated until convergence has been reached. 

 

 

 

  -> 이 작업을 반복하면 점들이 소속된 집합을 바꾸지 않거나, 무게중심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수렴될  

      수 있다. 

 -> 데이터 분류 방법: ex) 쇼핑 인입되는 고객 분류(집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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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빅데이터 시대에 디지털자료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보존, 디지털아카이빙,  

   디지털 큐레이션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디지털 큐레이션의 생애주기모델을 기술하시오. 

   (출제 예상 문제) 

6. Digital C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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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보 양의 급증과 디지털 큐레이션의 필요성 

 가. 큐레이션의 등장 

 - '큐레이터'는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어떤 작품들을 전시할 지 정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임. 

 - 다양한 정보가 범람하는 현대사회에서 '큐레이션'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선택적으로 골라서 제공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로 통용되고 있음. 

 - 큐레이션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한된 '시간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 현대 사회에는 필수적인 요소임. 

 

나. 디지털큐레이션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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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디지털 큐레이션의 개념비교 

 가. 디지털 큐레이션의 정의 

 - 디지털 자원을 제공, 보존, 유지, 수집, 아카이빙하는 것을 지칭하며. 넓게 보면 현재와 장래에 이용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를 유지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임. 

 - 디지털 큐레이션은 연구자, 과학자, 역사학자 등이 현재와 장래에 참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원의 장기  

   보존소를 설립하고 개발하는 과정임. 

 - 디지털 아키이빙과 보존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수한 데이터 생산과 관리에 필요한 과정,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되도록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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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디지털큐레이션 세부활동  

 

  

단계 구분 내용 

생성 

개념화 
캡처 방법과 저장 옵션을 포함하는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에 관한 표
현과 계획  

생성 또는 접수 
관리, 설명, 기술, 구조 및 보존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생성 

접수되는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책 필요 

이관 

평가 및 선정 데이터 평가 또는 장기 큐레이션을 위해 적합 여부 선정  

입수 
기록관, 리포지터리, 데이터 센터 또는 다른 관리자에게 데이터를  

전송시킴  

보존 
보존 활동 

- 본질을 유지하고 장기 보존을 하기 위해 활동 

- 보존 활동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진실성, 신뢰성이 유용해야  
   함. 

- 이 활동은 데이터의 클리닝, 유효성 검증, 보존 메타데이터의 지정,  

  표현정보 지정과 구조데이터 또는 파일 형식 유지 포함  

저장 데이터를 안전한 방식으로 저장하기 위해 관련 표준 준수  

이용 
접근, 사용 및  

재사용 

데이터 유지는 사용자와 재사용자 모두 접근 가능 

강한 접근 제어와 인증 절차를 적용  

매체전환 변환 
기존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 

(마이그레이션, 부분발췌,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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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빅데이터와 디지털 큐레이션: 정보 폭발 시대의 돌파구  

 

  

인류문명이 시작된 이래 2003년까지 만들어진 데이터양은 통틀어 5엑사바이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이틀마다 그만큼씩의 데이터가 새로 추가되고 있으며,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에릭슈미트 회장이 2010년 테크노미 컨퍼런스중 했던 이야기> 



Appendix(심화) 
기술사, 감리사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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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I. Appendix 

1. 데이터베이스 제약 

2. 스마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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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데이터베이스에서 Key의 본질적 제약과 내재적 제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2회 1교시) 

1. 데이터베이스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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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데이터 모델링의 무결성을 위한 Key의 제약  

제약 유형 설명 구현 형태 

본질적 제약 

- 데이터 모델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한 제약 

- 반드시 주 키(primary key)가 있어야 하고 테이블의  

각 셀이 단일 값을 가짐(1차 정규화의 의미) 

- Primary Key, Unique Key 

내재적 제약 

- 데이터의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고 오류를 방지 

-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에 지정하는 제약 

- 영역 제약, 참조 무결성 제약 

- Foreign Key 

- Check, Default, Not null 

명시적 제약 - 프로그램에 명시하거나 사용자의 수작업으로 생성. - Program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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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스마트 데이터의 개념, 필요성 및 특징을 설명하시오. 

   (컴시응, 102회 2교시) 

 

2. 스몰 데이터(Small data), 다크 데이터(Dark data), 패스트 데이터(Fast data), 스마트 데이터 

   (Smart data)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출제예상문제) 

2. 스마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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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스마트 데이터의 개념 

 - 3VC(Volume, Velocity, Variety, Complexity)의 빅데이터에 비해 빠르고, 실시간 분석서비스가  

   가능한 데이터 품질요소를 갖춘 정확성, 행동성, 민첩성의 특징을 가진 데이터 

 

II. 스마트 데이터의 필요성 

 구분 설명 

데이터 측면 

데이터 품질 - 데이터 품질의 문제의 발생 방지 

- 데이터 정확도에 대한 신뢰성 제공 

데이터 범위 - 데이터 기반의 설득력 있는 근거의 확보 

- 데이터가 기업 수익이나 시장 점유율의 원동력으로 활용 

데이터 객관성  

유효성 입증 

- 제 3자 혹은 중립적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정확함을 평가 

활용 측면 

실시간성 판단 - 빅데이터와 달리 분석 결과에 대한 실시간성 제공 

행동성 - 매일 데이터가 어떠한 비즈니스 행동의 근거 혹은 원동력으로 

작동되는지 설명 

실행자원 구축 - 전략 성취를 위한 실행 자원의 단순성 제공 

유연성 확보 - 데이터를 새로운 플랫폼 적용 및 변화하는 비즈니스 조건에의 변화 

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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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스마트 데이터의 특징 

정확성-정보 품질ㆍ효과 검증할 수 있는 사례 

행동성-조직의 의사결정ㆍ서비스 구축에 적용 

민접성-급변하는 사업환경 실시간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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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스마트 데이터의 특징 

구분 설명 비고 

Accurate 
(정확성) 

- 스마트 데이터는 빅데이터

의 노이즈로부터 정확하고  

양질의 정보를 전달 

- 스마트 데이터가 정확하려면 지속적으로 제3자의 벤치

마크를 통해 유효성이 입증 

- 스마트 데이터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투자 대비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어여 함 

Actionable 
(행동성) 

- 스마트 데이터는 조직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특성을 보유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작동 

- 시시각각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가 생성되는 환경에 필

요한 즉각적 의사결정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보고

서 분석 등 과거 행동 방식으로는 빅데이터 시대에 부적절 

- 기업 고객의 활동 영역을 최대화 하고 고객이 바로 행동

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는 수익이나 시장 

점유율로 직결되는 성장 동력으로 작동 

Agile 
(민첩성) 

-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민첩성이 요구됨 

-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몇 주를 필요로 하는 업무 

환경은 실시간으로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환경으로 변

화되고 있음 

- 고객과 의사결정자가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도 민첩성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 

- 모든 것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기

술적 요구 조건과 비즈니스 조건에 따라 데이터의 속성도 

변화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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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Big Data 관리 – 스마트 데이터 연계로 개념도 구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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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스마트 데이터의 구분기준 

구분기준 빅데이터 스마트데이터 

관점 데이터의 물리적 특성 측면 데이터의 품질 측면 

특징 
3V 데이터 
Volume-Velocity-Variety 

3A 데이터 
Accurate-Actionable-Agile 

데이터 
품질평가 

빅 노이즈 발생에 대한 후속 프로세스미흡 데이터 정확도에 관한 지속적 평가 

데이터 
활용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축적, 공유, 분석 
데이터의 통합, 사용의 편의성,  
시맨틱 기반의 서비스 지향 

기반 
기술 

Hadoop Eco System(HDFS, MapReduce,  
R .etc), NoSQL 

LOD(Linked Open Data), 시맨틱 웹,  
인공지능, IoT 기술  

분석 
기술 

평판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Opinion Mining 

상황인식 분석, 신경망 컴퓨팅, 인공지능,  
자율학습 

컴퓨팅 
환경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 
- 네트워크는 단순히 연결을 위한 수단 

사물통신 환경 
- 인터넷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컴퓨터 

사회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 모바일 사회 초연결 사회, 지능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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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스몰테이터 

(Small data) 

  

 빅데이터의 과장된 실체와 어긋난 거품 현상에 반

대해 이야기되는 개념으로, 빅데이터와 구분되는 

이전의 데이터를 말함 

 실제로 데이터가 적다기보다는 전통적인 데이터라

는 의미 임 

 빅데이터를 이해하려고 하

면 반드시 스몰 데이터를 이

해하고 스몰 데이터를 둘러

싼 전통적인 이슈들에 대해

서도 알고 있어야 함 

다크 데이터 

(Dark data) 

  

 기업 내에 저장은 되어 있으나 분석되지 않은 데이

터를 의미 

 저장할 곳이 없어서 몇 달 정도 보관했다가 지우는 

데이터들도 포함 

 현실적으로 기업 내에서는 이렇게 분석되지 않은 

데이터가 많으므로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할 가치

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 

 분석이 수행되기 전에는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데 

분석하려면 인력, 비용,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크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의 가치

가 내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최근에 데이터분석 비용이 

줄어들었지만 다크 데이터

를 분석할 때는 활용에 대한 

비즈니스 시나리오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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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패스트 데이터 

(Fast data)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분석하

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 임  

예) 비콘에서 수집되는 고객의 위치나 기상 데이터

, 공장에서의 계측 장비, 사물 인터넷의 센서 등에

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음 

 문제는 실시간 분석에서 오는 이득 

및 투자 금액간의 상관관계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실시간 분석을 해야 한다면 바로 적

용할 수 있는 문제이나 비즈니스적

으로는 이익과 손해, 비용에 대한 활

용 효과를 면밀하게 계산 해야 한다. 

스마트 데이터 

(Smart Data)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불확정성을 

강조하는 용어로 품질이 좋은 데이터이다. 빅

데이터에 비해 다소 용량은 적지만 바로 분석

할 수 있는 것을 스마트 데이터라고 함 

 스마트 데이터의 속성상 품질이 보장되어 있

고 바로 분석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서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음.  

 스마트 데이터는 특정한 기술과 제

품을 사용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가공해야 얻을 

수 있다. 

빅데이터 

-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보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데이터의 가
치는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로 평가됨 

- 빅데이터는 존재 자체보다 분석 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가 더 강조

되므로 가치(value)라는 기준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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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아래와 같은 도서주문 시스템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위 시나리오의 ERD를 작성하시오. 

(2) 위 시나리오의 기능분해도를 작성하시오. 

ER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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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모델 – 엔티티 관계 모델(ER 모델) - 피터 첸 (Dr. Peter Pin-Shan Chen, 1947년 1월 3일~ ) 창작 

- Entity-Relationship Model(ing) 

I. 현실세계의 추상화, 데이터 모델(Data Model)의 이해 

 가. 데이터 모델의 개념 

 -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타입을 정의하고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며, 데이터의  

   의미와 데이터에 가해진 제약조건을 명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적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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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념적 설계언어 ER 모델의 이해 

 가. ER(Entity-Relationship) 모델의 개요 

  - 실 세계의 데이터를 개체들과 그들간의 관계에 의해 묘사하는 기법 

  -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설계를 위해, 많이 사용됨 

  - 관계의 대응 수(Mapping Cardinality)는 1:1(일대일), 1:N(일대다), N:M(다대다) 유형이 가능 

  - E-R 다이어그램(E-R Diagram)에 의해 그래픽 방식으로 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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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념적 설계언어 ER모델의 이해 

 나. ER모델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표기법 

개체 

(Entity) 

- 실세계의 유/무형의 사물로써 다른 객체와는 구별됨 

- 개체는 속성들의 집합을 가짐 

관계 

(Relation) 

- 여러 개체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을 말함 

- 관계타입은 개체타입간 성립 가능한 관계를 정의, 관계집합은 개체집합과 

개체집합 사이 실제 이루어진 관계 인스턴스를 말함 

- 개체집합 사이의 연관을 관계 집합에의 참가(Participation)이라 함 

- 관계는 설명 속성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음 

- 관계 집합에 참가하는 개체 집합의 수를 관계 집합의 차수라 함 

속성 

(Attribute) 

- 개체의 특성이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속성값은 개체의 특성이나 상태가 현실화된 값 

- 인스턴스를 다른 인스턴스와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속

성을 식별자(identifier)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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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례 

모델 구성 내역 

개체 사원, 부서, 프로젝트 

관계 직무, 프로젝트 관리 

속성 사원번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봉 

사원 번호 

이름 

주민 번호 

주소 

연봉 

부서 

프로젝트 

직무 

프로젝트 
관리 

사원 N 

N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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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ER 다이어그램을 표현: 일반 ERD 로 그림을 그림.  

   예) 1차 정규화된 테이블과 E-R 다이어그램을 표현하시오.  

2. ER 모델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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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R 모델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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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Connection Trap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출제 예상 문제) 

5. 연결함정(Connection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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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정규화 과정에서 무손실 분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원래 있던 관계성을 

잃어버리는 현상 

• 데이터 모델링시 개체와 개체 사이에 부여하는 관계성 집합의 의미가 모호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거나 향후 업무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ER모델의 문제점 

키워드 
• 무손실 분해, 데이터 모델링, 관계성 집합 

• 부채꼴 함정(Fan Trap), 균열 함정(Chasm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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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데이터 모델링 시의 문제점, 연결 함정(Connection Trap)의 개요 

가. 연결함정(Connection Trap)의 정의 

- 정규화 과정에서 무손실 분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원래 있던 관계성을 잃어버리는 현상 

- 데이터 모델링시 개체와 개체 사이에 부여하는 관계성 집합의 의미가 모호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거나 향후 업무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ER모델의 문제점 

나. 연결함정(Connection Trap)의 유형 

 유형 설명 

부채꼴 함정 

(Fan Trap) 

개체 집합(Entity Set)사이에 관계성 집합(Relation set)이 정의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계성 예시가 모호한 경우 

균열 함정 

(Chasm Trap) 

개체 집합(Entity Set) 사이에 관계성 집합(Relation set)이 정의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부 개체 집합과 개체 집합 사이에 관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418 

II. 연결 함정(Connection Trap)의 해결방안 

가. 부채꼴 함정(Fan Trap)의 문제점 

 

 

 

 

 - 한 개의 개체집합(Entity Set)이 둘 이상의 1:n 관계성 집합을 갖는 경우로 마치 부채꼴 형상 

- 어느 교수가 어느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지 알고자 할 경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예를 들어 김갑수라는 교수는 공과대학에 재직하고 있으나, 토목공학과 교수인지 건설공학과 교수인지  
  모름 

 

 

 

나. 해결방법 
 
-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교수라는 엔티티와 학과라는 엔티티가  
  1:n의 관계성 집합으로 되어 있으나 어느 한가지를 n:1로  
  변환시켜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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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균열 함정(Chasm Trap)의 문제점 해결방안 

 

 

 

 

- 개체집합(Entity Set)들이 부분 관계성 집합으로 연결된 경우 발생 

- 학생이 어느 학과에 소속되는지는 교수라는 엔티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임 

- 하지만 어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할당 받지 못한 경우(예: 복학생) 어느 학과에 속하는지 알 수 없음 

 

나. 해결방법 
 
- 신규 관계성 집합을 "학과"라는 개체 집합과 "학생"이라는  
  개체 집합 사이에 배열시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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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제도(DQC)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출제 예상 문제) 

6.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제도(D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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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범국가적 데이터의 품질 제고 및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제도의 개요 

가.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제도의 정의 

- 공공 • 민간에서 개발하여 활용 중인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자체 품질과 

  데이터 관리체계의 품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보안 체계를 심사•인증 

나. DB인증제도의 필요성 

 

 

 

필요성 설 명 

국내 DB 

품질관리 개선 

시급 

- 국내 DB 오류율은 평균 5.3%로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개선활동이 시급 

-내 공공·민간의 데이터품질관리 성숙수준은 전체 5레벨 중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의 

필요성 정도를 인식하는 1.1레벨 수준 

DB의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수립 

미흡 

- 공공·민간에서 구축 활용되는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 

환경에 따른 업무의 다양화로 DB간의 통합·연계 활용 요구 증대 

- DB 활용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데이터 관리, 데이터 보안 등 

DB품질체계가 선행되어야 하나 DB품질의 미확보로 인해 최근 피해 사례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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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인증항목 및 상세내역 

가.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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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종목  

 

 

인증종목 설명 

데이터 인증(DQC-V) 

- 공공·민간에서 구축·활용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품질을 심사하

여 인증 

- Database Quality Certification-Value 

데이터 관리 인증(DQC-M) 

- 공공·민간에서 구축·활용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조직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심사하여 인증 

- Database Quality Certification-Management 

데이터 보안 인증(DQC-S) 

- 공공·민간에서 구축·활용 중인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

안 체계를 심사하여 인증 

- Database Quality Certification-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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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보안인증(DQC-S, Database Quality Certification-Security) 

가. 데이터보안 정의 

- 공공•민간에서 구축•활용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접근제어, 암호화, 취약점분석, 작업결재 등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대한 기술요소 전반을 심사하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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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DB 접근제어 

접근제어 정책수립 접근제어 정책 수립 여부 

접근제어 설계 접근제어 규칙 정의 여부 

접근제어 구축 
우회 접근 방지 방안 수립 및 업무수행 여부  
접근제어 관련 환경 보완 수행 여부 
접근제어 관련 보안 적용 시험 실시 여부 

접근제어 운영 

접근제어 관련 보안 규칙 관리 여부 
접근제어 관련 사용자 로그 관리 여부 
접근제어 관련 모니터링 여부 
접근제어 관련 운영리뷰 여부 

DB 암호화 

암호화 정책수립 암호화 정책 수립 여부 

암호화 설계 
복호화 권한 통제 여부 
암호화 키 및 알고리즘 정의 여부 

암호화 구축 

원본데이터 삭제 여부 
제약 사항 유지 여부 
암호화 키 관리 
암호화 관련 환경 보완 수행 여부 
암호화 관련 보안 적용 시험 실시 여부 

암호화 운영 
변경 이력 및 백업 관리 수행 여부 
사용자 로그 관리 수행 여부 

DB 작업결재 

작업결재 정책수립 작업결재 정책 수립 여부  

작업결재 설계 작업결재 규칙 정의 여부 

작업결재 구축 
우회 접근 방지 방안 수립 여부 
작업결재 관련 환경 보완 수행 여부 
작업결재 관련 보안 적용 시험 실시 여부 

작업결재 운영 

보안규칙 관리 수행 여부 
사용자 로그 관리 여부 
작업결재 관련 모니터링 수행 여부 
작업결재 관련 운영리뷰 수행 여부 

DB 취약점 
분석 

취약점 분석 정책수립 취약점 분석 정책 수립 여부 

취약점분석 설계 취약점분석 규칙 정의 여부  

취약점분석 구축 
모의해킹 수행 여부 
내부 보안감사 수행 여부 

취약점분석 운영 
취약점 수집 및 제거 수행 여부 
취약점 개선 분석 수행 여부 
취약점 분석 관련 운영리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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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증 수준 

 

 

구분 수준내용 

1레벨 DB접근에 대한 행위를 기록 관리하고, 비인가 사용자에 대한 DB접근을 제어하는 단계 

2레벨 개인정보 및 기밀 정보를 암호화하여 정보 유출에 대비하는 단계 

3레벨 DB작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결재를 수행하는 단계 

4레벨 DB의 취약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보완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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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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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감리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요 

준비 데이터수집 및 시범구축 

충분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데이터 구축자료 유형 및 범위를 설정하고, 

데이터 구축요건, 품질기준, 구축공정, 작업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범구

축 공정을 통한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목표 일정 내에 사업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 

구축 

데이터구축 
데이터 유형별 구축공정, 작업지침, 구축계획 등에 의거하여 품질목표

를 만족하는 데이터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구축하였는지 점검 

품질검사 

공정별 품질보증 계획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전

수검사 또는 표본 추출검사를 통하여 최종적인 데이터의 품질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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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감리 

단계 점검항목 산출물 

분석단계 

검토 문서/정보 - 데이터모델링 

- 정규화 지식 

- 기간별 데이터량 비교 

ERD - ERD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고 각각 관계에 대해서 타당한지 검증 

- 관계가 선택적인 경우 그 조건이 명확하게 기술되었는지 확인 

- 카디널리티가 N:N인 경우 1:N으로 변환되었는지 확인 

KEY 정의 - 각 실체에 대해 기본키 및 외래키가 정의되었는지 확인  

업무규칙 - 실체에 대한 업무 규칙에서 입력, 조회, 수정, 삭제 규칙에 대한 정의 

확인 

- 속성에 대한 업무 규칙에서 도메인 규칙에 대한 정의 확인 

도메인 정의 - 모든 속성들에 대한 도메인이 작성되었는지 확인 

정규화 적정성 - 각 실체에 대해 적절한 정규화(Normalization)을 실시 했는지 확인 

통합 데이터 모델 - 통합 데이터 모델의 작성 여부 확인 

적정용량 - 각 실체에 대해 데이터량 산정, 안정성, 확장성 분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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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검토 문서/정보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 업무 규칙 리스트 
- 테이블 및 항목 명명규칙 
- 데이터베이스 튜닝에 관한 지식 

테이블/컬럼 정의, 관계 
및 컬럼 규칙 

- 데이터 모델의 실체, 관계, 속성이 테이블과 컬럼으로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테이블 및 컬럼에 대한 명명규칙의 표준설정 및 준수 여부 확인 

데이터베이스 튜닝 
- 설계 내용 검토 후 적절한 튜닝을 하였는지 확인 (스캔 효율성, 해쉬키, 
클러스터링 순서, 인덱스추가, 중복데이터 추가, 컬럼/테이블 재정의 등) 

구현 

검토 문서/정보 

- 데이터베이스 변환 계획 
- 데이터 변환 매핑 
- 백업 및 복구 절차 
- 운영 절차 

데이터 변환 계획의 
적정성 

- 기존 DB를 새로운 DB로 전환하기 위한 DB 변환 계획 
- 매핑테이블 작성 여부 및 적합성 확인 
- 신규 DB의 KEY가 되는 항목이 기존 데이터 베이스에 없을 경우 
대책과 신규 DB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여부 및 적정성 
확인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 데이터베이스 백업 대상 및 백업 주기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위한 재구성 요건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데이터베이스 운영절차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준비작업, 시작절차, 종료작업, 배치작업 절차 
등 DB 운영절차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테스트 단계 

검토 문서/정보 
- 테스트 계획서 
- 테스트 모델 
- 테스트 결과서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 단위 테스트를 통한 데이터의 일치성, 일관성 확인 
- 통합 테스트를 통한 데이터의 연관성, 가용성 확인 
- 사용자들의 만족도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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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오픈 데이터(Open Data)를 정의하고(특히 오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  

   그 데이터의 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13, 정보관리기술사, 4교시) 

공공데이터(Open data) 

정의 

- 공공데이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디지털화된 데이터 

- 공공데이터 개방 :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콘텐츠, 부호, 문자, 음성 및 영상 등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제공하는 것 

공공데이터를 만들게 된 공무상의 최초 이용 목적 이외에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영리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http://cafe.naver.com/81th/62615 참조 

http://cafe.naver.com/81th/6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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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따르는 기본원칙 

구분 기본원칙 설명 

데이터  

제공 측면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  

노력 

-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용에 대한 평등의 원칙 
-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

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용권 보장 

-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

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이용에 따라 제 3자의 

권리 침해,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등 제외 

영리적 활용 보장 

-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

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이용에 따라 제 3자의 

권리 침해,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등 제외 

데이터  

이용 측면 
이용자의 의무 준수원칙 

-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

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

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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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주요 활용사례 

도메인 활용사례 설명 제공기관 및 제공정보 

교통 

버스 도착시간 안내 서
비스 

서울시 및 경기도 버스와 지하철의 도
착예정 시간을 제공 서울시청 

(노선정보,버스위치정보,버스도
착정보) 안심귀가  

서비스 

하차한 버스정류장에서 집으로 걸어가
는 동안의 안전한 귀가를 돋는 서비스 
제공 

정책 열린 서울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원정보, 공공화
장실위치 등 정보 서비스 

서울시청(공공정보) 

통계 

주요경제지표 서비스 주요경제지표 기획재정부 

통계청 지표  
조회 

통계청에서 정리된 통계지표를 서비스 
통계청 
(각종 지표정보) 

법률 
법률상담포털 (올바로
) 

분야별 변호사가 법률고민을 무료로 상
담 애플리케이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상 
날씨정보  
서비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
로 '동/읍/면' 단위의 기상정보 제공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정보) 

여행/관광 
한국여행  
서비스 

한국여행정보, 현재 위치 및 조회한 여
행지의 주변 여행정보도 함께 조회 

한국관광공사 
(국문관광정보) 

문화 무료문화 서울의 무료문화정보 제공 
서울문화재단 
(무료문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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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AN (Comprehensive Knowledge Archive Network)  

-  국제 비영리 단체인 OKF(Open Knowledge Foundation)에 의해 개발된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등 40개 이상의 데이터 포털이 CKAN 기반으로 구축,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목적  

- 데이터 게시, 공유, 찾기 및 데이터를 사용하여 간소화 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엑세스를 할 수 있다.  

- 강력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으로 데이터 게시자는(국가 지방 자치 단체, 기업 및 단체) 일반인도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 

구성요소 

1) 게시 및 데이터 관리  
   • 입력 데이터, 수확, 게시자 도구, 워크플로   
2) 검색 및 발견  
   •모든 데이터 집합 특성, 전체 텍스트 검색에 검색 유사 일치, API 통해 검색 
3) 메타 데이터  
   • 제목, 고유 식별자, 그룹, 설명, 데이터 미리 보기, 개정 역사, 추가 필드,  API key, 여러 형식 (제공 된 경우), 
    태그, 라이센스 
 4) 지리 공간  
   • 미리 보기, 검색, 발견 
 5) 커뮤니티  
   • 코멘트 확장, 공유, RSS/Atom 피드를 따라 확장 
 6) 시각화  
   • 표 보기,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매핑,  
    이미지 데이터  
 
관련 용어 
- 스마트 국가(이전의  u-City를 국제적으로 부르는 용어로 이해) 

The Comprehensive Knowledge Archive Network 
(CKAN) is a web-based open source data management 
system for the storage and distribution of data, such 
as spreadsheets and the contents of databases. It is 
inspired by the package management capabilities 
common to open source operating systems like Linux. 
(출처: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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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D – 1) http://lod.seoul.go.kr/linkdata_beta/main.jsp    2) http://cafe.naver.com/81th/82128 

 

 

 

 

 

 

 

 

 

 

 

    

http://lod.seoul.go.kr/linkdata_beta/main.jsp
http://lod.seoul.go.kr/linkdata_beta/main.jsp
http://lod.seoul.go.kr/linkdata_beta/main.jsp
http://lod.seoul.go.kr/linkdata_beta/main.jsp
http://cafe.naver.com/81th/82128
http://cafe.naver.com/81th/82128
http://cafe.naver.com/81th/8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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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데이터의 등급을 5단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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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D(Linked Open Data)  

개념 

웹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자원을 노출(expose), 공유(share), 연결(connect)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Linked"는 링크로 연결된 (connected by a link)이란 의미이며, 이런 측면에서 Linked Open 

Data는 "링크로 연결된 의미적 데이터"로 정의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Linked Open Data는 모든 정보를 URI라는 고유한 이름과 RDF라는 형식으로 정의하고 

HTTP를 통해 접근 하는 것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웹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현재 웹과 보완적 관계입니다. 

  용어 설명 

시맨틱 웹 (Semantic Web) 
기계가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대한 정보의 공간. 의미적으로 연결
된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이면 동시에 비전으로 언급됨 

온톨로지 (Ontology) 
온톨로지 (Ontology):세계를 구성하는 대상들의 본질과 유형에 관한 이론이며,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사용됨  

LOD (Linked Open Data) 
LOD (Linked Open Data):시맨틱 웹을 실현하기 위한 응용기술로 Linked Open Data 
기술을 통해 공개된 거대한 데이터를 말함  

HTTP (Hyper Text Transfer Protocol) 
HTTP (Hyper Text Transfer Protocol):웹을 통해 컴퓨터가 통신하기 위한 메시지 기
반 언어 프로토콜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모든 웹 자원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이름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웹 데이터를 의미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언어 

SPARQL  
(SPARQL Protocol and RDF Query Language) 

RDF 데이터를 질의하기 위한 언어.SQL 언어와 유사하지만 그래프 구조를 질의하기 위
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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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빅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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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상관모델링, CRUD Matrix의 기능 분해도와 CRUD Matrix 

상관 모델링은 데이터 모델링과 프로세스 모델과의 상관관계를 정의함으로써 정확한 데이터 모델이 

도출되었는가를 검증하는 작업  

-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그업무에 존재하는  무엇(데이터)에 대해 무슨일이 행해지고(프로세스)  

  있는지 또는 무슨일에 의해 무엇(데이터)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는 방법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쓰지 않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CRUD의 의미는 Create, Update, Read, Delete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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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프로세스와 데이터간의 상관관계 표현을 위한 Matrix, CRUD Matrix의 개요 

가. CRUD Matrix의 정의 

  - 시스템 개발 시 프로세스(또는 메소드, 클래스)와 DB에 저장되는 데이터 사이의 Dependency를  

    나타내기 위한 Matrix 

나. CRUD Matrix 사례 

업무 기능 분해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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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Strict two-phase locking 

: 배타잠금(X-Lock)은 트랜잭션 기간동안 

 유지하며, 공유잠금(S-lock)은 읽는 시점 

동안 유지한다.(공유잠금을 더 이상필요하지 

않으면, Shrinking Phase까지 유지하지 않고 

해제하게된다. 대부분 상용DBMS가 

Strict 2PL 적용) 

 

Strong strict two-phase locking(SS2PL) 

 

Rigorous two-phase locking 

: 공유, 배타잠금이 모든 트랜잭션 기간동안 

 유지한다. 

[참고] Rigorous : 엄격한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Two-phase_l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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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HW 용량산정에 대해 다음을 설명하시오. 

 가. HW 용량산정의 개념 및 절차 

 나. 시스템 성능평가 기준 TPC와 SPEC 설명 

 다. CPU, 메모리, 디스크 용량산정 방법 

 

2. 서버 용량 산정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가. 용량 산정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시오. 

  나. 성능 평가 기준인 TPC(Transaction Processing Performance Council)와 SPEC(Standard 

Performance Evaluation Corporation)를 설명하시오. 

  (108 회, 정보관리기술사, 2교시 2번) 

용량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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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W 용량산정의 개념 및 절차 

가. HW 용량산정의 개념 

- 실제 업무와 응용을 기반으로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용량을 계산하는 활동 

- 시스템 아키텍처와 응용 기반을 전제로 용량 요구사항과 성능을 결정하는 용량계획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스템 규모 산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 

- CPU는 용량산정 방식이 다양하고 많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스템 규모산정의 쟁점은 CPU 부분

임, 메모리나 디스크는 도입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작아지는 추세고 CPU에 비해 객관화 될 수 있음  

 

나. 용량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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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스템 성능평가 기준, TPC와 SPEC 설명 

가. TPC (Transaction Processing Performance Council) 성능기준 설명 

 - 1988년 설립해 세계 최고의 공신력을 갖는, HW 및 SW 트랜잭션 프로세싱과 데이터베이스 벤치마킹 

  을  정의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독립기관)로 RDBMS의 OLTP 성능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 제공 

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네트워크상의 여러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갱신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단위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 혹은 업무처
리형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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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스템 성능평가 기준, TPC와 SPEC 설명 

가. TPC (Transaction Processing Performance Council) 성능기준 설명 

 - 1988년 설립해 세계 최고의 공신력을 갖는, HW 및 SW 트랜잭션 프로세싱과 데이터베이스 벤치마킹 

  을  정의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독립기관)로 RDBMS의 OLTP 성능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 제공 

 

 

 

 

 

 

 

  

기준 설명 

TPC-C 

- TPC-A의 단순, 비현실의 단점을 개선하여 다양한 크기와 복잡도를 가진 서로 다르면서도  

  연관성이 있는 DB 테이블에 수행할 수 있는 5개 트랜잭션을 규정, 분당 트랜잭션으로  

  측정 ( 출처: http://www.tpc.org/tpcc/default.asp) -> CPU 성능 기준은 아래 반영 

- tpm(Transaction Per Minute)을 기본 단위로 사용하고, tpmC로 표현, 사용자   

  생각 시간을 고려 

- tpmC = 동시사용자 수 * 트랜잭션 처리수 * 기본 tpmC 보정 * Peak Time 보정 * CPU 부

하보정 * 어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 * (사용자 복잡성 보정 * 어플리케이션 구조 보정 * 어

플리케이션 부하 보정) * 네트워크 보정 * 클러스터 보정 * 여유율 보정 

TPC-W 

- 웹사이트로 부터 제품을 찾고 구매하는 고객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전자상거래 작업부하를 

  지정, 웹서버, 캐시, 이미지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구성된 환경을 고려 성능측정 

- 시뮬레이트된 전자상거래 작업부하 내에서 특정 전자상거래 서버들의 성능특성 결정 가능 

http://www.tpc.org/tpcc/default.asp
http://www.tpc.org/tpcc/default.asp
http://www.tpc.org/tpcc/default.asp
http://www.tpc.org/tpcc/default.asp
http://www.tpc.org/tpcc/default.asp
http://www.tpc.org/tpcc/default.asp
http://www.tpc.org/tpcc/default.asp
http://www.tpc.org/tpcc/default.asp
http://www.tpc.org/tpcc/default.asp
http://www.tpc.org/tpcc/defa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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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PEC(Standard Performance Evaluation Corporation) 성능기준 설명 

- 1988년 HP, 썬마이크로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표준화된 벤치마킹을 

  개발하고 검토 결과를 공개하는 컴퓨터 산업 벤더들로 구성된 단체 

- The Standard Performance Evaluation Corporation (SPEC) is an American non-profit  

  organization that aims to "produce, establish, maintain and endorse a standardized set" of     

  performance benchmarks for computers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Standard_Performance_Evaluation_Corporation ) 

https://en.wikipedia.org/wiki/Standard_Performance_Evaluation_Corporation
https://en.wikipedia.org/wiki/Standard_Performance_Evaluation_Corporation


449 

II. TPC와 SPEC의 설명 

1) TPC의 설명 

  항목 설명 

개념 - HW및 SW트랜잭션 프로세싱과 데이터베이스 벤치마킹을 정의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 

기준 

TPC-A 가장 단순한 트랜잭션 처리성능 평가용 벤치마크 

TPC-B TPC-A와 유사하지만 네트워크를 포함하지 않음 

TPC-C TPC-A의 단순, 비현실성을 개선하여 분당 트랜잭션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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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EC의 설명 

항목 설명 

개념 - HP, SUN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표준화된 벤치마킹을 공개하는 컨소시엄 

기준 

SPECweb96 서버처리성능이 포화, 응답이 느려질 때 HTTP Operation측정 

SPECweb99 웹서버의 개수제한 없이 단순한 웹환경을 테스트 

SPECjbb2000 단일서버안에 3티어 환경을 이용해 시뮬레이션해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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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드웨어 용량산정 대상  

 

 

 

 

 

 

 

 

 

- CPU: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CPU 규모를 계산한 후, 적정한 성능을 지닌 서버 기종을 산정  

- 메모리: CPU 규모산정에 따른 서버 구성방안에 의거하여 서버 별 시스템 SW, 응용 프로그램 등의  

            메모리 사용량을 산정  

- 디스크: CPU 규모산정에 따른 서버 구성방안에 의하여, 서버 별 OS, 시스템 S/W, DB의 데이터 DB의  

             Archive 및 백업 영역 등의 디스크 사용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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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DB서버를 위한 용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항목 설명 결과 

트랜잭션 수 

- 년간 트랜잭션 현황 
- 1일 평균 트랜잭션 량 
- Peak-Time 트랜잭션 량 
- 예상 연간 트랜잭션 증가량 

- 사용자 1인당 트랜
잭션 수 : 100건/분
당 
  
-30% 

온라인 업무량 
- 검색, 갱신, 삽입, 삭제별 레코드 크기 및 전체 건수,  
  인덱스 합치 건수 등 

  

배치업무량 
- 온라인 업무에 대한 배치 업무 비중 
- 대량 배치기준으로 데이터 건수 및 길이 

- 9:1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 크기(초기, 1년차~3년차 및 3년차 이후 데이터  
  증가율) 
- 데이터 중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 파일이 비율 
- 인덱스테이블의 추기 크기 및 3년 내 크기 
- 테이블 크기의 구성 
- 열의 평균바이트 수 

  
-년간 증가율 30% 
- 1:1:8 
- 70% 
- 평균 300k 
- 450byte 

데이터 백업 
- 데이터 백업서버의 운영여부 
- 백업장치의 접속패턴 
- 백업 데이터량 

- 미운영 
- RAID-5 
- 50G 

운영시간 - 운영시간(7*24) - 7*24 

네트워크 속도 - 네트워크 속도 - 100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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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HW 용량 산정 대상은 아래 3가지로 기술 요망 

가. CPU 용량산정 방법 

   1) OLTP 작업은 tpmC로 산정 

   2) 웹서버와 WAS 서버는 OPS 개념 도입(Opeation Per Second) 

 

나. 메모리 용량산정 방법 

 

  메모리 = {시스템영역 + 시스템관리자영역 + 사용자당 필요 메모리 * 사용자수} * 버퍼캐쉬 * 

              클러스터보정 * 여유율 

 

다. 디스크 용량산정 방법 

 

    시스템디스크 = {시스템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 SWAP 영역(Swapping 작업 공간)} * 여유율 

    데이터디스크 = {데이터영역 + 백업영역} * RAID 영역 * 여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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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의 데이터는 소중하게 보관되어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 데이터 관리를 통해  

다양한 통계를 추출하고, 미래 예측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체계적이과 효과적인 데이터 이력관리(Data History Management)가 요구된다. 다음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이력 데이터(History Data) 종류 

나. 데이터 이력관리(Data History Management)의 유형 및 특성 

(정보관리, 98회 4교시) 

데이터 이력관리(Data Histor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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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체계적인 데이터 변경 추적을 위한 데이터 이력관리의 개요 

 

 

 

 

 

 

 

 

 

 

 

 

- 최근 증가되고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주요 데이터 이력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 

- 데이터 관리를 통해 다양한 통계를 추출하고 미래예측을 위한 효과적 데이터 이력관리 방안 요구 

- 이에 따라 데이터 이력관리를 위한 이력 데이터 종류와 관리 유형 및 특성 분석을 통해 각 기관 및  

   기업에 맞는 데이터 관리 방안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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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효과적 데이터 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 데이터(History Data)의 종류 

종류 항목 설명 예시 

발생
이력 
데이
터 

개념 -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이력정보를 생성 
- 웹 접속로그, 월 급여정보 등
의 이력 데이터 

특징 

- 가장 전통적인 이력 관리 데이터 
-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를 관리 
- 마스터테이블의 PK를 포함한 전체 인스턴스
를 생성 

변경
이력 
데이
터 

개념 
-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전과 후의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한 이력 데이터 

- 작업자의 작업예약 변경 및 
작업반장의 결과 변경 등의 이
력 데이터 

특징 

- 변경 시점에 이력 데이터를 생성 
- 업무상에 필요한 신/구 데이터를 모두 관리 
- 마스터 테이블의 컬럼이 변경될 때 이력테이
블에 이력을 관리하는 형태 

진행
이력 
데이
터 

개념 
- 업무의 진행에 따라 변경되는 데이터를 생성
하는 데이터 

- 작업자의 작업예약-접수-작업
완료 등 의 진행이력 데이터 
(이때 상태코드는 예약/접수/완
료 등의 상태정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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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OR(Object-Relational) Mapping  

문제 OR(Object-Relational) Mapping에 대해 설명하시오. 

도메인 DB 난이도 ★ ★ ☆ ☆ ☆ (별5개 기준) 

출제의도 최근 정보관리 실전에서 DB영역 출제 빈번으로 데이터베이스 기본 토픽 이해 

핵심 내용 

키워드 

 Class To Table, Attribute To Column, Class Relationship To Relational Relationship 

 SQL Mapping 기반 기술, Object Relation Mapping 기반 기술 

목차예시 

1. OR Mapping의 개요 

2. OR Mapping의 변환 구조 및 절차 

3. OR Mapping 기술 비교(유형) 

채점 점수 

가이드 

① OR Mapping에 대한 개념, 이해 부족 (1~3점) 

② OR Mapping에 대한 기본 이해 수준 (3~5점) 

③ OR Mapping대한 키워드와 절차 제시 (5~6점) 

④ OR Mapping 최근 동향 및 기술 등 추가요소 설명(+α) 

참고문헌 

위 키 피 디 아  Object-Relational Mapping(https://en.wikipedia.org/wiki/Object-

relational_mapping) 

기술사 서브노트 

https://en.wikipedia.org/wiki/Object-relational_mapping
https://en.wikipedia.org/wiki/Object-relational_mapping
https://en.wikipedia.org/wiki/Object-relational_mapping
https://en.wikipedia.org/wiki/Object-relational_mapping
https://en.wikipedia.org/wiki/Object-relational_mapping
https://en.wikipedia.org/wiki/Object-relational_mapping
https://en.wikipedia.org/wiki/Object-relational_mapping
https://en.wikipedia.org/wiki/Object-relational_mapping
https://en.wikipedia.org/wiki/Object-relational_mapping


458 

I. OR Mapping의 개요  

가. OR(Object-Relational) Mapping의 정의 

-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시 설계할 클래스들과 데이터 저장소로 이용될RDBMS Table간의 Mapping 기법. 

나. OR Mapping 필요성 

- 객체 지향 개념을 기반으로 한 OODB(Object-Oriented DB)가 활성화 되지 못하여, 설계 단계의  

  클래스 모델을 RDBMS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기법 및 절차가 필요 

- 객체지향 관점의 분석/설계/구현 방법론을 정보시스템 개발에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형 DB와의   

  구조적인 연계(Mapping)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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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R Mapping의 변환구조 및 절차 

가. OR Mapping의 변환 구조 

 

 

 

 

 

 

 

 

 

 

 

 - Class를 테이블로, Attribute를 Column으로 변환하여 RDBMS로 Mapping,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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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R Mapping의 변환구조 및 절차 

 나. OR-Mapping의 절차  

절차 설명 

Class To Table  Class instance는 Table의 Record로 매핑 

Attribute To Column  Class instance의 Attribute는 Table의 Column 으로 매핑 

Class Relationship To 

Relational Relationship 

 Class간의 관계인(Association, Aggregation, Generalization)을 

관계형 DB의 관계로 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