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3강: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저작물(PPT)의 인용 표시 방법: 
김현, 「인문정보 데이터베이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수업 자료 (2020), 

김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교실

hyeon@aks.ac.kr

http://www.youtube.com/watch?v=GBaHPND2QJg
http://www.youtube.com/watch?v=GBaHPND2QJg
mailto:digerati@aks.ac.kr


2. 정규화 예시

1. 정규화란?



정규화(Normalization)

관계성의 특성에 따라 개체를 점차적으로 적절한 그룹으
로 분류하는 과정

정규화(Normalization)

1. 정규화란?



정규화의 목적

 DB 구성의 단순화

저장 공간 절약

관계 갱신 능력 증가

정규화의 목적

1. 정규화란?



2. 정규화 예시

1. 정규화란?



정규화 예시(1): 원시 데이터

번호 이름 생년 몰년 본관성씨 도 고을 관직 품계 분류

101 이이 1536 1584 덕수이씨 황해도 개풍군
호조좌랑 정6품 동반

이조판서 정2품 동반

102 원균 1540 1597 원주원씨 강원도 원주시
경상우수사 정3품 서반

삼도수군통제사 종2품 서반

103 이순신 1545 1598 덕수이씨 황해도 개풍군
전라좌수사 정3품 서반

삼도수군통제사 종2품 서반

104 허균 1569 1618 양천허씨 서울시 양천구
성균관사예 정4품 동반

형조참의 정3품 동반

105 임성주 1711 1788 풍천임씨 황해도 송화군

세자익위사세마 정9품 서반

사옹원주부 종6품 동반

성천부사 종3품 동반

 정규화 되지 않은 데이터

원시 데이터

2. 정규화 예시



정규화 예시(2): 1차 정규화

101 이이 1536 1584 덕수이씨 황해도 개풍군
호조좌랑 정6품 동반

이조판서 정2품 동반

102 원균 1540 1597 원주원씨 강원도 원주시
경상우수사 정3품 서반

삼도수군통제사 종2품 서반

103 이순신 1545 1598 덕수이씨 황해도 개풍군
전라좌수사 정3품 서반

삼도수군통제사 종2품 서반

104 허균 1569 1618 양천허씨 서울시 양천구
성균관사예 정4품 동반

형조참의 정3품 동반

105 임성주 1711 1788 풍천임씨 황해도 송화군

세자익위사세마 정9품 서반

사옹원주부 종6품 동반

성천부사 종3품 동반

101 이이 1536 1584 덕수이씨 황해도 개풍군

102 원균 1540 1597 원주원씨 강원도 원주시

103 이순신 1545 1598 덕수이씨 황해도 개풍군

104 허균 1569 1618 양천허씨 서울시 양천구

105 임성주 1711 1788 풍천임씨 황해도 송화군

101 호조좌랑 정6품 동반

101 이조판서 정2품 동반

102 경상우수사 정3품 서반

102 삼도수군통제사 종2품 서반

103 전라좌수사 정3품 서반

103 삼도수군통제사 종2품 서반

104 성균관사예 정4품 동반

104 형조참의 정3품 동반

105 세자익위사세마 정9품 서반

105 사옹원주부 종6품 동반

105 성천부사 종3품 동반

 테이블의 각 셀이 하나의 값을 갖도록 만드는 것

1차 정규화

2. 정규화 예시



 2차 정규화
 주 키가 합성 키이고, 나머지 속성이 주 키에 대해 부분적으로 종

속하는 경우(partial dependence)
 나머지 속성이 주 키에 대해 완전한 함수적 종속(full functional 

dependence)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정규화 예시(3): 2차 정규화

101 호조좌랑 정6품 동반

101 이조판서 정2품 동반

102 경상우수사 정3품 서반

102 삼도수군통제사 종2품 서반

103 전라좌수사 정3품 서반

103 삼도수군통제사 종2품 서반

104 성균관사예 정4품 동반

104 형조참의 정3품 동반

105 세자익위사세마 정9품 서반

105 사옹원주부 종6품 동반

105 성천부사 종3품 동반

101 호조좌랑

101 이조판서

102 경상우수사

102 삼도수군통제사

103 전라좌수사

103 삼도수군통제사

104 성균관사예

104 형조참의

105 세자익위사세마

105 사옹원주부

105 성천부사

호조좌랑 정6품 동반

이조판서 정2품 동반

경상우수사 정3품 서반

삼도수군통제사 종2품 서반

전라좌수사 정3품 서반

성균관사예 정4품 동반

형조참의 정3품 동반

세자익위사세마 정9품 서반

사옹원주부 종6품 동반

성천부사 종3품 동반

2차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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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정규화
 주 키가 아닌 나머지 속성 사이에서 함수적 종속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주 키에 대해 의존적 종속 관계(transitive dependence)에 있는 속

성들을 분리하는 것

정규화 예시(4): 3차 정규화

101 이이 1536 1584 덕수이씨 황해도 개풍군

102 원균 1540 1597 원주원씨 강원도 원주시

103 이순신 1545 1598 덕수이씨 황해도 개풍군

104 허균 1569 1618 양천허씨 서울시 양천구

105 임성주 1711 1788 풍천임씨 황해도 송화군

101 이이 1536 1584 덕수이씨

102 원균 1540 1597 원주원씨

103 이순신 1545 1598 덕수이씨

104 허균 1569 1618 양천허씨

105 임성주 1711 1788 풍천임씨

덕수이씨 황해도 개풍군

원주원씨 강원도 원주시

양천허씨 서울시 양천구

풍천임씨 황해도 송화군

3차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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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 예시(5): Normal Form

101 이이 1536 1584 덕수이씨

102 원균 1540 1597 원주원씨

103 이순신 1545 1598 덕수이씨

104 허균 1569 1618 양천허씨

105 임성주 1711 1788 풍천임씨

덕수이씨 황해도 개풍군

원주원씨 강원도 원주시

양천허씨 서울시 양천구

풍천임씨 황해도 송화군

101 호조좌랑

101 이조판서

102 경상우수사

102 삼도수군통제사

103 전라좌수사

103 삼도수군통제사

104 성균관사예

104 형조참의

105 세자익위사세마

105 사옹원주부

105 성천부사

호조좌랑 정6품 동반

이조판서 정2품 동반

경상우수사 정3품 서반

삼도수군통제사 종2품 서반

전라좌수사 정3품 서반

성균관사예 정4품 동반

형조참의 정3품 동반

세자익위사세마 정9품 서반

사옹원주부 종6품 동반

성천부사 종3품 동반

Normal Form

2. 정규화 예시



정규화의 의의

데이터를 □□하게 정리!

정규화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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