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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OLAP 이나 e-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다차원 데이터의 효율 인 분석을 하여, 데이터를 여러 형태로 표 하거나 장한다. 이러한 다차원 구조

의 데이터를 차원 애트리뷰트들의 값으로 표시되는 넓은 형태의 수평 뷰로 표 한다. 수평 뷰는 여러 소스로부터 수집한 요약 정보를 유지하도록 

실체 뷰로서 장되며, 복잡한 질의들을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 사용된다. 그러나, 소스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수평 뷰들의 내용도 수정해야 하

는 데, 소스 데이터들이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 뷰를 리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 인 뷰 리 방법 의 

하나로 차등 일을 이용하여 수평 뷰를 리하는 효율 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법은 상용 RDBMS에서 제공하는 PIVOT 연산을 이용하여 

장된 수직 형태의 소스 테이블을 수평 뷰로 변환하고, 수직 테이블의 변경 사항을 반 한 차등 일을 이용하여 수평 뷰에서도 동일하게 용하

는 방법이다. 이를 해, 우선 장된 수직 테이블에서 수평 뷰로 변환하여 처리하는 체 인 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한 임워크 하에서 

수직 테이블을 수평 뷰로 변환하는 PIVOT 연산을 정의한다. 다음으로, 수직 테이블로부터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데이터에 한 변경 사항을 차등 

일로 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수평 뷰를 갱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차등 일의 구조는 수평 뷰의 구조와 다르기 때문에, 수평 뷰에 합

하도록 변경 사항을 변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서 평균 1.2～5.0배까지 성능을 향상시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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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mental Maintenance of Horizontal Views Using a PIVOT Operation 

and a Differential File in Relational DBM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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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analyze multidimensional data conveniently and efficiently, OLAP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systems or e-business are widely 

using views in a horizontal form to represent measurement values over multiple dimensions. These views can be stored as materialized 

views derived from several sources in order to support accesses to the integrated data. The horizontal views can provide effective 

accesses to complex queries of OLAP or e-business. However, we have a problem of occurring maintenance of the horizontal views since 

data sources are distributed over remote sites. We need a method that propagates the changes of source tables to the corresponding 

horizontal views. In this paper, we address incremental maintenance of horizontal views that makes it possible to reflect the changes of 

source tables efficiently. We first propose an overall framework that processes queries over horizontal views transformed from source 

tables in a vertical form. Under the proposed framework, we propagate the change of vertical tables to the corresponding horizontal views. 

In order to execute this view maintenance process efficiently, we keep every change of vertical tables in a differential file and then modify 

the horizontal views with the differential file. Because the differential file is represented as a vertical form, its tuples should be converted 

to those in a horizontal form to apply them to the out-of-date horizontal view. With this mechanism, horizontal views can be efficiently 

refreshed with the changes in a differential file without accessing source tabl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improves average performance by 1.2～5.0 times over the exis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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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은 데이터 웨어하

우스에 장된 용량 데이터에서 여러 의 다양한 정보

를 추출하기 해 다차원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기법이다

[2]. OLAP에서는 다차원 데이터 분석을 편리하고 효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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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ID TV Radio Computer Camera
1 280 ⊥ 220 150
2 120 145 ⊥ 110
3 240 ⊥ 125 ⊥

ShopID Product Sales
1 TV 280
1 Computer 220
1 Camera 150
2 TV 120
2 Radio 145
2 Camera 110
3 TV 240
3 Computer 125

(a) A Horizontal Table (SalesH) (b) A Vertical Table (SalesV)

(그림 1) 수평 테이블(SalesH)와 수직 테이블(SalesV)의 .

로 분석할 수 있도록 뷰를 여러 형태로 표 하거나 장한

다[12]. 이러한 데이터 장  표  방법 의 하나가 다양

한 차원에 해 측정값을 유지하는 수평 뷰(horizontal view) 

[1, 3]이다. 이러한 수평 뷰는 마이크로소 트 엑셀의 PIVOT 

테이블이나, 통계 데이터 표 에 사용되는 교차 테이블

(cross table)과 유사한 형태 구조로서, 애트리뷰트들의 값을 

테이블의 행과 열의 색인 값으로 갖는 이차원 테이블을 의

미한다[7, 12]. (그림 1(a))는 매장 상품 매량을 표시한 수평 

뷰의 를 나타낸다. 그림의 수평 뷰를 보면, 각 매장별 혹

은 상품별 상품 매량을 쉽게 악할 수 있어, 수평 뷰가 

다차원 분석에 편리한 뷰로 제공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계형 DBMS에서는 이러한 수평 뷰를 효과 으로 지

원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기존 RDBMS에서는 (그림 1(b))와 

같이 소수의 애트리뷰트(열)과 다수의 튜 (행)로 구성되는 

수직 테이블(vertical table)을 주로 다루며[1, 3, 5], 부분의 

RDBMS는 테이블이 가질 수 있는 애트리뷰트 개수를 제한

하고 있다. 를 들어, SQLServer 2005와 오라클의 Oracle 9i 

등은 테이블이 가질 수 있는 애트리뷰트 개수를 최  1,024

개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용 RDBMS에 장된 수

직 테이블을 수평 뷰로 변환하여 실행하는 방법이 필요하

다. Agrawal 등 [1]은 수평 뷰에 한 질의를 수직 테이블

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그리고, 수평 뷰를 직  

장하고, 질의를 처리하는 방법보다 수직 테이블로 장하고 

질의 처리하는 경우가 성능을 향상시킴을 보 다. 이외에도 

수평 뷰에 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3, 5, 7]. 그러나, 이

들 연구는 수직 테이블에서 갱신된 정보를 수용하고, 수평 

뷰에 갱신된 정보를 반 하기 한 연구가 미흡하다. 

수직 테이블에서 PIVOT 연산에 의해 변환된 수평 뷰는 

사용자 질의에 한 빠른 응답을 제공하기 해서 실체 뷰

(materialized view)로 장된다[6]. 이러한 실체 뷰는 자주 

요구되는 질의에 계되는 튜 들이 요약된 형태로 실제 

장된 테이블이다. 한, 실체 뷰는 수직 테이블에서 추출된 

결과를 별도로 장하고 있으므로, 장된 수직 테이블이 

변경되면 이를 반 하기 해 수직 테이블의 변경 사항과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뷰 내의 데이터

가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분산되어 장되어 있기 때문에 많

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데이터 

소스에 한 근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뷰 리가 

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뷰를 리하기 한 기법으로는 재정의 기법(view 

redefinition)과 진  뷰 리 기법(incremental view main-

tenance)이 연구되었다. 재정의 기법은 데이터 소스의 변경 

사항이 발생시, 뷰의 정의에 따라 수직 테이블로부터 뷰를 

재계산하는 방법이다[4]. 그러나, 뷰 재정의 기법은 수직 테

이블의 근으로 인해 많은 계산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 이 

있다. 이에 비해, 진  뷰 리 기법은 수직 테이블의 변

경 사항만을 가지고 차등 일(differential file)을 이용하여 

뷰를 리하는 방법이다. 차등 일을 사용하는 방법은 소

스 데이터의 갱신(삽입, 삭제, 갱신)에 해 데이터 소스의 

근 없이도 뷰에 변경 사항을 반 하는 뷰의 자체  리 

기법이다[4, 8, 10]. 이러한 뷰의 자체 인 리는 단지 실체 

뷰의 내용과 수직 테이블의 변경 사항만을 가지고 뷰를 

리한다. 따라서 갱신된 데이터 소스에 한 직 인 근이 

없기 때문에 질의에 한 빠른 응답과 높은 이용 가능성을 

제공하므로 형의 뷰들을 리하는 데 매우 효율 이다.

본 논문에서는 차등 일을 이용하여 효과 으로 수평

인 실체 뷰를 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해, 상용 

RDBMS에서 제공하는 PIVOT 연산을 이용하여 수평 뷰를 

생성하고, 이를 실체 뷰로 장한다. 그리고, 수직 테이블에 

한 변경 사항을 차등 일로 유지한 후에 이를 수평 뷰로 

갱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차등 일은 많은 

양의 데이터 변경이 발생하게 되므로, 변경된 최종의 내용

만을 유지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한, 변경 사항은 수

평 뷰에 그 로 용할 수 없으므로, 수평 뷰에 용하기 

해 합한 형태로 변환하여 처리하는 방법과 이를 한 

체 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와 

련된 기존 연구를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수평 뷰를 진 으로 리하기 한 체 인 처리 

과정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차등 일을 이용하여 수평 

뷰에 데이터 변경시 발생하는 연산의 정의와 뷰 리 기법

을 소개하고 이에 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5장에서는 

제시된 수평 뷰의 진 인 리 기법에 한 비용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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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정  의

RTi 수직 테이블(소스 테이블)

VRTi RTi에서 유도된 수평 뷰 테이블

dRTi 수직 테이블의 변경 사항을 장한 차등 일

Oid 튜  식별자 애트리뷰트

Oi 튜  식별자의 값(수평 뷰 VRTi의 i-번째 튜 )

A, M
수직 테이블의 RTi의 애트리뷰트(A와 M의 값은 각각 Aj
와 Mj)

Aj
수평 뷰 VRTi의 j-번째 애트리뷰트 

(수직 테이블 RTi와 차등 일 dRTi의 애트리뷰트인 A의 값)

Mj
수평 뷰 VRTi에서 j-번째 애트리뷰트 값 

(수직 테이블 RTi와 차등 일 dRTi의 애트리뷰트인 M의 값)

<표 1> 주요 표기법

apply source 
data changes

record source 
data changes

Horizontal views

Differential file

Vertical tables

PIVOT

(그림 2) 체 인 임워크.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수직 테이블에서 수평 뷰로 변환하기 한 

기존 연구와 수직 테이블에서 갱신되는 사항을 뷰에서도 동

일하게 유지되는 기존 연구에 해 설명한다. 

Lakshmanan 등 [9]에서는 수직 테이블에서 수평 뷰로 변

환하는 방법을 먼  제안하 다. 이들은 수평 뷰를 다루기 

한 방법으로 fold, unfold을 제안하 다. 이들 연산은 수직 

테이블에서 수평 뷰로, 혹은 반 로 처리하는 연산이다. 이

들 연구를 기반으로, Agrawal 등 [1]은 수직 테이블을 수평 

뷰를 변환하여 처리하는 체계 인 방법을 제안하 다. 이들

의 방법은 사용자에게 수평 뷰로 제공하고, 실제 장과 질

의는 수직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수직 테

이블을 수평 뷰로 제공하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Witkowsk 등 [13, 14]는 다차원 데이터를 스 드시트 형

태의 수평 뷰로 정의하고 조작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

를 통하여 OLAP 분석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다음으로, Cunningham 등 [5]은 수직 테이블을 수

평 뷰로 는 반 로 변환하는 PIVOT과 UNPIVOT 연산을 

계 수로 정의하 다. 한, Chen 등 [3]은 PIVOT 연산

을 일반화하여 GPIVOT 연산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평 뷰에 한 실체화 뷰(materialized view)를 진 으로 

갱신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수직 테

이블에서 발생한 갱신 정보를 앞서 생성된 수평 뷰에 동일

하게 변경되는 기법에 한 연구가 미흡하다.

다음으로 앞서 생성된 뷰를 수직 테이블의 변경 사항과 

동일하게 용되고, 수직 테이블의 변경에 따라 뷰를 최신

의 정보로 유지하는 연구들이 연구되었다. 우선, Colby 등 

[4]는 수직 테이블로부터 뷰를 재정의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수직 테이블의 데이터가 변경 사항이 발생하

면, 뷰의 정의에 따라 수직 테이블에서 뷰를 재계산하는 방

법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뷰를 갱신하기 해, 방 한 수

직 테이블을 매번 근해야 하므로 많은 계산 비용이 소요

된다. 뷰 재정의 기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해, Lee[10]과 

Mohania 등[11]은 수직 테이블의 갱신 사항만을 이용하기 

해 보조 릴 이션과 차등 일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수직 테이블의 근없이도 뷰에 변경 사항을 반 하는 뷰의 

자체  리 기법이다. 이들 연구는 변경된 수직 테이블에 

한 직 인 근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변경이 발생할 

경우의 빠른 질의 처리와 형의 뷰들을 리하는 데 매우 

효율 이다.

3. 수평 뷰 리를 한 체 인 과정

본 장에서는 차등 일을 이용한 임워크, 수직 테이

블에서 수평 뷰로 변환  실체 뷰로의 장하는 방법, 수

직 테이블에서의 변경 사항을 장한 차등 일 그리고, 

체 인 처리 과정을 설명한다. 

첫째, 수직 테이블과 수평 뷰에 갱신된 값을 처리하는 

체 인 임워크를 설명한다. (그림 2)는 차등 일을 이

용하여 뷰 리를 하는 체 인 임워크이다. 그림을 

보면, 수직 테이블은 PIVOT 연산을 용하여 수평 뷰를 생

성함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오른편은 새로이 갱신된 변

경 사항을 유지하는 차등 일을 나타내며, 차등 일은 수직 

테이블의 변경 사항이 발생된 튜 의 정보를 장한다. 본 연

구에서는 제안한 임워크를 기반으로 차등 일을 이용

하여 실체 수평 뷰를 자체 으로 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둘째, 데이터베이스에 장한 수직 테이블과 수평 형태의 

뷰에 해 설명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표기

법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와 같이, 수직 테이블 RTi는 

(Oid,A,M)의 스키마를 가지며, RTi에 장되는 각 튜 은 

(Oi,Aj,Mj)로 표 된다. 여기서, Oi는 식별자이고, Aj는 애트

리뷰트 A의 값이며, Mj는 애트리뷰트 M의 값이다. 다음으

로, 수직 테이블에서 유도되고, OLAP에서 표 되는 수평 

뷰 테이블 VRTi는 (Oid,A1,A2,...,An)의 스키마를 가지며, VRTi

에 표 되는 튜 은 (Oi,M1,M2,...,Mn)으로 표 된다. 

셋째, 수직 테이블에서 수평 뷰로 변환하는 과정에 해 

설명한다. 수직 테이블 RTi를 뷰 테이블 VRTi의 형태로 표

하는 방법으로 PIVOT 연산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

소 트의 SQL Server 2005 등과 같은 상용 RDBMS에서도 

제공하는 PIVOT 연산은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수직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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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VIEW VdRTi(Oid, A1, A2, …, An) AS

SELECT Oid, A1, A2, …, An
FROM RTi
PIVOT (SUM(M) FOR A IN(Oid, A1, A2, …, An)) AS PVT

(그림 3) 수평 뷰를 정의하는 구문

ShopID Product Sales

101 TV 50

101 DVD 30

102 Radio 20

102 DVD 30

103 TV 45

103 Radio 25

PIVOT operation

ShopID Product Sales optype times
101 Radio 25 ins 13:10

102 DVD null del 13:40

Store 
Related  Tuples

Vertical table (RTi)

Differential Files (dRTi)

Horizontal view (VRTi)

StopID TV Radio DVD

101 50 25 30

102 null 20 null

103 45 25 null
Transforms Insert & delete

I = (103, Radio, 25)
D=(102, DVD, null)

(그림 4) 차등 일을 이용한 체 인 처리 과정

Oid Product Sales optype times

101 Radio 25 ins 13:10

102 TV 40 ins 13:13

102 TV null del 13:22

103 DVD 30 ins 13:25

102 TV 35 ins 13:34

103 Radio null del 13:37

102 TV null del 13:40

Oid Product Sales optype times
101 Radio 25 ins 13:10
102 TV 40 ins 13:13
103 DVD 30 ins 13:25
103 Radio null del 13:37
102 TV null del 13:40

(a) Before eliminating duplicated data (b) After eliminating duplicated data

(그림 5) 차등 일의 

블을 분석이 용이한 수평 뷰로 표 하는 기능을 한다. Chen 

등 [3]은 PIVOT 연산을 다음 수식 (1)과 같은 계 수식

으로 정형 으로 정의하 다. 

= =[ 1, 2 ,..., ]
 on PIVOT ( ) [A A An

RTi A M iV RT π σ= =1 , ` '( ( ))]
j

n
j Oid M A A iRT (1)

수식 (1)을 보면, 수직 테이블 RTi를 애트리뷰트 A의 값 

[A1,A2,...,An]에 해 PIVOT하면, 수평 뷰 VRTi로 변환된 것

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은 먼  애트리뷰트 A의 값이 Aj인 

튜  (Oi,Aj,Mj)들을 추출하고, 이들을 완  외부 조인( )

으로 결합하여 수평 뷰로 표 한다. 한, 생성된 수평 뷰는 

자주 요구되는 질의에 한 빠른 응답을 해, 실체 뷰

(materialize view)로 장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체 뷰는 자

주 요구되는 질의에 계되는 튜 들이 요약된 형태로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테이블을 의미한다. (그림 3)

은 이러한 수평 뷰에 한 실체 뷰의 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수직 테이블의 변경 사항만을 가지는 차등 

일에 해 설명한다. 차등 일은 수직 테이블에 한 변경 

사항을 별도로 유지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직 테이블의 

근없이 뷰를 갱신할 수 있다. 이러한 차등 일은 dRTi(Oid, 

A,M,optype,time)의 스키마를 가진다. 여기서, optype은 튜

 변경에 용된 연산을 나타내며, insert와 delete 의 하

나를 가진다. update의 경우, insert와 delete의 조합으로 고

려한다. 특히, insert는 수식 (2)와 같이, I로 표기하며, 수

직 테이블 RTi의 튜 (Oid,A,M)에 속하지 않으면서 차등 

일 dRTi에 속하는 튜 (Oid,A,M)을 의미한다. 그리고, 

delete는 수식 (3)과 같이, ∇D로 표기하며, 삭제하고자 하

는 튜 (Oid,A,M)이 수직 테이블에 속하면서 차등 일에 

속하는 튜 (Oid,A,M)을 의미한다. time은 수직 테이블에서 

튜 이 변경되는 시간(time-stamp)을 나타낸다. 이러한 타

임스탬  값을 사용하여 데이터들 간의 입력 순서를 악할 

수 있고, 오래된 데이터를 폐기할 수 있다[10, 11].

π πΔ = ∉ ∧ ∈, , , ,{( , , )|( , , ) ( ) ( , , ) ( )}Oid A M i Oid A M iI Oid A M Oid A M RT Oid A M dRT  (2)

π π∇ = ∈ ∧ ∈, , , ,{( , , )|( , , ) ( ) ( , , ) ( )}Oid A M i Oid A M iD Oid A M Oid A M RT Oid A M dRT  (3)

마지막으로, 수직 테이블과 수평 뷰에 갱신된 값을 처리

하는 체 인 처리 과정을 설명한다. (그림 4)는 본 논문에

서 차등 일을 이용한 방법의 처리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을 보면, 수직 테이블 RTi은 PIVOT 연산을 용하여 수평 

뷰 VRTi로 생성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언 한 수식 (1)을 이

용한다. 그림에서 오른편은 새로이 갱신된 변경 사항을 유

지하는 차등 일 dRTi를 나타내며, 차등 일은 수직 테이

블의 변경 사항이 발생된 튜 의 정보를 장한다. 이러한 

처리 과정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차등 일을 이용하

여 실체 수평 뷰를 자체 으로 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4. 차등 일을 이용한 수평 뷰의 리

본 장에서는 수직 테이블의 변경 사항에 따라 수평 뷰를 

최신 정보로 유지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4.1 에서는 

수평 뷰를 해 차등 일을 리하는 방법과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4.2 에서는 차등 일의 튜 을 수평 

뷰에 갱신할 수 있도록 연산의 변환과 이에 한 체 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4.1 차등 일의 리

본 에서는 수직 테이블의 변경 사항을 기록한 일련의 

정보인 차등 일에 해 설명한다. (그림 4)를 보면, 차등 

일은 수직 테이블마다 하나씩 존재하며, 각 수직 테이블

의 변경 사항을 유지한다. 이러한 차등 일 내의 변경 사

항은 뷰를 갱신한 시간부터 앞으로 갱신되는 시간까지 유지

된다. 일단, 뷰가 갱신되면 차등 일 내에 변경 사항은 삭

제되고, 갱신 후에는 다시 기록한다. (그림 5(a))는 이러한 

차등 일의 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수직 테이블에 용

된 튜  (101, Radio, 25)은 변경된 시간 time이 13:10에 삽

입되었으며, 다른 튜  (102, TV, null)은 변경된 시간 time

이 13:40에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null)은 값

이 삭제됨을 묵시 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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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DuplicateElimination (Table dRTi)

01    Sorting the tuples stored in the dRTi;

02     Declare Cursor for

03          Select Oid, A, M, optype, time from dRTi; 

04     Open Cursor;

05     Fetch from Cursor T = {Oid, A, M, optype, time};

06     CheckOpCount = 1;

07     While Cursor is not null

08          Fetch from Cursor TCur = {OidCur, ACur, MCur, optypeCur, timeCur};

09          if (Oid = OidCur ∧ A = ACur) {

10               CheckOpCount = ++i;

11               if(CheckOpCount > 2) delete a tuple T;

12          }

13          else  CheckOpCount = 1; 

14          replace T by TCur ;        

15     close Cursor;    

(그림 6) DuplicateElimination 알고리즘

Horizontal view (VRTi)

StopID TV Radio DVD

101 50 25 30

102 null 20 null

103 45 25 20

ShopID Product Sales optype times
104 Radio 25 ins 13:10

Differential Files (dRTi)

104 null 25 null insert

Horizontal view (VRTi)

StopID TV Radio DVD

101 50 25 30

102 null 20 null

103 45 25 null

ShopID Product Sales optype times
103 DVD null del 14:25

Differential Files (dRTi)

104 null 25 null
delete

Horizontal view (VRTi)

StopID TV Radio DVD

101 50 30 30

102 null 20 null

103 45 25 null

ShopID Product Sales optype times
101 TV 30 ins 15:30

Differential Files (dRTi)
104 null 25 null

update

25

(a) insert연산과정

(b) delete연산과정

(c) update연산과정
(그림 7) 수평 뷰에서 차등 일을 이용한 변경 사항의 용

수직 테이블의 데이터들이 연속 으로 변경된다면, 차등 

일 내에는 동일한 애트리뷰트 Oid와 A를 갖는 튜 의 연

속 인 갱신이 존재할 수 있다. 차등 일 내의 정보  동

일한 애트리뷰트의 값을 갖는 튜 들이 연속 으로 변경된

다면, 차등 일에는 처음과 나 의 변경 사항만을 제외하

고 간 과정의 변경 사항은 뷰 갱신에 해 불필요한 과정

으로 존재하게 된다. 를 들어, 동일한 애트리뷰트의 값을 

갖는 튜 이 연속 으로 ins del ins del 된다면, 연산 정

보의 처음 ins와 마지막 del 이외에, 간 과정은 불필요하

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복 삭제(duplicate elimi-

nation)이라 하며, 차등 일 내에서 같은 튜 에 해 처음

과 나 의 정보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한다. (그림 

5(a))는 복 튜 을 삭제하기 이 의 차등 일을 나타낸

다. 여기서, 튜 (102, TV, ...)는 처음과 나 의 값만을 남겨

두고 13:22분의 del과 13:34분의 ins 튜 은 삭제된다. (그림 

5(b))는 복 삭제한 후의 차등 일의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뷰에 달되는 튜  수는 복 제거되는 

비율에 따라 많은 양이 감소하게 된다. 

다음으로, (그림 6)은 차등 일에서 불필요한 튜 의 복 

제거를 한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라인 1에서는 차등 일 

dRTi을 정렬하고, 라인 2-5에서는 select 문을 이용하여 차

등 일에서 튜  Oid, A, M, optype, time을 검색하고, 이

들 데이터를 변수에 장한다. 라인 6에서는 차등 일에서 

복된 값을 검사하는 CheckOpCount를 사용한다. 라인 

7-15에서는 이  튜 의 키와 재 튜 을 서로 비교하여 

복된 튜 을 제거하고, 기의 튜 과 최종의 튜 을 보

존하는 방법을 수행한다. 여기서, 라인 8-12에서는 커서에 

의해 튜 을 검색하여 컬럼의 집합 TCur에 장하고, 이  

튜 의 키와 재 튜 의 키를 비교하여 서로 동일하면 

CheckOPCount를 하나씩 증가시킨다. 여기서, CheckOPCount

가 증가되면, 복된 튜 이므로 재 튜 을 삭제한다. 라

인 13에서는 기존과 재의 튜 의 키가 서로 다르게 되므

로, 기존 튜 은 최종 튜 로 남아있게 되고 재 튜 은 

새로운 최  튜 이 된다. 라인 14에서는 재 튜  TCur는 

기존 튜  T로 재배치한다. 마지막으로 라인 15에서는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므로, 활성화된 커서를 종료한다. 

4.2 수평 뷰의 리

본 에서는 차등 일을 이용하여 수직 테이블로부터 변

환된 수평 뷰를 리하는 방법에 해 제시한다. 수직 테이

블의 변경 사항을 기록한 차등 일 내의 변경 사항은 뷰에 

주기 으로 갱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차등 일 내의 변경 

사항은 PIVOT 연산이 용된 수평형태의 뷰로 직  용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용하기 해서는 변경 연산을 수평 

뷰에 합한 형태로 변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는 변경 연산인 삽입, 삭제 그리고 갱신 연산으로서, 이를 

이용한 리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7)은 차등 일을 이용

하여 수평 뷰에 여러 연산들을 용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먼 , 수평 뷰에 한 삽입 연산에 해 설명한다. 삽입 

연산은 차등 일 dRTi의 연산 정보 optype에 의하여 수평 

뷰 VRTi에 변환하여 용할 수 있다. 다음 정리 1은 이러한 

삽입연산에 한 변환 규칙을 나타낸다. 

[정리 1] 수직 테이블 가 변환된 수평 뷰를 라 

할 때, 에 한 삽입 연산은 다음 수식 (6)에 의해 차

등 일 와 수평 뷰 와 조인한 후 합집합으로 

용할 수 있다. 단, Oid는 이며, 는 이다.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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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우선, RTiV 을 V로, π σ = ∧ =, ` ' ` '( ( ))
jOid M optype ins A A idRT 를 

R로 표기한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1( , , ..., )kOid M M 는 V에 

속하고, ( , )xOid M 는 R에 속한다면, V R는 다음과 같
이 표기할 수 있다. 

 

= ∈ ∧ ∈1 1{( , , ..., , )|( , , ..., ) ( , ) }k x k xOid M M M Oid M M V Oid M R

  + ⊥ ⊥ ∈ ∧ ⊥={( , ,..., , )|( , ) ( )}x xOid M Oid M R null (5)

= ∈1 1{( , ,..., , )|(( , , ..., )k x kOid M M M Oid M M V

  ∨ =⊥ ∧ ∧ =⊥ ∧ ∈1( ... )) ( , ) }k xM M Oid M R

수식 (5)는  의 경우, 튜  (Oid, M1,...,Mk)와 

(Oid,Mx)에서 응되는 키 Oid와 결합한 튜 들의 결과는 

(Oid,M1,...,Mk,Mx)이다. 만일, V에 련된 튜 들이 없으면 

새로운 튜 들이 생성되는 것으로 튜 들의 결과는 (Oid,⊥, 

...,⊥,Mx)와 같이  값과 함께 생성된다. 그런 후, 생성된 

간 결과 튜 을 기존의 에 합집합 연산 ∪

을 용하면, 삽입 연산은 수식 (4)로 나타낼 수 있으

므로, 증명이 완료된다. 
정리 1을 보면, 차등 일 dRTi에서 애트리뷰트 optype

의 값이 ins이다. 먼 , dRTi에서 애트리뷰트 A의 값 Aj인 

튜 (Oid,Mj)들을 추출하고, 이들 추출한 결과를 수평 뷰 VRTi

와 오른쪽 외부 조인( )으로 결합한 후, 이를 다시 VRTi와 

합집합하면, 변경된 수평 뷰 
로 수행됨을 알 수 있다. 

(그림 7(a))는 차등 일 dRTi의 변경 정보에 의해 수평 뷰 

VRTi에 새로운 튜 을 삽입한 로 나타낸다.

다음으로, 수평 뷰에 한 삭제 연산에 해 설명한다. 수

직 테이블 RTi와 수평 뷰 VRTi는 차등 일의 연산 정보 

optype의 값이 del일 경우 삭제에 한 변경 사항을 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삭제 연산은 정리 2로 나타낼 수 있다. 

[정리 2] 수직 테이블 가 변환된 수평 뷰를 라 

할 때, 에 한 삭제 연산은 다음 수식 (6)에 의해 차

등 일 를 이용하여 수평 뷰 에서 특정 튜 을 

삭제하고, 이 포함한 새로운 튜 을 포함하는 것으로 

용할 수 있다. 단, 에서 의 값은 이다. 

= +∇ ( ) new
RTi RTi iV V D dRT

    = −[RTi RTiV V π σ = ∧ =` ' ` '( ( ))]
jOid optype del A A idRT (6)

=+ ∪ 1[ m
j RTiV π σ = ∧ =, ` ' ` '( ( ))]

jOid null optype del A A idRT

[증명] 수식 (6)에서 우선, 을 라 하고, 

π σ = ∧ =` ' ` '( ( ))
jOid optype ins A A idRT 를 R이라 하자. 여기서, (Oid,M1,..., 

Mk)는 에 속하고, Oid는 R에 속한다면,  는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 ∈ ∧ ∈1 1{( , , ..., , )|( , ,..., ) ( ) }k x kOid M M M Oid M M V Oid R (7)

다음으로,   ′∇′∧ ′′을 ′라 하
면, 

는 다음 수식 (8)이 성립한다. 성립하는 이유는 새

로운 뷰 
는 수식 (7)에 의해 특정 Oid가 포함한 튜

이 삭제되고, 수식 (5)에 의하여 이 포함한 새로운 튜 로 

변경됨으로써 본 증명이 완료된다.

new
RTiV

= ∈1 1{( , ,..., , )|( , ,..., , ) }k x k xOid M M M Oid M M M V

 − ∈ ∧ ∈1 1{( , ,..., , )|( , , ..., ) ( , ) }k x k xOid M M M Oid M M V Oid M R (8)

 + ⊥ ∈1 1{( , , ..., , )|(( , ,..., )k kOid M M Oid M M V

 ′∧ ⊥ ∈ ∧ ⊥=(( , ) }Oid R null 
정리 2를 보면, 수평 뷰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변경 사

항을 용한다: 1) 수평 뷰 VRTi와 차등 일 dRTi의 애트

리뷰트 optype와 A의 값이 각각 del과 Aj인 튜 들을 추출

하여 조인( )한 후, VRTi에서 해당 튜 을 삭제한다. 그런 

후, 2) 수평 뷰 VRTi와 차등 일 dRTi에서 애트리뷰트 

optype과 A의 값이 각각 del과 Aj인 튜  (Oi,Mj)를 오른쪽 

외부 조인( )으로 결합한다. 마지막으로, 1)과 2)의 과정에

서의 임시 결과들을 VRTi에 용하면 기존 값이 null로 변경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7(b))는 수평 뷰 VRTi에 장된 데이

터의 삭제를 차등 일 dRTi에 장된 변경 정보에 의해 

삭제된 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수평 뷰에 한 갱신 연산에 해 설명한다. 

갱신 연산은 삭제와 삽입 연산의 조합으로 간주할 수 있지

만, 구조가 다른 수평 뷰에 해서는 다르게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갱신 연산은 수평 뷰에서 해당 튜 의 값이 존

재할 때 값을 변경하기 한 상으로 용한다. 다음 정리 

3은 갱신 연산에 한 변환 규칙을 나타낸다. 

[정리 3] 수직 테이블 RTi가 변환된 수평 뷰를 VRTi라 할 

때, VRTi에 한 갱신 연산은 다음 수식 (9)에 의해 차등 

일 dRTi와 조인하여 수평 뷰 VRTi에서 특정 튜 을 삭제하

고, 갱신된 값이 포함한 새로운 튜 로 변경하는 것으로 

용할 수 있다. 단, Oid=Oi이며 dRTi에서 M≠null이다. 

= + Δ ( )new
RTi RTi iV V I dRT

= −[RTi RTiV V π σ = ∧ =` ' ` '( ( ))]
jOid optype ins A A idRT (9)

=+ ∪ 1[ m
j RTiV π σ = ∧ =, ` ' ` '( ( ))]

jOid M optype ins A A idRT

[증명] 수식 (5)와 (8)을 사용하여  값 신 갱신한 값

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리 2에 한 증명과 동일

한 과정으로 증명할 수 있으므로 수식 (9)가 성립한다. 
수식 3을 보면, 갱신 연산의 과정은 먼 , 수평 뷰 VRTi와 

차등 일 dRTi에서 애트리뷰트 optype과 A의 값이 각각 

ins와 Aj인 튜 들을 조인한 후, 수평 뷰 VRTi와 조인( )하

여 해당 튜 들을 추출하여 삭제한다. 다음으로 VRTi와 

dRTi에서 튜  (Oi,Mj)를 추출하여 오른쪽 외부 조인( )

으로 결합한 임시 결과를 VRTi로 튜 의 기존 값과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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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ViewManagement 알고리즘

값을 함께 삽입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c))는 차

등 일 dRTi에 장된 변경 정보를 이용하여 수평 뷰 VRTi

에 장된 데이터를 새로운 값으로 변경함을 나타낸다. 

이제, (그림 8)은 차등 일 dRTi를 이용하여 수평 뷰 

VRTi를 리하는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우선, 라인 1에서는 

차등 일 dRTi을 정렬하고, 라인 2-3에서는 select 구문을 

이용하여 한 튜 (Oid, A, M, optype, time)을 가리키는 커

서 Cursor를 선언한다. 다음으로, 라인 4-6에서는 차등 일 

dRTi의 튜  하나를 추출하여 데이터 변수에 장한다. 다

음으로, 라인 7에서는 차등 일 dRTi에서 애트리뷰트 

optype의 값을 별하여, optype의 값이 ins이면 라인 8-12

에서 수행하고, 반 로 del 값을 가지면, 라인 13-15에서 수

행한다. 삽입 연산에 해, 라인 8-9에서는 수평 뷰 VdRTi의 

값이 (null)이거나 해당 Oid가 존재하지 않을 때, 수식 (6)

을 이용하여 차등 일 dRTi의 튜  Oid와 M을 변경하여 

수평 뷰 VdRTi의 값을 삽입한다. 갱신 연산에 해, 라인 

10-12에서는 수평 뷰 VdRTi에서 기존 값을 삭제하고 새로운 

값으로 변경한다. 여기서, dRTi에 장된 튜 을 수평 뷰 

VdRTi에 용하기 해 값을 변경하기 한 식 (9)을 용한

다. 삭제 연산에 해, 라인 13-15에서는 수평 뷰 VdRTi에 

특정 튜 을 검색한 후, 수식 (8)을 이용하여 기존의 값을 

삭제한다. 결국, 이런 과정으로 수직 테이블의 변경 사항은 

차등 일을 통해 수평 뷰를 갱신할 수 있다.

결론 으로 요약하면, 수평 뷰 테이블의 내용을 최신 상

태로 유지하기 해서는 수직 테이블이 갱신되었을 때 뷰 

테이블도 동일하게 갱신되어야 한다. 이때, 수직 테이블에서 

갱신된 데이터를 차등 일로 장하고, 차등 일을 이용

하여 수평 뷰 테이블로 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차

등 일은 동일한 갱신 데이터들이 필요 이상으로 복되거

나, 불필요한 장 공간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차등 

일의 갱신 데이터를 수평 뷰로 용하기 에, 이들 데이터

들을 제거하는 알고리즘 DuplicateElimination을 이용하여 

차등 일 내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한다. 그런 후, 정제

된 차등 일을 이용하여 수평 뷰 테이블 내에 삽입, 삭제, 

갱신 연산을 결정하기 해, 알고리즘 ViewManagement를 

이용하여 특정 데이터를 갱신한다. 이러한 수평 뷰 테이블

은 수직 테이블에서 다른 연산이 동안 유지된다. 

5.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방법들에 한 성능을 

평가한다. 제5.1 에서는 성능을 측정하기 한 실험 데이터

와 실험 환경에 해 기술하고, 제5.2 에서는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5.1 실험 환경

실험 상은 수직 테이블에서 차등 일을 용하는 방법

(Source), 차등 일을 이용하되 복 데이터를 제거하지 않

는 상태에서 용한 방법(Dup-Method), 그리고, 제안한 방

법(DF-Method) 방법으로 성능을 측정하 다. 즉, 다음과 같

이 세 가지 방법을 실험하 다.

• Source: 변경 사항은 수직 테이블에 직  반  [4]하

고, 이를 다시 수평 뷰로 변환 [1,3]하는 방법이다.

• Dup-Method: 차등 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직 

테이블에 용한 변경 사항이 차등 일에 용 

[10,11]하고, 이러한 차등 일은 복 삭제 과정 없

이 수평 뷰에 용하는 방법이다.

• DF-Method: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서, 수직 

테이블에 발생한 갱신 데이터를 복 삭제 과정을 

통해 차등 일을 유지하고, 이를 수평 뷰에 용하

는 방법이다.

실험을 수행한 하드웨어 랫폼은 Intel Core2 1.86GHz 

CPU, 1GB RAM을 장착한 PC이며, 소 르웨어 랫폼은 

마이크로소 트의 Window 운 체제, SQL Server 2005 

DBMS이다. 매개 변수로는 Agrawal 등 [1]의 실험에서와 

같이, 데이터 집합,  값의 비율 등을 이용하여 실험하 다. 

데이터 집합은 수평 뷰을 기 으로 열의 수와 행의 수(#cols× 

#rows)인 200×100K로 구성하 고,  값 비율은 90%, 95%

를 사용하 다[1]. 그리고 제안한 방법에서 이용한 차등 

일은 체 튜   복 데이터의 비율을 20%, 40%, 80%로 

달리하면서 실험하 다.

5.2 실험 결과

본 에서는 세 가지 방법에 한 실험 결과를 설명한다. 

먼 , 실험 1)에서는 삽입 연산이 수행할 경우에 수행 시간

을 측정하 고, 실험 2)에서는 삭제 연산이 수행할 경우에 

수행 시간을 실험하 다. 한, 실험 3)에서는 삽입  삭제 

연산에 한 비교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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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삽입 연산에 한 수행 시간 비교

실험 1) 삽입 연산에 한 수행 시간

(그림 9)는 데이터 집합에 차등 일의 튜  수를 증가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의 삽입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9(a))는  값이 90%인 경우의 실험 결과를, (그림 9(b))는 

95%인 경우의 실험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각 실험에서는 

차등 일의 복된 튜  수의 비율을 변경하여 삽입  갱

신 연산에 한 실제 수행시간을 측정하 다. (그림 9)를 보

면, 체 으로 DF-Method가 Source 방법과 Dup-Method 

보다 성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낸다. 우선, Source  

Dup-Method가 DF-Method보다 성능이 하된 이유는 

Source 방법은 수직 테이블에 다수의 갱신 데이터를 직  

용한 후, 수평 뷰로 제공하기 해 체 수직 테이블에서 

다시 수평 뷰로 변환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수평 뷰로 

변환할 때 수직 테이블의 체 튜 들을 액세스하게 되므로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Dup-Method는 갱신 데

이터를 장한 차등 일을 이용하기는 하나, 복 데이터

를 제거하는 과정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할 가

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차등 일의 장 공간이 크며, 이

들을 수평 뷰에 용하는 것 한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림 9)의 결과를 요약하면, DF-Method는 차등 일에

서 복된 데이터의 비율을 20%로 설정할 경우, Source 방

법에 비해 평균 1.7배, 최  2.9배까지 성능을 향상시켰고, 

Dup-Method에 비해 평균 1.2배, 최  1.5배까지 성능을 향

상시키고, 차등 일에서 복 데이터의 비율을 40%로 설정

할 경우, Source 방법에 비해 평균 1.9배, 최  3.0배로, 

Dup-Method에 비해 평균 1.3배, 최  1.6배로 성능을 향상

시킨 것으로 나타냈다. 한, 차등 일에서 복된 데이터

의 비율을 80%로 설정할 경우, Source 방법에 비해 평균 

2.9배, 최  4.2배로, Dup-Method에 비해 평균 2.1배, 최  

2.5로 성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제안한 

방법은 삽입 연산에 해 복된 데이터의 비율이 높을 수

록 Source는 물론 Dup-Method에 비해 성능을 크게 향상시

킴을 알 수 있다.

실험 2) 삭제 연산에 한 수행 시간

(그림 10)은 차등 일을 이용한 세 가지 방법의 삭제 실

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0(a))는 값 비율이 90%이고, 

(그림 10(b))는 95%인 경우의 실험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각 실험에서, 차등 일의 복 데이터 비율을 변경하면서 

실제 수행시간을 측정하 다. (그림 10)을 보면, Source 방

법과 차등 일에서 복 삭제를 용하지 않는 

Dup-Method가 성능이 조함을 보이고 있다. Source 방법

은 삭제되는 튜 이 직 으로 용되고, 이를 다시 수평 

뷰로 변환하기 때문에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에, 

DF-Method와 Dup- Method는 차등 일을 이용하여 삭제 

정보를 가진 튜 을 이미 생성된 수평 뷰로 직  용하므

로 수행 시간이 Source 방법보다 우수하다. 결과 으로 

DF-Method는 차등 일에서 복된 데이터의 비율이 높을

수록 Source 방법과 Dup- Method에 비해 성능을 향상시켰

음을 나타낸다. 삭제에 한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차등 

일의 복된 데이터 비율이 20%일 경우, 제안한 

DF-Method는 Source에 비하여 평균 3.2배, 최  3.3배로, 

Dup-Method에 비해 평균 1.2배, 최  1.3배로 성능을 향상

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차등 일에서 복 데이터의 비율

이 40%일 경우, Source에 비해 평균 3.6배, 최  3.9배로, 

Dup-Method에 비해 평균 1.4배, 최  1.5배로 제안한 

DF-Method이 성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차

등 일의 복된 데이터 비율이 80%일 경우, Source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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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삭제 연산에 한 수행 시간 비교

(그림 11) 삽입과 삭제 연산에 한 수행 시간 비교

해 평균 5.0배, 최  5.6배로, Dup-Method의 경우 평균 2.0

배, 최  2.2배로 성능이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제안한 DF-Method 방법은 삭제 연산에 하여 

Source 방법은 물론 Dup-Method에 비해 성능을 크게 향상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3) 삽입  삭제에 한 수행 시간

(그림 11)은 갱신 정보를 삽입  삭제 정보로 구성하여 

세 가지 방법의 수행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1(a))

는  비율 값이 90%이고, (그림 11(b))는 95%인 실험 결과

를 각각 나타낸다. 각 실험에서, 차등 일의 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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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정보와 삭제 정보를 각각 50%로 설정하여 실험한 결과

이다. 그림을 보면, 제안한 DF-Method가 Source 방법과 

Dup-Method에 비해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의 삽입과 삭제의 실험 결과에서와 같이 제안한 

DF-Method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 기 때문이다. (그림 11)

의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차등 일에서 복 데이터의 비

율이 20%일 경우, 제안한 DF-Method는 Source 방법에 비

해 평균 2.2배, 최  3.2배로, Dup-Method에 비해 평균 1.2

배, 최  1.4배로 성능이 향상시켰으며, 차등 일에서 복 

데이터의 비율이 40%일 경우, 제안한 DF-Method는 Source 

방법에 비해 평균 2.4배, 최  3.2배로, Dup-Method에 비해 

평균 1.4배, 최  1.5배로 성능이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차등 일에서 복 데이터의 비율이 80%일 경우, 제안

한 DF-Method는 Source 방법에 비해 평균 3.6배, 최  4.6

배로, Dup- Method에 비해 평균 2.1배, 최  2.3배로 성능

이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안한 DF-Method는 

삽입과 삭제 연산이 혼합된 환경에서도 Source 방법은 물론 

Dup-Method에 비해 성능을 크게 향상 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제안한 방법(DF-Method)과 기존의 단순한 방법

(Souce)의 수행 시간 복잡도를 비교해 보자. 이를 해 다음

과 같은 표기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수직 테이블의 튜 의 

수는 _ , 수평 뷰의 애트리뷰트의 수는 _ , 수평 
뷰의 튜 의 수는 _ , 그리고 차등 일의 튜 의 수는 

_로 각각 표 한다. 우선, 기에 수직 테이블 에

서 수평 뷰 를 생성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자. 수식 (1)

을 보면 수평 뷰는 수직 테이블을 번 외부 조인하여 얻을 

수 있다. 만약 외부 조인을 정렬 합병 조인(sort merge join)

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기 수평 뷰를 생성하는 비용은 

수직 테이블 를 한번 정렬한 후 (O(__) 소
요) 이를 번 합병(O((_ )(_)) 소요)해
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체 수행 시간 복잡도는 아래와 

같다: 

__ __       (10)
이 기 일에 _개의 튜 이 갱신 을 경우, 단순

한 방법(Source 방법)은 수평 뷰 체를 다시 계산하는 것

이다. 갱신된 수직 테이블의 튜  수가 _ _에 
비례하므로, 이 방법의 수행 시간 복잡도는 아래와 같다:

_ __ _
 _ ___ _   (11)

하지만, 제안된 DF-Method는 (1) 먼  차등 일에 있는 

갱신 내용을 수평 인 형태의 튜 로 변환한 후, (2) 이 차

등 수평 튜 을 수평 테이블에 반 한다. 단계 (1)은 기 

수평테이블 만드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므로 O(_

log_+_*_)의 복잡도를 갖는다. 단계 (2)의 
경우, 이진 탐색( 는 색인)을 사용하여 수평 테이블의 한 

튜 을 갱신하는 비용이 O (log _ )RTit V 이므로, 총 O

( _ * log _ )i RTit dRT t V 이다. 따라서 DF-Method의 체 시

간 복잡도는 이 두 비용을 합친 아래 수식 (12)와 같다:

O ( _ it dRT log _ it dRT + _
iRTn V * _ it dRT + _ it dRT *log _

iRTt V ) (12)

결과 으로, DF-Method (수식 (12))와 Souce 방법(수식 

(11))의 비용 차이는 총 수행 비용에서 차등 일의 튜 의 

수 _ it RT 가 수직 테이블의 튜 의 수 _ it dRT 보다 작으므
로, DF-Method의 수행 비용이 우수하며, 성능 개선의 정도

는 수직 테이블의 튜  수와 수평 테이블의 튜  수에 비

하여 차등 일의 튜  수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앞의 

실험 결과, DF-Method가 Source 방법보다 우수하 지만 이

론 인 시간 복잡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실험

에서는 실제 갱신 비용 외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통신 

비용  질의 처리 오버헤드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수행 복

잡도와 실험 결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6. 결  론

e-비지니스 환경이나 OLAP 응용에서는 다차원 데이터의 

효율 인 분석을 해 수평 형태의 뷰가 리 사용되고 있

다. 반면에, RDBMS에서는 수직 인 수직 테이블을 지원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연구에서는 수직 테이블에서 수평 

뷰로 변환하여 처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수평 뷰로 변환한 후에는 수직 테이블에서 변경

된 최신의 정보를 반 하는 연구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

는 상용 RDBMS에서 제공하는 최 화된 PIVOT 연산을 

용하고, 최신 갱신 정보를 용하기 해 차등 일을 이용

하여 수직 테이블의 변경 사항과 동일하게 갱신한 진 인 

방법을 제안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의 공헌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수직 테이블의 갱신에 따라 수평 뷰를 최신의 정

보로 유지하기 한 체 인 임워크를 제안하 다. 둘

째, 최신 갱신 정보를 유지를 해 차등 일에 한 알고

리즘을 제안하 다. 셋째, 차등 일을 이용하여 수직 테이

블에 갱신된 내용을 수평 뷰에서도 동일하게 용하기 한 

변경 연산들을 제시하 다. 넷째, 차등 일을 이용한 체

인 뷰 리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이 다른 기존 방법에 비해 성능을 향상시

켰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제안한 방법은 수직 테이블의 갱신

에 따라 수평 뷰를 최신 정보로 유지하는 진 인 리하

는 데 효율 인 방법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로

는 복합 뷰를 리하거나, 조인 연산이나 집계 연산을 처리

하는 방법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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