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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있게 해준 나의 아내 Judy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이



DB/2, DB/2 Universal Database, DB/2 Connect, Net.Data, Intelligent Miner, DB/2 OLAP Server, V
isual Warehouse, MVS, VM/370, AIX, IMS, VSAM, ADSM, DataJoiner, OS/2, DataPropagator, Visu
alAge, RISC System/6000 및 SP2는 IBM의 상표 및 등록상표입니다.

Approach, 1-2-3 및 Symphony는 Lotus Development Corporation의 상표 및 등록상표입니다.

Essbase는 Arbor Softwar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HP-UX는 Hewlett-Packard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Informix는 Informix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Ingres는 Ingres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Macintosh는 Apple Computer,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Oracle은 Oracle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PDP-11은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SINIX는 Siemens Nixdorf Informationssysteme AG의 등록상표입니다.

Solaris는 Sun Microsystems, Inc.의 상표입니다.

SYBASE는 Sybas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UNIX는 UNIX Systems Laboratories의 등록상표입니다.

Windows NT, Windows 3.1, Windows 95, ODBC 및 SQL Server는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 

및 등록상표입니다.

자사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상표 또는 등록상표로 주장하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 Morgan Kaufmann Publishers, Inc.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거나 모두 대문자로 하여 제품 이름을 표기합니다. 그러나 상표와 등

록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독자가 직접 해당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머리글
Donald J. Haderle
Data Management Architecture and Technology의 IBM 특별 회원 겸 이사

IBM Software Solutions Division

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목적은 한마디로 데이터를 확실하게 저장하고 검색하는 

것입니다. 25년 전 E. F. Codd 박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관적이며 상식적

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강력한 수학적 기초를 결합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제안했습니

다. 관계형 모델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데이터 독립성으로, 관계형 시스템이 요구

조건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관계형 시스템이 처음 직면한 과제는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에서 의사 결정 지원에 이르

는 광범위한 응용프로그램의 요구를 충분한 성능과 합리적 비용으로 충족시키는 것이었습

니다. 1980년대 SQL 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터의 다중 뷰와 실제 데이터 구조로

부터의 독립성을 지원하여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언어를 처음 선보였

습니다. 이러한 SQL 기반 시스템의 성공에 힘입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널리 확산되었

고 SQL은 세계 표준의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데이터베이스 관리 분야는 처리 능력, 저장 용량 및 통신 대역폭의 발전에 발맞추

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과제들이 오늘날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오브젝트나 설계 도면을 포함한 상태와 동작 방

식이 복잡한 새로운 유형의 대형 오브젝트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날의 시스템은 저장된 데이터의 의미 컨텐츠를 더 많이 캡처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향상시

켜야 합니다. 비즈니스 규칙을 캡처하여 일반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이 

이러한 규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보통 관계형 오브젝트 시스템이라

고 합니다. 
IBM은 DB2 Universal Database(UDB)를 이용하여 차세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소

개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개인용 워크스테이션에서 대량 병렬 네트워크까지 확장되는 병

렬 처리 기능과 관계형 오브젝트 기능을 결합한 최초의 시스템입니다. UDB는 풍부한 내장 

데이터 유형과 함수를 제공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UDB를 통해 사용자는 자기 응용프로

그램의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고, 해당 비즈니스 규칙을 캡슐화하기 위한 제한조건과 트리

거를 정의하는 새로운 데이터 유형과 함수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부구조 

외에 UDB는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유형을 관리하기 위한 Ex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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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r 세트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DB2 Universal Database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특히 이를 관계형 오브젝트 시스

템으로 만드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자 Don Chamberlin은 SQL의 최초 설계자 중 

한 사람이자 DB2 개발팀의 구성원으로 시스템의 여러 기능이 결합하여 어떻게 상승 작용

을 일으키는지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UDB의 고급 기능을 활용하여 

실제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다양한 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은 일반 사용자,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서 UDB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UDB의 사례를 통해 오늘날의 새로운 데이터베

이스 응용프로그램이 던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어

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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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 Don Chamberlin은 SEQUEL 언어를 개발하여 System R이라는 실험적 데이터베

이스 시스템에서 최초로 이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SQL 관계형 데

이터베이스 표준, IBM의 DB2 제품군 및 많은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회사가 탄생했습니다. 
관계형 모델이 처음 소개된 이후 IBM의 Almaden Research Center의 컴퓨터 공학자들은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실험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R*(“R-스타”로 읽음)
라는 분산 관계형시스템과 Starburst라는 확장 가능 관계형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하

였고, 데이터 모델링, 트랜잭션 관리 및 워크플로우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
한 IBM의 제품 부문과 긴 하게 협조하여 IBM의 DB2 제품군을 제공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이러한 아이디어들 중 상당수가 DB2 Universal Database(UDB)라는 

새로운 관계형 제품에 통합되어 캐나다의 토론토와 캘리포니아의 산호세에 위치한 IBM 연
구소에서 개발되었습니다. UDB는 DB2라는 이름을 공유하지만 Almaden Research Center에
서 개발한 Starburst 아키텍처에 기초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합니다. UDB는 Intel/Windows NT, 
Intel/OS/2, PowerPC/AIX, SPARC/Solaris 및 HPPA/HPUX 등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UDB는 전통적 관계형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것입니다. 객체 지향 아이디어를 SQL 언어

에 통합하여 관계형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쿼리 최

적화, 재귀 쿼리, 활성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어드 프로시저에서 커다란 혁신이 있었습니다. 
대칭적 멀티프로세서와 대량 병렬 비공유 플랫폼상의 병렬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DB2 Para
llel Edition의 기술을 통합했습니다. 또한 UDB는 관리 태스크 수행에 도움이 되는 마법사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용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한마디로 UDB는 IBM의 혁신적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 3세대 SQL 시스템이므로 개인

적으로 Don의 손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 관계형 시스템 개발에 많은 사람들이 

기여하였지만 SQL의 기본 설계는 Don과 그의 동료 Ray Boyce가 작성하였습니다.
Don은 보기 드문 공상가이자 설계자이지만 그의 재능이 가장 빛나는 때는 바로 해설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의 문장은 명확하고 일목요연합니다. 복잡한 아이디어도 간단하게 표

24

v



현하여 일면 사소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어떤 것을 간단하게 만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은 곧 관계형 오브젝트 시스템이나 DB2 Universal Database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과대 광고나 공허한 말장난에 속지 않도록 도움

을 줄 전문가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세 번 읽었지만 언제 보아도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처럼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한 책은 없습니다. 몇 개의 단어로 개념부터 실행 코

드까지 알려주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은 불필요한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Don은 과학자이자 선생님이며 프로그래머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세 가지 시각이 결합되어 

읽기 쉬운 통합 프리젠테이션을 제시합니다. 또한 관계형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 응용프

로그램을 빌드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과 실질적 기술을 모두 알려 드립니다. 
UDB를 사용하고자하는 분께 이 책은 기본사항을 습득하기 좋은 책입니다. 물론 고급 주

제에 대해서도 다루며 좋은 프로그래밍 스타일에 대한 예도 제공합니다. 관계형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배우려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 실질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이 책은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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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속하게 변화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 DB2는 그 역사가 1983년까

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제품입니다. 사실 DB2는 1970년대 IBM의 San Jose Resea
rch Laboratory에서 수행한 연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여기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과 SQL
이 창안되었습니다. DB2 Universal Database(UDB)는 DB2 제품군의 최신 제품입니다. 이름에

서 알 수 있듯이 UDB는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 하의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응용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UDB를 배우는 데 투자한 시간은 기능성, 
성능 및 생산성 향상으로 얻게 되는 이익으로 충분히 보상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사용 방법을 배울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질문에 응답해주

고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친절한 안내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

램을 작성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작업 예가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의 목적은 UDB 사용자에게 

이같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SQL, C, C++ 및 Java로 작성된 일련의 실제 예가 제공되며 사

용자 고유 프로그램의 템플리트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응용프로그램도 여러 개 포함되

어 있습니다. 또한 UDB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소중한 추가 정보도 많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일반 사용자,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자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UDB 버전 5 전반에 대한 상세 안내서입니다. IBM 
제품 문서에 대한 보충 자료로 기획된 이 책은 제품의 여러 가지 기능 이면의 논거와 이러

한 기능의 용도를 대화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SQL 참조서 및 관리 안내서 등의 제품 안내

서를 참조했으므로 이들 책에서 더 많은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DB2의 이전 버전에 친숙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이 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SQL 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용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쓴 것입니다. 이 책은 데이터베

이스 관리의 기본 원칙뿐 아니라, 재귀 쿼리, 제한조건, 트리거, 사용자 정의 데이터 유형과 

함수, 스토어드 프로시저, 병렬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그래픽 도구를 포함

한 UDB의 고급 기능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분야는 현재 두 가지 지배적 패러다임, 즉 관계형 및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

스 관리를 병합하여 단순히 두 패러다임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구조적 통합을 이루고자 합니

다. 관계형 시스템은 데이터 독립성, 데이터의 다중 뷰, 고급 세트 지향 쿼리 언어를 제공합

니다. 객체 지향 시스템은 풍부하고 확장 가능한 데이터 유형 세트와 의미를 담고 있는 동

작을 저장한 오브젝트와 연관시키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차세대 데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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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 시스템을 보통 관계형 오브젝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보완적 접근 

방식의 강점을 결합한 것입니다. 관계형 오브젝트 시스템은 모든 주요 데이터베이스 벤더

와 데이터베이스 산업 표준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분야입니

다. UDB는 IBM이 관계형 오브젝트 시장에 진출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DB2 제품군의 다

른 제품에도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UDB의 이전 제품인 DB2 For Common Servers에 대해 설명한 Using the New DB2: IB

M's Object-Relational Database System(Morgan Kaufmann, 1996)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전 버전

의 책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가 추가 또는 개정되었으며 약 150페이지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

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다음의 두 독자층에게 모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DB2 제품군의 사용자는 UDB의 모든 것이 들어 있는 한 권의 학습서 겸 참조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최근 부상하고 있는 관계형 오브젝트 패러다

임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라면 다양한 실례를 통해 이러한 중요 주제에 

대한 IBM의 접근 방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웹(World Wide Web)상의 예

이 책의 모든 예는 웹(World Wide Web)상의 Morgan Kaufmann 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책
의 본문 중에 나오는 예를 보려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Morgan Kaufmann 홈 페이지 www.
mkp.com을 방문하십시오. 그런 다음 온라인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이 책을 찾으십시오. 
“Web Enhanced”를 누른 후 원하는 장을 누르십시오. 각 장에서 하나의 명령어 파일과 예제 

코드와 예상 결과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이 파일들

의 내용을 읽고 컴퓨터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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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VERSAL DATABASE는 야심찬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다양한 목적으로 다수

의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이 연상되는데 이는 DB2 Universal Database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이 책에서는 약칭으로 UDB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UDB라는 이름의 타당

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보기입니다.

• UDB는 개인용 컴퓨터의 단일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대형 다중 사용자 플랫폼의 테라

바이트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UDB는 두 가지 

유형의 독립적인 병렬 처리를 지원합니다. 여러 개의 처리 장치가 공용 메모리와 디스크를 

공유하는 대칭적 멀티프로세서(SMP)의 기능을 활용합니다. 또한 네트워크나 고속 스위치

로 연결된 다수의 독립적 머신들 사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파티션하여 대용량, 고성능 및 

규격화된 확장을 제공하는 대량 병렬 “비공유” 구성을 지원합니다. 모든 고성능 응용프로

그램에 있어서 비공유 구성의 개별 머신은 대칭적 멀티프로세서가 될 수 있습니다. UDB의 

확장성은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변화하는 요구 사항에 쉽

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UDB는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지원합니다. UDB 서버는 AIX, Solaris 및 HP-
UX를 포함한 각종 UNIX 기반 시스템, Windows NT 및 OS/2에서 실행됩니다. 서버 플랫폼 외

에 UDB 클라이언트는 Windows 95, Windows 3.1 및 Macintosh 시스템에서 실행됩니다.

• UDB는 다양한 사용자와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풍부한 인터페이스 세트를 지원합니다. 대
화식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위해 사용하기 쉬운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

다. 또한 C, C++, Java, FORTRAN, COBOL 및 REXX 등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언어에 임

베드된 SQL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지원합니다. 고성능에 맞게 SQL문을 사전에 최적화시킨 

정적 인터페이스와, 실행 중인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SQL문이 생성되는 동적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 ODBC(Open Database Connectivity), ISO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SQL92) 등 중요 산업 표준을 

지원합니다. 

• UDB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지원합니다. universal이라는 용어를 데

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UDB에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사용해야 하는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도와주는 exte
nder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UDB는 상태와 작동 방식이 복잡한 사용자 정의 오브젝트

의 저장과 처리를 위해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유형과 함수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테
이블 함수라는 기능을 통해서 거의 모든 소스의 데이터를 UDB 응용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으며 SQL 언어 기능을 사용하여 이 데이터를 조작합니다. 관계형 시스템의 쿼리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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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독립성을 객체 지향 시스템의 유연한 데이터 유형과 사용자 정의 의미와 결합함으

로써 UDB는 차세대 관계형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1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의 목적은 포괄적이고 읽기 쉬운 UDB 안내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사용자, 응용프

로그램 개발자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용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책에는 UDB의 기능을 

설명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실제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템플리트로 사용할 수 

있는 예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한 상세 정보는 IBM 매뉴얼을 종종 

참조하였습니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장에서는 UDB의 개요와 여러 가지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또한 

SQL 언어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SQL 개발 단계에서 초기 의사 결정이 UDB와 

다른 관계형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제 2 장에서는 쿼리 언어와 데이터 정의 및 조작을 위한 언어로서의 SQL에 대한 기본사항

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에는 정규화, 트랜잭션 및 권한 부여가 포함됩니다. 관계형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본 경험이 있는 사용자에게는 대부분 복습에 가까운 내용일 

것입니다.
제 3 장에서는 대화식 사용자의 기능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장은 UDB에서 도입한 새 그

래픽 도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용자는 대화식 쿼리 및 갱신과 더불어 이러한 그

래픽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 스케줄을 작성할 수 있으

며, 백업 및 기타 중요 이벤트의 실행기록을 온라인으로 조작하며, 온라인 도움말과 기타 

문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 4 장에서는 C 및 C++ 프로그램에 임베드된 SQL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

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장에서 설명한 기법은 SQL문의 사용에 앞서 SQL
문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UDB가 지원하는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제 5 장에서는 SQL을 강력한 쿼리 언어로 만드는 몇 가지 기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합

니다. 재귀 쿼리를 작성하는 방법과, 스칼라 값 또는 테이블이 필요한 곳에서 서브쿼리를 사

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또한 온라인 분석 처리(OLAP)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특수 그룹

화 연산자, 테이블 함수 및 외부 조인 등 UDB에 새로 도입된 몇몇 고급 쿼리 기능에 대해서

도 소개합니다. 
제 6 장에서는 대형 오브젝트, 사용자 정의 데이터 유형 및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지원 

등 UDB의 객체 지향 기능에 대해 소개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상태와 작동 방식이 복잡한 오브젝트 클래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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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정의하고, 이 오브젝트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SQL 쿼리에서 저장된 작

동을 호출하는 방법에 대한 예가 들어 있습니다. 
제 7 장에서는 UDB 데이터에 활성 의미를 부여하는 언어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한

조건과 트리거를 포함하는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보호하고 비즈니스 

규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는 사용자 정의 데이터 유형과 함수뿐 아니라 제한조건 

및 트리거 사용에 대한 다양한 예가 들어 있습니다. 
제 8 장에서는 동적 응용프로그램을 지원하는 UDB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동적 

응용프로그램은 “실행 중에” 생성된 SQL문, 즉 응용프로그램이 컴파일될 때에는 인식하지 

못한 명령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입니다. 동적 응용프로그램의 예로는 대

화식 쿼리 인터페이스를 들 수 있는데 사용자 생성 SQL문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UDB는 동적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콜 레벨 인터페이스(CLI), JDBC(Java Data
base Connectivity) 및 Embedded 동적 SQL의 세 가지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제 9 장에서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서버 머신에 설치하여 실행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별도의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SQL문을 포함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사용하면 사용자 응용프로그램 논리의 

많은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위치시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 10 장에서는 UDB 관리자용으로 제공되는 도구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개요를 제공

합니다. 이 장에서 논의되는 태스크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작성 및 구성, 실제 스페이스의 관

리,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관리, 대량 데이터 로딩, 데이터베이스 성능 모니터링 및 조

정, 개별 SQL문에 대한 액세스 플랜 점검 등이 있습니다. 또한 UDB가 지원하는 병렬 처리

의 유형과, 변화하는 요구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병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부록이 있습니다. 

• 부록 A에는 SQL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레지스터(CURRENT TIME 및 CURRENT DATE 
등)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 부록 B에는 UDB가 지원하는 모든 내장 함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 부록 C에는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에 값을 교환할 때 데이터 유형 식별에 사용

되는 유형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 부록 D에서는 UDB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유지하는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

블에 대해 설명합니다.
• 부록 E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C 또는 C++ 프로그램 사이의 값 교환에 사용되는 변수를 선

언할 때 사용되는 구문에 대해 설명합니다.

• 부록 F에는 UDB와 관련한 IBM 서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 서적은 제품에 HTML 형식

으로 들어 있으며 부록 F의 책 번호로 하드카피 버전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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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표기 규칙
SQL 언어는 키워드 및 테이블과 컬럼 이름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

음의 SQL 쿼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SELECT AVG(SALARY) FROM EMPLOYEES;

select avg(salary) from employees;

Select Avg(Salary) From Employees;

SQL에서는 유일하게 인용된 문자열(“ ”로 표시) 내에서만 대문자와 소문자가 의미를 갖

습니다. 인용된 문자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작은따옴표로 묶인 문자열은 데이터 값

을 나타내며 큰따옴표로 묶인 문자열은 ID(이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SELECT avg(salary) FROM “Employees” WHERE job = ‘Typist’;

위 예에서 “Employees”(“EMPLOYEES” 또는 “employees”가 아님)라는 이름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며 ‘Typist’(‘TYPIST’ 또는 ‘typist’가 아님)라는 데이터 값을 검색합니다.
SQL은 인용된 문자열 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읽기 쉽도록 다음과 같은 규칙을 사용하여 SQL 예를 표기

했습니다.

1. SQL 키워드는 대문자로 씁니다(예 : SELECT, FROM, WHERE).

2. 테이블과 컬럼 이름이 쿼리에 사용될 때에는 소문자로 씁니다(예: employees, salary, 
job).  그러나 테이블과 컬럼의 이름이 SQL 쿼리 외부의 텍스트에서 사용될 때는 대문자로 

씁니다. 

3. 함수의 이름은 소문자로 씁니다. 이 규칙은 내장 함수와 사용자가 정의한 새 함수에 모두 

적용됩니다(예: avg, sum, length, substr). 

4. 데이터 유형의 이름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씁니다. 이 규칙은 내장 

데이터 유형과 사용자가 정의한 새 데이터 유형에 모두 적용됩니다(예: Integer, Varchar, 
Blob, Complex).

이 규칙을 간단한 SQL문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ELECT name, salary, bonus

FROM employees

WHERE bonus > salary AND location = ‘Armo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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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ABLE games

(hometeam     Varchar(20),

visitors     Varchar(20),

gamedate     Date,

homescore    Integer,

visitorscore Integer);

1.1.2 구문 다이어그램
이 책에서는 다양한 구문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SQL문과 절의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합

니다. 구문 다이어그램은 시작 기호 에서 종료 기호  까지의 다이어그램을 통해 

유효한 명령문이나 절을 경로 세트로 구성하는 모든 방법을 나타냅니다.  기호는 “다
음 행에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경로를 따라가면서 대문자로 된 단어(예: ORDER BY)는 명

령문이나 절에 표시되어야 하는 단어를 나타내며, 소문자로 된 단어(예: column-name 및 inte
ger)는 사용자가 선택한 기호(예: 특정한 컬럼 이름이나 정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문 

다이어그램 내의 “루프”는 경로 중에서 두 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구문 

다이어그램으로 정의되는 요소(명령문 또는 절)의 이름은 다이어그램의 테두리에 표시됩

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구문 다이어그램에서는 “order-by절”이라는 이름의 요소를 정의하

며 단어 ORDER BY와 쉼표로 분리된 컬럼 이름이나 정수 목록 순으로 구성됩니다. 각 컬럼 

이름이나 정수 뒤에 단어 ASC 또는 DESC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위 예의 ASC와 같이 공백의 경로 위에 경로가 있으면 해당 부분은 다른 옵션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효력을 갖는 디폴트 옵션을 나타냅니다. 즉, 위 예에서 ASC 옵션은 DESC 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효력을 갖습니다. 
간혹 SQL문에 임의의 순서로 지정할 수 있는 일련의 옵션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구문 다이어그램에서 여러 개의 검은 점을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검은 점 사

이의 옵션은 임의의 순서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다이어그램은 크기 옵션, 
색상 옵션 및 속도 옵션을 임의의 순서대로 지정할 수 있는 구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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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다이어그램에 하위 구문 다이어그램으로 정의되는 몇몇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다이어그램은 AND, OR 및 NOT으로 연결된 술어와 기타 검색 조

건을 결합하여 검색조건을 빌드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요소 predicate와 search-condition은 

작은 타원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는 자체 구문 다이어그램에 의해 정의됨을 나타냅니다. 이 

구문 다이어그램은 search-condition이라는 이름의 요소가 자체 정의 내에 사용되었기 때문

에 재귀형입니다. (이 책의 모든 구문 다이어그램은 색인에서 요소 이름을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1.3 예
이 책에는 많은 예가 들어 있는데, 일부는 순수한 SQL로 작성되었고 일부는 호스트 프로그

래밍 언어에 임베드된 SQL을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의 소스 코드, 샘플 

데이터 및 예상 결과는 Morgan Kaufmann의 웹 사이트 http://www.mkp.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이 책을 찾으십시오.)
UDB가 여러 가지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Embedded 

SQL 예는 C, C++ 및 Java 언어에 기초합니다. 이들 호스트 언어를 선택한 이유는 UDB가 지

원하는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SQL을 다른 호스트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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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밍 언어(예: FORTRAN, COBOL 및 REXX)에 임베드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mbe
dded SQL Programming Guide를 참조하십시오. 

UDB가 여러 가지 운영 체제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오는 예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면 플랫폼과 무관합니다. 이 규칙에 위배되는 유일한 예외는 파일 이름입니

다. OS/2 및 Windows 플랫폼은 보통 파일 이름의 분리문자로 “\” 문자를 사용하는 반면, AIX
와 같은 UNIX 기반 플랫폼은 분리문자로 “/” 문자를 사용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파일 이름

은 “\”를 “/”로, 또는 그 반대로 교체하면 한 가지 규칙에서 다른 규칙으로 쉽게 변환됩니다. 
예를 들어, UNIX 파일 이름 “/u/images/boat.gif”는 OS/2 파일 이름 “\u\images\boat.
gif”와 동일합니다.

1.1.4 추가 정보
이 책에 나오는 예를 작성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사용자에게 도

움이 될 것 같은 토막 정보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들 정보는 실수를 하고 왜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느라 고민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사용자에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작은 정보나 조언은 “추가 정보” 형식으로 책에 포함시켰습

니다. 금방 알아보고 찾을 수 있도록 추가 정보는 아래 예에 표시된 것처럼 특별한 형식으

로 인쇄하였습니다. 숙련된 사용자인지 초보자인지를 가려주고 힘든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정보를 포함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추가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를 스스로 찾아내기까지 

걸리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가 정보: 양말과 신발을 모두 신을 계획인 경우, 먼저 양말을 신어야 합니다. 

1.2 제품 개요

UDB는 다양한 구성과 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재다능한 제품군입니다. 이 절

에서는 사용 가능한 UDB의 여러 버전과 UDB를 설치 및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설

명하겠습니다. 또한 UDB와 접하게 연관된 몇몇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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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UDB 클라이언트 및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환경은 네트워크(보통 근거리 통신망(LAN))로 연결된 컴퓨터 세

트로 구성됩니다. 네트워크에 제공되는 머신은 서버(서비스를 다른 머신에 제공하는 제공

자) 또는 클라이언트(다른 머신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요청자), 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역

할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서버는 일반적으로 데

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클라이언트는 보통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사용자와 상호 작용

합니다. 클라이언트 머신의 응용프로그램 또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액세스

해야하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데이터가 상주하는 서버에 요청을 보냅니다. 클라이언

트와 서버 간의 상호 작용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일반

적으로 이들 프로토콜은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상주하는 서버나 데이터의 검색 방법을 모

르는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DB는 여러 가지 

유형의 플랫폼에 클라이언트 및 서버 소프트웨어를 모두 제공합니다. 
UDB 클라이언트 및 서버는 APPC, TCP/IP, NetBios 및 IPX/SPX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토콜

을 사용하여 근거리 통신망에서 서로 통신합니다(각종 플랫폼에 대한 정보는 빠른 시작 책 

참조). 또한 UDB 시스템은 DRDA(Distributed Relational Database Architecture)라는 프로토콜

을 사용하여 전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이기종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DRDA는 응용

프로그램 리퀘스터(AR) 프로토콜과 응용프로그램 서버(AS) 프로토콜의 두 부분으로 구성

됩니다. AR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는 AS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모든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DB2 제품과 다른 많은 시스템이 DRDA 프로토콜을 구현합니다. 
따라서 Windows NT에서 UDB를 실행하는 샌프란시스코의 사용자가 OS/390용 DB2로 관리

되는 런던의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UDB 제품군에는 점점 복잡해지는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는 네 개의 “제

품”과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두 개의 “개발자용 제품”이 있습니다. 모
든 UDB 제품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엔진을 갖고 있고 전체 SQL 언어를 지원하며 대

화식 쿼리와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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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UDB Personal Edition의 구성 예

Personal Edition과 Personal Developer’s Edition을 제외한 모든 UDB 버전은 다중 사용자 시

스템으로, 리모트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며 지원되는 모든 플랫폼에 대한 클라이언트 소프

트웨어(CAE(Client Application Enabler)라고 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UDB의 다중 사용자 

버전에 대한 라이센스 부여 조건은 하드웨어 구성의 사용자 수와 프로세서 수에 따라 달라

집니다. 

Personal Edition
UDB Personal Edition은 가장 간단한 UDB 설치를 제공합니다. 이 UDB 버전은 데이터베이스

를 작성 및 관리할 수 있고 그림 1-1에 표시된 것처럼 하나 이상의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

는 한 명의 로컬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UDB Personal Editi
on은 Windows NT, Windows 95 및 OS/2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UDB Personal Edition을 DB2 Connect Personal Edition
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Workgroup Edition
UDB Workgroup Edition은 로컬 및 리모트 사용자와 응용프로그램을 모두 지원하는 서버입

니다. 리모트 클라이언트가 Workgroup Edition 서버에 연결할 수는 있지만 Workgroup Edition
은 사용자에게 호스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방법까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Workgroup Edition은 최대 네 개의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대칭적 멀티프로세서 플랫폼에 설

치할 수 있습니다. 그림 1-2에서는 Workgroup Edition의 구성 예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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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UDB Workgroup Edition의 구성 예

Enterprise Edition
UDB Enterprise Edition은 로컬 및 리모트 사용자에게 로컬 및 리모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Workgroup Edition보다 더 많은 사용자를 지원하며 다섯 개 이상

의 프로세서를 가지는 대칭적 멀티프로세서 플랫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AR 및 AS 프로

토콜을 모두 구현하며 그림 1-3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한 일반화시켜 DRDA 네트워크에 참

여할 수 있습니다. 

Enterprise-Extended Edition
앞서 설명했듯이 모든 UDB 제품은 대칭적 멀티프로세서 플랫폼에 설치되는 경우 병렬 처

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UDB Enterprise-Extended Edition은 초대용량과 초고성능으로 확장

이 가능한 새로운 차원의 병렬 처리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Enterprise-Extended Edition
(EEE) 데이터베이스를 네트워크나 고속 스위치로 연결된 여러 개의 머신에 파티션할 수 있



111.2  제품 개요

습니다. 응용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EEE 시스템에 머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 UDB Enterprise Edition의 구성 예

 EEE 설치에 참여하는 각 머신은 단일 프로세서이거나 대칭적 멀티프로세서입니다. 파티

션된 데이터베이스와 Enterprise-Extended Edi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2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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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Developer’s Edition
UDB Personal Developer’s Edition에는 UDB Personal Edition용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

요한 모든 도구(예: 호스트 언어 프리컴파일러, 헤더 파일 및 샘플 응용프로그램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 Edition은 Windows NT, Windows 95 및 OS/2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niversal Developer’s Edition
UDB Universal Developer’s Edition에는 모든 UDB 서버용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

한 모든 도구(예: Windows NT, OS/2 및 UNIX 플랫폼용 SDK(Software Developer’s Kit))가 들어 

있습니다.

1.2.2 관련 제품
이 절에서는 UDB와 보완적 관계에 있거나 UDB와 접하게 연관된 기타 IBM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DB2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제품군

앞서 언급한 대로 UDB는 개인용 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 플랫폼용으로 고안된 DB2 버전입

니다. UDB 외에 DB2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제품군에는 OS/390용 DB2, OS/400용 

DB2, 그리고 VSE 및 VM용 DB2가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서로 호환 가능하며 산업 표

준에도 부합합니다. (그러나 제품의 릴리스 주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동시에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DB2 Connect
DB2 Connect(기존 DDCS)는 DB2 제품군의 모든 서버를 포함한 DRDA(Distributed Relational 
Database Architecture)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사용자를 연결해주

는 통신 제품입니다. DB2 Connect의 모든 기능은 UDB Enterprise Edition에 포함되어 있습니

다. 또한 DB2 Connect는 다음의 두 가지 버전으로 별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DB2 Connect Personal Edition : 단일 워크스테이션에 리모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DB2 Connect Enterprise Edition : 로컬 네트워크상의 클라이언트 머신 클러스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의 요청을 수집한 후 처리를 위해 리모트 DRDA 서버에 전송합니다.

Net.Data
Net.Data는 웹(World Wide Web)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툴킷

입니다. 이들 응용프로그램은 웹 페이지에 표시할 데이터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웹 매크

로”의 양식을 취합니다. Net.Data는 웹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의 요청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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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웹 서버와 함께 사용됩니다. 요청된 페이지에 웹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으면, 웹 서버

는 Net.Data를 호출하여 매크로를 페이지에 해당하는 동적 컨텐츠로 확장합니다. 매크로의 

정의에는 처리를 위해 UDB 서버에 제출되는 SQL문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떤 웹 페이지에 양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사용자는 이 양식을 작성하여 데이터

베이스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Net.Data가 요청된 정보를 검색하면 웹 서버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HTML로 변환합니다. Net.Data 자체는 CGI(Common Gateway Interface) 프
로그램으로, 웹 서버의 cgi-bin 디렉토리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Net.Data는 Personal Edition
을 제외한 UDB의 모든 버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Lotus Approach
Lotus Approach는 UDB 및 기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쉬

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Lotus Approach를 사용하면 양식, 보고서, 워크시트 및 차트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데이터 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뷰를 정의할 때 뷰의 데이터가 UDB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데이터와 대응하는 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뷰와 상호 

작용함으로써 기본 데이터를 쿼리 및 조작할 수 있습니다. Approach를 이용하면 SQL에 대

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검색, 조인, 조작 그룹화 및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또한 Approach는 인쇄 또는 웹 페이지에 표시하기 좋도록 데이터를 포맷할 수도 있습

니다. Approach는 Windows 환경에서 실행되며 UDB의 모든 버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DB2 Extenders
사용자는 UDB를 사용하여 특수 오브젝트 유형을 저장 및 검색하는 사용자 고유의 데이터 

유형과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UDB는 사전 정의된 데이터 유형과 함수 세트를 

포함하고 있는 Extender라는 여러 개의 툴킷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Extender를 사용하여 텍

스트,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와 같은 특정 유형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ext Extender는 언어 인덱스를 구축하여 장문의 텍스트 문서도 내용에 기초하여 신속

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ext Extender는 17개 언어에 대한 언어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단어의 동의어나 대체형을 검색할 수 있고 하이픈과 같은 세부사항도 무시할 수 있

습니다. 
Text, Image, Audio and Video Extender는 UDB의 Developer’s Edition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Extender는 IBM과 다른 벤더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DB2 DataJoiner
DB2 DataJoiner는 DB2 Version 2 for Common Servers의 고급 버전으로, 단일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의 이미지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다중의 이기종 소스의 데이터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

록 합니다. 사용자는 DB2 DataJoiner를 사용하여 자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으며, 다른 DB2 
시스템(Oracle, Sybase, Microsoft SQL 서버 및 Informix와 같은 기타 관계형 시스템과 IMS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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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AM과 같은 비관계형 시스템)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DataJo
iner는 이러한 여러 데이터 소스들 간의 차이를 차단하여 DB2 Version 2 for Common Servers
의 기능을 클라이언트에 제공합니다. 이종 네트워크의 모든 데이터가 단일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테이블 형식으로 클라이언트에 표시됩니다. DB2 DataJoiner에는 옵티마이저

가 포함되어 있어 SQL 쿼리가 샌프란시스코의 DB2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테이블을 시카고

의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테이블과 조인하는 플랫폼 간 쿼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조작 명령문(SELECT, INSERT, DELETE 및 UPDATE)은 저장된 데이터의 위치와 무관하지

만, 데이터 정의 명령문(CREATE TABLE)은 표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데이

터가 저장된 시스템의 원시(native)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Data Propagator
Data Propagator 제품을 사용하면 한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전파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사항을 캡처하는 capture 구성요소와, 동등한 변경사항을 목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ap
ply 구성요소에 의해 전파됩니다. UDB에는 UDB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을 다른 데이터

베이스로, 또는 UDB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을 OS/390용 DB2의 데이터베이스로 전파하

는 데 필요한 capture 구성요소와 apply 구성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별도 판매되는 DataPropa
gator Relational이라는 제품은 DB2 데이터베이스 제품군의 기타 제품들 간의 변경사항을 전

파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를 제공합니다. IBM에서도 DB2와 IMS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

하기 위해 DataPropagator Nonrelational이라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DSTAR Distributed Storage Manager
ADSTAR Distributed Storage Manager(ADSM)는 저장된 데이터의 백업 사본을 작성 및 관리하

기 위한 네트워크 기반 기능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 중인 ADSM 서버와 네트워크

로 연결하여 UDB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백업은 직접 명령이나 자동 스케줄

에 따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SM은 백업 사본의 보관 기간에 대한 규정을 자동화하

고 사용 가능한 백업 목록을 검토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Intelligent Miner
Intelligent Miner는 다양한 제품 구매 사이의 상관 관계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패턴을 찾아 

대용량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세트입니다. Intelligent Miner는 UDB와 DB2 
제품군의 기타 제품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DB2 OLAP Server
Essbase는 Arbor Software Inc.의 온라인 분석 처리(OLAP) 제품으로, 대용량 데이터 아카이브

를 다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CUBE 및 ROLLUP과 같은 조작을 제공합니다. IBM과 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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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작품인 DB2 OLAP Server는 UDB 및 기타 DB2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Essbase 
기능을 제공합니다.

Visual Warehouse
Visual Warehouse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으로 작동 중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카이브와 

분석을 위해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발췌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엔터프라이즈의 정보 자

산관련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카탈로그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Digital Library
Digital Library는 디지털 문서의 콜렉션을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유지보수 및 카탈로그하기 

위한 도구 세트입니다. 데이터 저장 및 인덱싱을 위해 UDB와 기타 DB2 제품을 사용합니다. 
또한 Digital Library는 소유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지의 소스를 추적할 수 있는 “디
지털 워터마킹”을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Visual Age
Visual Age는 C++, Java, BASIC 및 COBOL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응용프로그

램 개발 환경의 콜렉션입니다. Visual Age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제공하며 사

용자 인터페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클래스 라이브러리

를 제공합니다. Visual Age를 사용하면 단추와 대화 상자와 같은 사전 정의된 구성요소를 신

속하게 조합하고 이들 구성요소를 DB2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함수에 바인드할 수 있

습니다.

1.2.3 인스턴스 및 데이터베이스
앞서 논의했듯이 UDB 서버는 로컬 머신과 리모트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실행 중인 응용프

로그램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DB 서버의 여러 사본을 동일한 실제 머신

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UDB 서버의 각 사본을 인스턴스라 하고 인스턴스 이름이라고 하

는 자체 이름을 갖습니다. 특정 머신상의 인스턴스는 코드를 공유하지만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각 인스턴스는 자체 시스템 관리자와 자체 구성 매개변수 세트를 가질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한 인스턴스는 고용량 트랜잭션을 처리하도록 구성하고 다른 인스턴스는 

의사 결정 지원 응용프로그램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UDB 서버가 설치되면 두 개의 인스턴스가 작성됩니다. 이들 중 하나(보통 DB2DAS00)는 

UDB가 자체의 내부 작업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관리 서버입니다. 다른 하나(보통 DB2)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UDB가 처음 설치되면 db2icrt라는 명

령으로 인스턴스를 추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와 새 인스턴스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5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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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UDB 인스턴스 및 데이터베이스

각 UDB 인스턴스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

이스는 테이블 형식으로 구성된 데이터의 콜렉션입니다. 각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인스턴

스에 속하며 해당 인스턴스가 설치된 머신에 상주합니다. 각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

스를 작성할 때 선택된 이름을 갖습니다. 각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유지 보수

하는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 세트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테

이블과 기타 오브젝트의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와 이들의 액세스 특권에 대한 정

보가 들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는 SQL 쿼리를 사용하여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D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1-4는 UDB 인스턴스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림에서 

DB2TEST와 DB2PROD라는 두 개의 인스턴스가 같은 서버 머신에 설치되고 각 인스턴스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합니다. 서로 다른 인스턴스가 관리하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

스가 같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 인스턴스가 같은 머신에서 실행되

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UDB 클라이언트는 통신 방법을 알려주는 인스턴스 및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유지합

니다. 또한 각 UDB 클라이언트에는 새 인스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목록에 추가할 때 사용

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구성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그래픽 도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UDB 사용자 또는 응용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베이

스와의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연결은 CONNECT 명령으로 설정되며, 이 명령은 사용자

나 응용프로그램이 주어진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나 응용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동시에 연결하기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7.2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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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UDB 명령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인스턴스 레벨에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

령이 인스턴스의 구성 매개변수를 변경하거나 또는 주어진 인스턴스가 관리하도록 새 데

이터베이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버 머신에서 실행된 명령을 환경 변수 DB2INSTANCE에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인스턴

스로 보냅니다.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ATTACH 명령을 사용하여 인스턴스 레벨 명령을 보낼 

인스턴스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2.4 대화식 도구
UDB를 사용하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대화식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화

식 도구를 사용하면 명령과 SQL문을 입력하고 결과를 바로 사용자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

니다.
가장 오래되었지만 모든 UDB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대화식 도구는 명령행 처리기 또는 

CLP입니다. CLP는 프로그램 메뉴에서 호출하거나 운영 체제 명령 프롬프트에 db2를 입력

하여 호출할 수 있습니다. CLP 세션 내에서 SQL문이나 UDB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CLP 세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2절을 참조하십시오.)

UDB 버전 5에서는 DB2 도구라고 하는 새로운 대화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입하였습

니다. DB2 도구는 Windows 및 OS/2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며, 모든 서버 플랫폼에서 UDB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B2 도구는 상호 보완적이며 모두 일

관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이들 도구는 사용자 프로그램 메뉴에서 호

출할 수 있으며 각 도구에는 나머지 다른 도구를 호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이 표시

됩니다. 다음과 같은 도구가 DB2 도구에 해당합니다. 

• 명령 센터: CLP와 매우 유사하며 사용자가 명령과 SQL문을 입력하여 그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 실행할 명령문과 명령의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SQL문을 실

행하기 위해 시스템이 작성한 액세스 플랜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스크립트 센터: 스크립트의 콜렉션을 편집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특정 시간에 실행되도록 

스케줄하는 등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저널: 중요한 이벤트의 아카이브 레코드를 사용자 시스템에 보관합니다. 저널을 사용하면 

스크립트 센터에 의해 자동 실행된 스크립트의 결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데

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작성된 백업 사본의 전체 목록과 사용자 시스템에서 실행된 복구 조

치의 실행기록을 볼 수도 있습니다. 

• 제어 센터: 로컬 및 리모트 UDB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범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입

니다. 제어 센터는 머신에 알려진 모든 UDB 인스턴스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해당 컨텐츠

를 개별 테이블 레벨까지 계층적으로 표시합니다. 임의의 계층 레벨에서 오브젝트를 선택

하여 선택된 오브젝트에 적용되는 명령의 메뉴를 알 수 있고, 그 중에서 필요한 권한을 보

유하고 있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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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센터: 경보 상태에 있는 오브젝트(예: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오브젝트의 일부 등록 정보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해당 오브젝트는 경보 상

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니터되는 오브젝트와 등록 정보, 그리고 각 등록 정보의 상하

위 범위는 제어 센터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센터: UDB 시스템에 대한 풍부한 정보에 신속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UDB 
서적의 전체 목록을 표시하며 사용자가 선호하는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이들 서적을 읽

거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태스크에 대한 태스크 지향 도움말, 모든 UDB 리턴 코

드에 대한 설명 목록, UDB 시스템에 제공되는 모든 샘플 응용프로그램의 인덱스를 제공합

니다.

제어 센터와 경보 센터는 10장에서, 그리고 나머지 DB2 도구는 3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

습니다. IBM은 차후 어떤 플랫폼에서든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UDB 데이터베이스와 상

호 작용할 수 있는 웹 기반 도구와 유사한 DB2 도구에 결합시킬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런 웹 

기반 도구 중 일부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쯤에는 이미 사용 중일지도 모릅니다. 

1.2.5 응용프로그램
앞에서 보았듯이 DB2 도구와 CLP를 사용하면 SQL문을 대화식 또는 스크립트 파일 형태로 

처리하기 위해 UDB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에는 

루프와 분기 등 현재 SQL에서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래밍 언어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UDB는 C, C++, Java, BASIC, FORTRAN, COBOL 및 REXX 등 다양한 호스트 프로그

래밍 언어에 SQL문을 임베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C, C++ 및 Java 프로그램에 임

베드된 SQL문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른 호스트 언어에 SQL을 임베드하는 문제는 Embedded SQL Programming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에 SQL문을 임베드하는 데에는 정적 SQL과 동적 SQL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적 SQL문은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확정된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이 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명령문이 액세스하는 테이블과 컬럼의 이름뿐 아니라 명령문의 

형식까지 확정되어야 합니다. 정적 명령문 중 컴파일 시점에서 미확정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검색 또는 갱신 대상이 되는 특정 데이터 값입니다. 이 데이터 값은 호스트 

프로그램의 변수를 통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정적 SQL문은 직원 번호가 

C 변수 x와 일치하는 직원을 검색하여 직원의 급여를 C 변수 y의 값으로 갱신합니다. 이 명

령문이 액세스하는 테이블(EMPLOYEES)과 컬럼(EMPNO 및 SALARY)의 이름은 컴파일 시

점에서 확정됩니다. 

UPDATE employees SET salary = :y WHERE empn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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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SQL문의 장점은 컴파일 시점1)에 명령문의 구조가 확정되기 때문에 명령문 분석 작

업과 명령문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액세스 플랜 선택 작업을 컴파일 당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UDB 옵티마이저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사전 선택된 액세스 플랜을 사용하여 정적 SQL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응용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주어진 SQL문을 여러 번 

호출해야 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적 SQL문은 고객 계정을 갱신

하는 은행 응용프로그램과 같은 동일한 조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성능 응용프로그램

에 주로 사용됩니다. 
정적 SQL문은 호스트 변수를 사용하여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호스트 변

수란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선언된 변수입니다. SQL문 내부에서 호스트 변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콜론을 접두부로 첨부해야 합니다. 호스트 변수는 입력 값과 출력 값을 교환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SQL문에서 호스트 변수 :x가 입력 값(검색 인

수)을 제공하고 호스트 변수 :y는 출력 값을 검색합니다. 

SELECT jobcode INTO :y FROM employees WHERE empno = :x

SQL문은 특정 부품의 모든 공급업체 이름과 주소 등 복수의 결과를 리턴하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 복수의 결과는 커서라는 언어 기능에 의해 호스트 프로그램에 전달됩니다. 커
서는 특정 SQL문과 연관되어 있고 해당 명령문이 리턴하는 0개 이상의 행으로 구성된 결과 

세트를 표시합니다. FETCH문이 주어진 커서에 적용될 때마다 결과 세트의 한 행(예: 한 공

급업체의 이름과 주소)이 FETCH문에 이름 지정된 호스트 변수에 리턴됩니다.
SQL문이 응용프로그램에 임베드되면 SQL문에는 EXEC SQL이라는 단어를 접두부로 첨

부해야 합니다. SQL문 내에 사용되는 모든 호스트 변수는 특별한 SQL Declare 섹션에 선언

해야 하며 이 섹션에는 또한 EXEX SQL이라는 단어를 접두부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접두어

는 호스트 프로그램 내에서 SQL문을 식별하며 호스트 언어 명령문과 SQL문을 구별해줍니다.
UDB는 정적 SQL을 C와 C++ 등 여러 가지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지원하기 위해 프리

컴파일러를 제공합니다. 프리컴파일러는 프로그램에 임베드된 SQL문을 찾아, 각 SQL문에 

대해 명령문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실행하도록 설계된 액세스 플랜을 생성합니다. 프리컴

파일러는 이러한 최적화된 액세스 플랜을 사용자 프로그램과 연관된 데이터베이스에 패키

지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SQL문 자체는 프로그램에서 제거되고 UDB 런타임 시스템에 대

한 호출로 대체됩니다.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 실행을 실행할 때 패키지로 플랜을 검색 및 

실행합니다.
Embedded SQL문으로 프로그램을 사전 컴파일한 결과가 순수 호스트 언어 프로그램이며, 

1) 여기서 사용된 컴파일 시점이라는 용어가 약간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은 응용프로그램 실행 준비 프로세스에 프리컴파일이라는 새 단계를 추가합니다. 



20 1.  소개

사용자는 원하는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이 언어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을 라이브러리 루틴이나 사전에 컴파일된 다른 프로그램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컴파일 및 링크한 후에는 운영 체제 명령행에 이름을 입력하는 것처럼 일반적

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적 SQL문을 응용프로그램에 임베드하는 방법과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장을 참조하십시오. 

1.2.6 동적 응용프로그램
1.2.5절에서는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확정되는 정적 SQL문(호스트 변수로부터 얻어지

는 데이터 값은 제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은 런타임 시 새로운 SQL
문을 구축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SQL문은 응용프로그램에 작성되지 않으므로 정적 

SQL문과 같이 프리컴파일러를 통해 최적화하거나 패키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이러한 용도로 설계된 특수 기능을 사용하여 옵티마이저에 

SQL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SQL문을 동적 SQL문이라 하며 

이를 생성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동적 응용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동적 응용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가 명령 센터입니다. 명령 센터의 기능은 사용자에게 S

QL문을 입력하라는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때 SQL문은 처리를 위해 시스템에 전

달됩니다. 명령 센터는 응용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동적 SQL 기능을 

사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사용자는 동적 SQL 기능을 사용하여 자체 대화식 도구를 작성

함으로써 특정한 응용프로그램에 맞게 사용자 정의된 쿼리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수 있습

니다. 
동적 응용프로그램의 또 다른 예는 범용 벌크 로드 프로그램(bulk loader)입니다. 이 프로

그램은 몇몇 제어 파일의 지시에 따라 테이블을 작성한 뒤 여기에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한 

것입니다. 벌크 로드 프로그램은 로드할 테이블의 이름이나 컬럼의 수 및 데이터 유형을 미

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적 SQL문을 사용하여 대량 로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대량 로드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해서는 CREATE TABLE문과 적절한 INSERT문

을 생성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새 테이블에 행이 삽입될 때마다 INSERT문이 반복적으로 실

행되기는 하지만 동적 SQL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면 대량 로드 프로그램에서도 INSERT문

이 한 번만 구문 분석되도록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장에서 설명하는 임포트 

및 익스포트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방식입니다.
동적 SQL문은 반드시 런타임 시 구문 분석하고 최적화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

적 SQL문은 정적 SQL문에 비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략하고 사전 

정의된 트랜잭션이 연관된 고성능 응용프로그램에는 동적 SQL문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임대 예약 시스템은 정적 SQL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장기 계획

을 위한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은 동적 SQL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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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B는 동적 SQL문을 처리하기 위해 콜 레벨 인터페이스(CLI), JDBC(Java Database Conne
ctivity) 및 Embedded 동적 SQL의 세 가지 기능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이들 기능은 동일한 문

제에 대한 세 가지 대체 접근법을 나타냅니다. 각각 다음 태스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명령문에 대한 최적화된 액세스 플랜을 작성할 수 있도록 UDB 옵티마이저를 호출하여 SQL
문의 실행을 준비합니다.

• 쿼리 결과의 컬럼 수 및 컬럼의 데이터 유형 등 SQL문의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단계

에서 응용프로그램은 쿼리 결과를 페치할 동적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한 행씩 결과 세트를 이 용도로 할당된 메모리 위치로 페치합니다.

• 이전에 준비된 SQL문을 실행합니다. 명령문에 삽입 또는 갱신이 필요한 값이 있으면 일부 

변수를 새로운 값으로 대체합니다. 

다음은 세 가지 동적 SQL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8장을 참

조하십시오. 

콜 레벨 인터페이스(CLI)
콜 레벨 인터페이스(CLI)는 Microsoft의 ODBC(Open Database Connectivity) 인터페이스에 기

반을 두고 ODBC 3.0, 레벨 1과 특정 추가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CLI는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위해 프로그램에 임베드할 수 있는 함수 호출 세트입니다. 현재 CLI
는 C 및 C++ 언어(그리고 C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BASIC과 같은 기타 언어)에만 지원됩니다. 

CLI의 가장 큰 장점은 CLI를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사전에 컴파일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소스 코드를 프리컴파일러에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들 응용프로그램

을 오브젝트 코드의 형태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CLI를 사용하여 작성한 응용프로그램은 

ODBC를 지원하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도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식성을 보

장하기 위해서는 CLI 기반 응용프로그램 자체를 모든 대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구현된 

SQL 기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식성이나 오브젝트 코드의 분배가 응용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모든 

SQL문이 사전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정적 SQL문보다는 CLI를 사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LI를 사용하여 정적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사전에 최적화된 

SQL문이 갖는 장점을 포기해야 하며 실행할 때마다 SQL 옵티마이저를 호출해야 하기 때문

에 성능 저하를 감수해야 합니다.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
JDBC를 Java 프로그래밍 언어용 CLI 인터페이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JDBC의 기능은 

CLI와 동일하지만 호스트 언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스

타일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쿼리 결과는 ResultSet라는 Java 오브젝트로 표현됩니다. Res
ultSet는 다양한 쿼리 값 설명 및 페치 방식을 지원합니다. 또한 JDBC를 사용하면 애플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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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수 있습니다. 애플릿은 모든 Java 가능 웹 브라우저로 다운로드 및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UDB 데이터를 전세계 웹 기반 클라이언트에 액세스시킬 수 있습니다.

Embedded 동적 SQL
CLI 및 JDBC와 마찬가지로 Embedded 동적 SQL을 사용하면 응용프로그램은 런타임 시 SQL
문을 생성한 후 UDB에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mbedded 동적 SQL의 장점은 다른 동

적 인터페이스보다 더 많은 호스트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FORT
RAN, COBOL 및 REXX를 지원합니다.

정적 SQL과 마찬가지로 Embedded 동적 SQL도 프리컴파일러를 사용합니다. 이 프리컴파

일러는 사실상 정적 SQL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동적 SQL과 정적 SQL을 같

은 응용프로그램에서 혼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나 SQL 프리컴파일러의 사용에 익숙한 사용

자에게는 CLI나 JDBC보다 Embedded 동적 SQL이 더 사용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정적 SQL문과 마찬가지로 Embedded 동적 SQL문에도 프리컴파일러가 호스트 언어 명령

문과 이 명령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EXEC SQL을 접두부로 첨부해야 합니다. 프리컴

파일러는 정적 SQL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Embedded 동적 SQL문을 UDB 런타임 

라이브러리에 대한 호출로 대체합니다. 그러나 동적 SQL의 경우 라이브러리만 호출할 뿐 

사전에 준비하여 차후 실행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액세스 플랜까지 호출하지는 않습

니다. 그 대신 런타임 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호출하여 SQL문을 최적화하고 실행합니다.

1.2.7 스토어드 프로시저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의 서버 머신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머신에

서 응용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호출된 응용프로그램에 SQL문

이 다수 포함된 경우, 각 SQL문을 개별 메시지 형식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와 서버 사이의 메시지 수를 줄여 응용프로그램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

그램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

습니다.

1. 응용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지만 서버 머신의 데이터베이스

를 사용합니다. 

2. 여러 개의 SQL문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 사용자 상호 작용에 대해서는 수가 제한되어 있

습니다. 특히 응용프로그램이 모든 입력 데이터를 호스트 변수 세트로 수집하여 사용자 상호 

작용 없이 일련의 SQL문을 실행한 후 호스트 변수 세트를 사용하여 출력을 전달해야 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특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되어 서버 머신의 데이터베이스에 바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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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응용프로그램입니다.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이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클라이언

트 머신에 설치됩니다.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은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바인드된 데이터

베이스에 SQL CONNECT문을 사용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

램은 SQL문, CALL을 사용하여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CALL은 스토어

드 프로시저의 이름을 지정하고 양방향으로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데이터를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호스트 변수 목록을 제공합니다. CALL문에 이름이 지정되는 모든 변수는 스토어

드 프로시저에 입력으로 전달되고,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이 변수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에 출력을 리턴합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CALL문을 사용하여 UDB 서
버 또는 DRDA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호

출할 수 있습니다.
CREATE PROCEDURE라는 SQL문을 사용하면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바인드된 데이터베

이스의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 사용자의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
수적인 작업은 아니지만 클라이언트가 주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토어드 

프로시저 목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장을 참조하십시오. 

1.2.8 사용자 역할
앞에서 보았듯이 UDB와 같이 복잡한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

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목적이 공유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므로 UDB와 같은 시스

템에는 사용자 수가 많고 이들 사용자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전문성은 물론 시스템의 기능과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

세스 요구도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따라서 UDB는 여러 가지 사용자 범주를 인식하며, 사
용자들의 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권한과 특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UDB와 상

호 작용하는 과정에서의 사용자 역할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지원하고 시행하

는 권한과 특권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8절을 참조하십시오. 

1.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의 역할은 UDB가 인식하는 가장 강력한 사용자 역할입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모든 자원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모든 시

스템 명령을 실행할 권한을 갖습니다. 시스템 관리 권한은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UDB 인스턴스에 적용됩니다. 이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 그룹은 인스턴스 작성 시 지정됩니다. 

UDB는 또한 시스템 관리 권한의 두 가지 서브세트, 즉 시스템 제어와 시스템 유지보수를 

허용합니다. 시스템 제어 권한을 보유한 사람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실제 자원을 제어

할 수 있으며, 시스템 유지보수 권한을 보유한 사람은 서버의 시작과 중지, 데이터베이스의 

백업과 복구 등 유지보수 조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관리와 달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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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및 시스템 유지보수 권한은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수정하는 권한을 갖

지 않습니다. 

2.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역할은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며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오브젝트를 작성, 삭제, 액세스 및 수정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오브젝트를 작성하고 테이블, 뷰 및 인덱스와 같은 개별 오브젝트

에 액세스하고 이를 수정하는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3.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UDB의 중요한 사용자 역할 중 하나는 새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의 개발자 역할입니다. 응용프로그램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효율적 작업을 위해서는 약간의 일반 권한과 어느 정도의 특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응용프로그램 개발자에게 필요한 권한은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며 CONNECT(데
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권한), CREATETAB(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작성하는 권한) 및 

BINDADD(응용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에 바인드하는 권한) 등이 있습니다. 응용프로그

램 개발자에게는 이들 세 가지 권한이 모두 필요할 것입니다.

응용프로그램 개발자에게 필요한 특권은 테이블, 뷰 및 패키지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오브젝트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새 오브젝트의 작성자는 오브젝트에 대한 전체 

특권 세트를 부여 받으며, 작성자는 원하는 대로 다른 사용자에게 선택적으로 특권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각 오브젝트 유형은 오브젝트에 적용 가능한 특정한 특권 세트를 갖습니

다. 예를 들어, 테이블에 적용되는 특권에는 SELECT, INSERT, DELETE, UPDATE 및 2.8절에 

설명된 것과 같은 몇 가지 특정한 특권이 있습니다.

새 응용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에 바인드될 때(PREP 또는 BIND 명령), 프로그램을 바

인드 중인 사용자의 권한과 특권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정적 SQL문을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CUSTOMERS 테이블을 갱신하는 프로그램을 바인드하려면 사용자는 해당 테이

블에 대해 UPDATE 특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프로그램이 바인드되면 패

키지에 대한 EXECUTE 특권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특권(CUSTOMERS에 대한 

UPDATE)을 보유한 사람은 특정한 방법(고객 주소는 갱신하지만 이들의 신용 등급은 갱신

하지 않는 등)으로 특권을 행사하는 정적 SQL 프로그램에서 이 특권을 캡슐화할 수 있습니

다. 그런 다음 CUSTOMERS에 대해 일반화된 UPDATE 특권을 보유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프로그램 실행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의 캡슐화는 동적 SQL에는 없는 정

적 SQL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4. 일반 사용자. 일반 사용자 역할이란 최소 수준의 권한이 필요한 UDB의 사용자 역할을 말합

니다. 기존의 정적 SQL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CONNECT 권한

과 응용프로그램의 패키지에 대한 EXECUTE 특권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에 대한 CONNECT와 패키지에 대한 EXECUTE가 PUBLIC에 부여된 경우, 사용자는 아무 권

한이 없어도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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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명령 센터나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대화식 SQL
문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검색 및 갱신하고 새 테이블을 작성하는 등의 각종 조치를 수행하

고자 하는 경우, 이들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3 SQL의 역사

SQL이 UDB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중심에 있으므로 언어의 초기 역

사에 대해 간략히 논의해 보는 것이 몇몇 UDB 기능이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논의에

서는 출처에 대한 참고 문헌이 꺽쇠 괄호로 표시되어 제공됩니다. 참고 

문헌 목록은 1.3.4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970년 이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해진 경

로를 따라 한 레코드에서 다른 레코드로 포인터를 따라가면서 “탐색하

는” 영역으로 인식했으며, 길을 잃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동 경로(“현재 

상태 표시기”라고도 함)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에 E. F. Codd 
박사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했습

니다. 즉, 데이터 레코드 사이의 의미있는 모든 관계가 숨겨진 포인터나 연결에 의해서가 아

닌 데이터 값에 의해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Codd의 통찰력은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프로시저

가 아닌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하여 데이터베이스 구현에 사용되는 구조와 알고리즘에서 쿼

리를 독립시켰는데, Codd는 이 개념을 데이터 독립성이라 하였습니다. Codd의 1970년 논문, 
“대형 공유 데이터 은행을 위한 관계형 데이터 모델” [Codd 70]은 컴퓨터 공학의 모든 분야에

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널리 인용되는 논문 중 하나이며, Codd는 이 논문으로 1981년 AC
M Turning Award를 수상했습니다. 

Codd의 최초 논문에서는 관계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쿼리를 일차 술어 계산(first-ord
er predicate calculus) 또는 조인 및 프로젝션과 같은 관계형 연산자의 콜렉션을 사용하여 표현

할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뒤이은 논문에서 Codd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언어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을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후에 관계형 계산법[Codd 71a] 및 관계형 대수[Codd 7
1b]로 발전하였습니다. 관계형 모델의 구현에 관한 그의 대다수 초기 연구에서는 관계형 대수

의 연산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대수에 기초한 관계형 모델의 프로토타입은 영국에 위

치한 IBM의 Peterlee 연구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Todd 75].

1.3.1 System R
1970년대 초 사용자 생산성과 데이터 독립성을 위한 관계형 모델의 장점은 상당 부분 인정

되고 있었지만, 업무에 사용할 만큼의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다중 사용자 환경의 대용량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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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저장하도록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빌드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의

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973년에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IBM Research Laboratory에서 이러

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산업 현장에 맞

는 관계형 프로토타입을 빌드했는데, 이것이 바로 System R[Astrahan 76]입니다. 거의 비슷

한 시기에 버클리의 University of California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프로젝

트 Ingres를 시작했습니다[Stonebraker 76]. System R과 Ingres 프로젝트는 프로토타입 빌드에 

성공하여 관계형 모델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프로덕션 데이터에 대한 ad hoc 쿼리

와 트랜잭션 처리를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 두 프로토타입은 실험 

사용자들에 의해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친 후 두 개 모두 상용화되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하부구조 개발에 들인 노력을 인정 받아 System R과 Ingres의 설계자

들은 1988년 ACM Software Systems Award를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System R의 설계자들은 관계형 대수나 계산법을 구현하는 대신 새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Structured English Query Language 또는 SEQUEL[Chamberl
in 74]입니다. SEQUEL의 설계자들은 친숙한 영어 키워드를 기초로 관계형 대수의 나누기 

연산자와 같은 난해한 개념을 피하는 한편,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언어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갱신 연산자와 그룹화 연산자처럼 Codd의 최초 언어 중 어디에도 제

시되지 않았던 많은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뒤이어 C. J. Date가 관계형 대수와 계산법에 이

와 유사한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Date 95].) 마지막으로 SEQUEL 설계자

들은 쿼리, 데이터 조작, 데이터 정의(예: 뷰 정의) 및 데이터 제어(예; 데이터 값에 대한 제한

조건) 등 종전에는 서로 독립적이고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던 여러 연산을 통합할 수 있는 

구문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SEQUEL 언어의 초기 역사는 System R의 역사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수

행 후 각종 언어의 기능[Boyce 73, Chamberlin 76]과 그 구현[Selinger 79, Chamberlin 81]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SEQUEL이라는 명칭이 기존의 상표와 충돌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명칭을 SQL 또는 Structured Query Language로 축약했습니다. System R 
프로토타입은 각지의 실험 사용자들에 의해 3년간 사용되었습니다. [Chamberlin 80]과 [Astr
ahan 80]에는 이 기간 중 밝혀진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1.3.2 제품 및 표준
SQL을 개발하고 SQL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한 곳은 IBM이지만 1979년 SQL에 기초한 최초

의 상용 제품을 발표한 곳은 Relational Software, Inc.라는 소규모의 회사였습니다. 이 제품이 

바로 Oracle입니다. 이후 회사 이름도 Oracle로 변경되었고 지금은 더 이상 작은 회사가 아닙

니다. Oracle은 처음에 Digital PDP-11 머신의 UNIX 운영 체제에서 구현되었지만 차후 다른 

플랫폼으로 이식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Ingres 프로토타입에 기초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품이 발표되었는데 역시 UNIX 환경에서 구현되었으며 개발 회사는 Relation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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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라는 새로운 회사였습니다. Ingres 제품은 초기에는 QUEL이라는 쿼리 언어를 구현하였

지만 차후 SQL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IBM이 상용화한 최초의 SQL은 SQL/Data System이며 1981년 2월 DOS/VSE라는 System/370 

운영 체제 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뒤이어 SQL에 대한 지원을 다른 운영 체제 환경으로 확

대한 일련의 IBM 제품이 발표되었습니다(예: 1983년 SQL/Data System for VM/370, 1983년 

DB2 for MVS(차후의 OS/390), 1987년 OS/2 Database Manager, 1988년 SQL/400, 1993년 DB2 for 
AIX, 1995년 DB2 for Common Servers(Windows NT와 각종 UNIX 기반 플랫폼 지원)). 이 책에

서 설명하는 DB2 Universal Database는 DB2 제품군 중 가장 최신 제품입니다.
1980년대 들어 대부분의 주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공급업체가 SQL을 구현하기 시작했

고 현재 SQL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구현된 여러 SQL 간의 이식성 촉진을 위해 미국 표준 협회(ANSI)에서는 SQL의 표준 스펙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1986년 10월 Database Language SQL이 

ANSI 표준(번호 X3.135-1986)으로 승인되었습니다. 1987년 6월 Database Language SQL은 국

제 표준화 기구(ISO)에 의해 국제 표준(번호 9075-1987)으로 채택되었고, 뒤이어 캐나다, 영
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의 표준화 기구에서도 이를 표준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표준화 활동의 중심은 항상 SQL이었습니다. SQL의 ANSI/ISO 표준은 1989년 무결성 개선 

기능을 추가하여 갱신되었습니다. 무결성 개선 기능은 데이터 값과 테이블들 사이의 관계

에 대한 제한조건 스펙을 지원합니다. 1992년 ANSI와 ISO는 새로운 기능이 다수 포함된 대

용량 표준 버전을 채택했는데, 이 표준을 보통 SQL92라고 합니다[ISO 92]. SQL92에는 1995
년 콜 레벨 인터페이스(CLI)[ISO 95]와 1996년 스토어드 프로시저[ISO 96]가 부록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현재 ANSI와 ISO 위원회는 좀더 포괄적인 SQL 버전(비공식 명칭 SQL3)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3.3 초기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논쟁
SQL과 System R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 내려진 몇 가지 결정은 이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

던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그 중 가장 쟁점이 된 것은 널(NULL) 값을 지원하고, 테이블과 쿼

리 결과에 중복 행이 발생하도록 허용한 결정이었습니다. 약간의 지면을 할애하여 이런 결

정을 내리게 된 이유와 전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는 역사적 관점에서 문제

를 짚어보고자 함이지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널(NULL)과 중복은 종교

적 신념과 같은 문제이므로 이 장을 읽고 개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습

니다.
System R의 설계자들은 대체로 이론가라기 보다는 실무자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경향

이 의사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System R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철학은 크게 (1) 상
식을 적용하며, (2) 실제 세계를 모델링하며 (3) 사용자를 신뢰한다는 세 가지 원칙으로 표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이러한 철학이 널(NULL)과 중복 문제에 어떻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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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규모가 큰 한 대학에 학생 기록부가 들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은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은 몇몇 기본 키로 식별된다고 가정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용으로 작

성된 응용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모든 학생에게 등록 공지문을 발송하기 위해 우편 레이

블 세트를 인쇄해야 합니다. 학생의 이름과 주소를 검색하기 위한 쿼리는 아주 간단하며 다

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SELECT name, address FROM students;

이렇게 쿼리를 한 결과 약 35,000 행에 달하는 다량의 데이터가 리턴됩니다. name이나 add
ress(또는 이들의 조합)가 키로 선언되지 않았으므로 시스템은 이 쿼리에서 검색한 이름과 

주소의 콜렉션에 중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모든 쿼리 결과에서 중복

이 확실하게 제거되도록 쿼리 언어의 의미가 정의된 경우,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의 임시 사

본을 작성한 후 이를 분류하여 이름과 주소의 중복된 쌍을 검색합니다. 오늘날은 물론이고 

1970년대 중반에도 35,000개의 레코드를 비용(cost) 없이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1970년대 중

반에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

다. 중복을 제거하면 쿼리 결과에는 과연 어떤 가치가 추가될까요? 쿼리를 작성한 사용자는 

아마 이름이 같은 둘 이상의 학생이 주소까지 같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

다. 또한 주소와 이름이 같은 학생이 실제로 두 명 존재한다면 프로그램 작성자는 이들 각

각에 대해 우편 레이블을 인쇄하도록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어떤 학

생에게 어떤 레이블을 제공할지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SQL은 쿼리 결과에

서 중복 행을 제거하는 문제를 옵션으로 만들어 사용자가 이 작동에 드는 비용이 정당화되

는 시점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 작동의 기타 사안은 성능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

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결정되었습니다. 즉, 중복 제거와 같이 비용과 시간이 소비되는 작동

은 요청이 있을 때만 시스템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쿼리 결과에 중복 행을 허용하는 것이 테이블에 중복 행을 허용하는 것과 같지는 않

습니다. System R의 설계자들은 Codd의 최초 논문에 정의된 바와 같이 관계란 도메인 세트

에 대한 데카르트식 결과의 서브세트라는 것과, 이 정의가 중복 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이러한 공식적 정의는 유용하며 모든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System R 설계자들은 세트 이론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부 

사용자의 경우 테이블을 마치 정보 저장을 위한 컨테이너 개념으로 좀더 유연하게 받아들

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중복 행과 널(NULL) 값
이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복 행이 의미를 갖는 응용프로그램의 예로 부

동산 거래 테이블을 가정합니다. 이 거래 테이블에는 각 트랜잭션의 우편 번호, 날짜 및 매

매 가격이 기록됩니다. 테이블 설계자는 주어진 연도의 우편 번호가 90210인 필지의 평균 

매매 가격을 찾거나 1만 달러 이상에 자산이 매각된 우편 번호를 찾는 등 통계 쿼리에만 관



291.3  SQL의 역사

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같은 우편 번호의 두 필지가 같은 가격에 같은 날 매각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러한 유형의 “중복” 데이터를 저장할 때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까? 행의 고유성을 보

장하기 위해서는 필지 번호를 포함하는 또 다른 컬럼을 테이블에 추가해야 합니다. 게다가 

동일한 필지가 같은 날 두 번 거래되므로, 응용프로그램은 각 거래에 대해 통합 키를 생성

해야 하고, 시스템은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해 키에 대한 인덱스와 같은 것을 유지해야 합니

다. SQL에서는 이러한 고유 키의 생성 및 유지 비용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를 데이터베이

스 설계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미에 관계없이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이러한 비

용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1975년이라는 시점을 감안할 때 저장 및 처리 비용

을 부과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널(NULL) 값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면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세계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날짜와 위치에 대해 온도, 기압, 
풍향 및 풍속, 기타 기후 관련 데이터를 기록하는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1989년 1월 17일 

Alaska의 Fairbanks 기상대에서 누군가 하나밖에 없는 기압계를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뜨렸

고 그 결과 특정 위치와 시간의 기압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정말 난감

하지만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또한 매

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옵션 중 하나가 기압 컬럼의 가능한 값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 값을 앞으로 계속 

누락된 정보를 표현하는 데 전용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

가 두 가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부 컬럼의 경우 가능한 모든 값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락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여분의 값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드뭅니다. (예를 들어, Fairbanks의 기압이 0에 도달된 경우, 누락된 값을 

표현하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좀더 심각한 문제는 누락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유효한 데이터 값을 사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명확

한 방어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누락된 기압을 표현하는 값으로 0이 

선택된 경우, 다음 쿼리는 아무 경고 없이 잘못된 응답을 리턴합니다.

SELECT avg(pressure)

FROM weather

WHERE location = ‘Fairbanks’;

정확한 응답을 얻으려면 위의 쿼리(및 모든 응용프로그램의 모든 유사한 쿼리)를 다음과 

같이 재작성해야 합니다(알 수 없는 기압을 표시하는 값으로 0이 선택된 것으로 가정함).

SELECT avg(pressure)

FROM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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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location = ‘Fairbanks’

AND pressure <> 0;

누락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두 번째 옵션은 원래 컬럼의 값이 유효한지 또는 누락되었

는지를 나타내는 플래그를 포함하는 보조 컬럼으로 각 컬럼을 “이중화”하는 것입니다. 말
할 것도 없이 이 접근법은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스토리지를 크게 증가시키는 한편,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방어 코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옵션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정상 값과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널

(NULL)이나 “대역 외” 값으로 누락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ANSI/
ISO SQL 표준의 일부로 UDB와 기타 많은 관계형 시스템에서 구현한 세 가지 값을 갖는 논

리로 귀결됩니다. 또한 (지금은) 잘 정리된 변칙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SQL에

서 avg(salary) 표현식은 sum(salary) / count(*) 표현식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다음 쿼리는 EMPLOYEES 테이블의 모든 행을 리턴할 것처럼 보이지만 널(NULL) 
급여를 받는 직원을 리턴하지는 못합니다.

SELECT *

FROM employees

WHERE salary > 10000

OR salary < 10000

OR salary = 10000;

또한 널(NULL)의 존재는 쿼리 옵티마이저에 약간의 제한을 가합니다. 예를 들어, 쿼리를 동

등한 다른 쿼리로 변환하는 몇몇 기법은 두 가지 값을 갖는 논리에서는 유효하지만 세 가지 

값을 갖는 논리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는 옵티마이저는 

널(NULL)이 존재할 경우 제한조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곤란한 옵션만 남게 되자 SQL의 설계자들은 “사용자를 신뢰한다”라는 원칙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명시적 널(NULL)과 세 가지 값을 갖는 

논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에서 방어적 코딩이 필요하지 않

고 최소의 비용으로 누락된 데이터를 표시하는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컬럼 

레벨에서 NOT NULL 제한조건을 지원하면 사용자는 널(NULL) 값이 중요한 곳에서 널(NULL) 
값과 연관된 변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옵션 중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으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사용자이므로 가장 문제가 적은 접근법을 사용자

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널(NULL) 값의 개념은 SQL의 최초 설계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한 가지 장점

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언어는 수년에 걸쳐 발전

을 거듭해왔고 새로운 기능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책의 5장에서 설명될 외부 조인과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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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화 조작 등 일부 기능의 정의는 널(NULL)에 기초하고 있으며 널(NULL) 값에 대한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널(NULL) 주제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 전에 널(NULL)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예상

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때 필요한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정부 기관에서 유지보수하는 데

이터베이스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갤론당 마일 단위로 연비를 측정

하는 MPG라는 컬럼을 갖는 VEHICLES 테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여러 응용프로

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쿼리를 사용하여 차량 평균 연비에 대한 표

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SELECT manufacturer, avg(mpg)

FROM vehicles

GROUP BY manufacturer;

전기 자동차가 출시될 경우 이 기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MPG 컬럼

은 분명히 전기 자동차에 적용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이 컬럼의 일부 숫자 값을 “해당사항 없

음”을 표시하는 데 전용시킬 경우 앞서 예에서 보았던 평균 연비 쿼리와 같은 기존 응용프

로그램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초 데이터베이스 설계자의 능력 부족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오류는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론적

으로 올바른 접근법은 POWERSOURCE 컬럼을 추가하고 기존의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재작

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와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금요일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수요일 오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여기에 보인 예와 같은 이유로, SQL과 Sys
tem R의 설계자들은 사용자가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세트에 널(NULL)
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초의 SQL 설계자들이 널(NULL)과 중복을 처리할 수 있는 옵션을 사용자에게 허용하

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이러한 기능을 사소한 편의사양 정도로 여겼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널(NULL)과 중복에 관한 사안이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창안자인 E. F. Codd는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이 단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의 누락된 데이터를 지원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완전한 관계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Codd 90]. 그 외 저

명한 관계형 전문가들은 널(NULL)의 개념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널(NULL)
과 중복 행 문제에 대한 진정한 중재자는 결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사용자라고 생각합

니다. 사용자들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개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용자들이 널(NULL)과 중복이 유해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기능 

대신 NOT NULL, PRIMARY KEY 및 SELECT DISTINCT와 같은 옵션을 신중하게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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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UDB는 이들 옵션을 지원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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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의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은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몇
몇 응용프로그램은 기입해야 할 양식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어떤 응용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쿼리와 갱신을 구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래픽 도구를 제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많은 시스템의 이면에는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이라

는 공용 인터페이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SQL은 이제 관계형 데이터의 쿼리와, 클라이언

트와 서버 및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간의 쿼리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이 되었습니

다. SQL은 제대로 정의된 표준으로 많은 벤더들이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SQL에 기반한 응

용프로그램은 대부분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식이 가능합니다.
이 장에서는 기본적인 SQL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장에서 

UDB의 고급 기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설명할 기본 태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의 검색, 삽입, 갱신 및 삭제

•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테이블과 뷰의 작성

•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트랜잭션 개념의 사용

• 권한 부여 서브시스템을 사용한 데이터 액세스 제어

    
SQL의 장점 중 하나가 사용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이 장에서 설명하는 기본 SQL

문은 3장에서 설명할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 하나를 사용하여 대화식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

다. 4장에 설명된 기법을 사용하면 같은 명령문을 C 또는 C++와 같은 몇몇 호스트 프로그래

밍 언어로 작성된 응용프로그램에 임베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장에 설명된 동적 SQL 기
능을 사용하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같은 SQL문을 “실행 중”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설명할 SQL문 대부분은 10장에서 설명할 제어 센터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

구를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을 읽고 나면 UDB 대화식 사용자,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

서 필요한 기본적인 SQL 기술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오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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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테이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데이터는 행과 컬럼으로 구성되는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각 테이블에는 이름이 있으며 테이블 내의 각 컬럼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테이블 내의 행에

는 특별한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컬럼 값에 의해 정해진 순서로 행을 검색할 수는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정보가 테이블에 

저장된 값으로 표현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정보도 인덱스, 포인터, 연결 또는 순서화와 같

은 물리적 구조의 형태로 코드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물리적 구조 등은 시스템

에서 사용 가능하며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성능 지원은 핵심 

정보를 담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데이터 모델의 일부가 아닌 내부 디바이

스일 뿐입니다.

•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액세스 지원을 분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

습니다. 

• 사용자는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쉽게 해주는 단순한 고급 언어를 사용하여 쿼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관리자는 기존 응용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사용 패턴의 변경에 따라 인

덱스와 기타 구조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방식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시스템은 쿼리가 실행될 때 사용 가능한 액세스 지원 도구를 바탕으로 주어진 쿼리에 대한 

최적의 액세스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 데이터 모델이 일부 질문(실제 액세스 경로에 대한 질문 등)을 유사한 다른 질문보다 질문

하기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테이블을 기본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UDB를 포함한 대

부분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 테이블에서 파생한 추가 테이

블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를 뷰라고 합니다. 뷰는 기본 테이블의 일부 데이터를 생략하거나 

두 개의 기본 테이블을 결합하거나 요약 데이터만 포함하도록 정의할 수 있습니다. UDB에

서는 기본 테이블에 쿼리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구문을 똑같이 사용하여 뷰를 정의할 수 있

습니다. (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6절을 참조하십시오.)

2.1.1 예제 데이터베이스
SQL을 테이블 데이터 조작에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소규모 회사의 부품 창고 관

리에 사용되는 네 개의 테이블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샘플 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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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테이블에 기초하고 있으며 아래 보이는 샘플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스트했습니다.
이 샘플 창고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부품을 추적해야 하며, 각 부품은 고유의 

부품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PARTS라는 테이블은 부품 설명 및 현재 보유 중인 부품이나 

발주된 부품의 수량 등 각 부품 유형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PARTS

창고에서는 재고품이 소진되면 새 부품을 주문하여 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SUPPLIERS라는 테이블에서 공급업체 목록을 유지합니다.
창고 관리자는 보통 새 부품을 주문할 때 가능한 최저 가격에 각 유형의 부품을 확보하고

자 합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 내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해야 하는 긴급 주문이 들어오는 경

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품 주문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창고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공급업체

에서 입수 가능한 부품과, 각 부품별로 여러 공급업체가 제시한 가격과 응답 시간(일 단위)
을 나열한 QUOTATIONS 테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QUOTATIONS 테이블은 정수 컬럼에 센트 단위로 가격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2995는 $29.95를 나타냅니다.) SQL은 더 자연스럽게 가격을 표시할 수 있는 10진 데이터 유

형을 갖고 있지만 10진 데이터는 C 프로그램과의 효율적인 교환이 어려운데, C 언어에는 

이러한 데이터 유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금액을 정수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해결책에 대해서는 책의 후반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창고에서는 현재 처리 중인 새 부품에 대한 주문도 추적해야 합니다. 이는 ORDERS

라는 테이블로 수행되는데, 이 테이블은 주문을 낸 날짜, 각 주문에 대한 수량, 공급업체 번

호 및 부품 번호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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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IERS 

QUO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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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S 

 
 
2.2 이름 및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오브젝트에는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UDB는 모든 

데이터를 테이블에 저장하며 각 테이블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갖는 다른 데이터베

이스 오브젝트로는 뷰, 인덱스, 함수 및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름은 최대 18자로 된 문자열

로 첫 글자가 문자입니다. 
보통 사용자가 이름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합니다. 예

를 들어, TABLE1, table1 및 Table1은 모두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소문자, 공백 또는 특수 

문자를 포함하는 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My Table”처럼 이름을 큰따옴표로 묶으

면 됩니다. 시스템은 인용 부호로 묶인 이름은 쓰여진 그대로 해석하므로, “My Table”과 

“my table”은 서로 다른 이름입니다. 인용 부호로 묶인 이름은 SELECT 또는 FROM 등 SQL 
키워드와 같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쿼리에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PAYROLL이라는 테이블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다른 사용자가 

이미 이 이름으로 테이블을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 아주 귀찮을 것입니다. 최악

의 경우 PAYROLL 테이블을 작성하는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름의 충돌로 인해 새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SQL은 스키마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스키마는 테이블 및 뷰 같은 이름이 지정된 오브젝

트의 콜렉션입니다. 다만 스키마 내에서 각 오브젝트의 이름은 서로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 RESEARCH라는 스키마와 PRODUCT라는 스키마가 있고, 이들 각 스

키마에 PAYROLL이라는 테이블이 들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PAYROLL 테이블의 규

정 이름, 즉 스키마 이름과 오브젝트 이름(예: RESEARCH.PAYROLL) 두 부분으로 구성된 이

름을 사용하여 PAYROLL 테이블 중 하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는 CREATE SCHEMA라는 SQL문을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

니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스키마에 오브젝트를 작성하면 스키마가 내재적으로 작성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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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SCHOOL.RECORDS라는 테이블을 작성하는 경우, SCHOOL이라는 스키마가 

작성됩니다(아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오브젝트를 작성할 때 한 부분으로 된 이름을 지정

하는 경우, 사용자 ID를 스키마 이름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ID SMITH를 사용

하여 RECORDS라는 테이블을 작성하는 경우, SMITH라는 스키마가 내재적으로 작성됩니

다(아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이유로 시스템의 사용자와 같은 이름을 갖는 다수의 

스키마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키마를 명시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사용자(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다른 사용자)가 스키

마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스키마의 소유자는 스키마 내에서 오브젝트를 작성, 변경 및 삭

제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내재적으로 작성된 스

키마는 시스템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누구든지 이 스키마 내에 오브젝트를 작성할 수 있고 

작성된 오브젝트는 개별 소유자의 제어 하에 놓이게 됩니다. 스키마와 이 안에 있는 오브젝

트 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6.7 및 2.8.5절에 있습니다. 
스키마 이름은 여덟 문자로 제한됩니다. 스키마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하지만 문자 

“SYS”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SYS로 시작하는 스키마 이름은 시스템용으로 예약되어 있

기 때문입니다.1) 오브젝트 이름과 같이 스키마 이름도 큰따옴표로 묶여 있지 않으면 모두 

대문자로 변환됩니다. 단, 큰따옴표로 묶여 있을 경우에는 쓰여진 그대로 해석됩니다.
규정되지 않은(한 부분으로 된) 이름으로 오브젝트 참조를 시도하면 시스템은 현재 권한

을 점검하고 있는 사용자 ID와 같은 이름을 갖는 내재된 스키마의 이름을 제공합니다.2) 이 

사용자 ID를 현재 AuthID라고 합니다. 응용프로그램에 있는 정적 SQL의 경우, 현재 AuthID
는 프로그램을 바인드한 사용자의 사용자 ID입니다. 동적 SQL 및 명령 센터와 같은 대화식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경우, 현재 AuthID는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거나 인터페이스와 상호 

작용 중인 사용자의 사용자 ID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Smith와 Jones가 각각 자신의 스키마에 

RECORDS라는 테이블을 작성한 경우, 사용자 Jones는 자신의 테이블을 RECORDS로 참조할 

수 있지만 Smith의 테이블은 완전한 이름 SMITH.RECORDS를 사용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전반에 사용되는 구문 다이어그램에서 이름이 워낙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스키마 

이름을 사용하여 테이블, 뷰 및 기타 오브젝트의 이름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굳이 밝히

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아래와 같은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오브젝트

에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의 구문을 정의하겠습니다.

1) 이전 응용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UDB에서는 테이블, 뷰, 인덱스 또는 패키지의 작성에 의해 내재적으

로 작성된 스키마가 “SYS”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새 응용프로그램에서는 사용을 피

해야 합니다.

2) 실제로 함수와 데이터 유형의 경우 내재된 스키마 이름을 분석하는 프로세스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6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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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이름을 사용할 때 스키마 이름은 여덟자로, 규정되지 않은 이름은 18자로 제한

되며 이들 모두 큰따옴표로 묶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위와 같은 구문을 갖는 오

브젝트 이름은 이 책의 구문 다이어그램에서 다음의 어떤 방법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별명-이름

함수-이름

인덱스-이름

패키지-이름

프로시저-이름

테이블-이름

트리거-이름

유형-이름

뷰-이름

 2.3 기본적인 SQL 데이터 유형
UDB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각 데이터 항목은 Integer 또는 Char(12)와 같은 특정한 데이

터 유형을 갖습니다. 주어진 항목의 데이터 유형은 값의 범위와 연산자 세트, 그리고 이에 

적용되는 함수를 결정합니다. UDB 테이블의 모든 컬럼은 테이블을 작성할 때 지정되는 데

이터 유형을 가지며 이 데이터 유형은 해당 컬럼에 저장되는 모든 항목에 적용됩니다. 정상 

값 외에 각 데이터 유형은 널(NULL)이라는 특수 값을 갖는데, 이는 누락되거나 알 수 없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은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할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CREATE DATABASE 명령은 CODESET 및 TERRITORY라는 옵

션을 갖습니다. 이 옵션으로 새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식별

합니다. UDB는 이 옵션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코드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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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미국에서 영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코드 페이지 850을 사

용하지만, 일본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코드 페이지 932를 사용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모든 코드 페이지는 같은 코드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코
드 페이지는 문자를 표시할 때 비트 패턴의 사용 방식을 결정합니다. 850과 같은 1바이트 코

드 페이지에서 각 문자는 1바이트로 표시됩니다. 한편, 932와 같은 2바이트 코드 페이지에

서 일부 문자는 1바이트로 표시되고 다른 문자는 2바이트로 표시됩니다. 1바이트 코드 페이

지를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1바이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2바이트 코드 페이지를 사

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2바이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표 2-1은 1바이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

다.3) 이들 데이터 유형 중 일부는 매개변수를 갖는데, 이는 데이터 유형을 사용할 때 길이나 

정 도와 같은 몇몇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표 2-1: 기본적인 1바이트 SQL 데이터 유형

데이터 유형  설명 

Smallint 16비트 정수

Integer 32비트 정수

Decimal(p,s)

정 도 p와 스케일 s를 갖는 10진수. 정 도는 전체 자릿수이고, 스케일은 소

수점 오른쪽의 자릿수입니다. Decimal(p,s)에 대한 동의어로 Numeric(p,

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략되는 경우 정 도는 5, 스케일은 0으로 기본 설

정됩니다.

Real 32비트(“단정 도”) 부동 소수점 숫자

Double
64비트(“배정 도”) 부동 소수점 숫자. Double의 동의어로 Float 및 Double 

Precis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ar(n)
길이 n의 고정 길이 문자열. n은 25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생략되는 경우 n은 

1로 기본 설정됩니다.

Varchar(n)
최대 길이 n의 가변 길이 문자열. n은 40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n이 254보다 

클 경우, 이 데이터 유형에서는 연산자 GROUP BY, ORDER BY, DISTINCT 및 

UNION ALL 이외의 모든 집합 연산자(2장 후반부 참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Date 년, 월, 일로 구성됩니다.

Time 시간, 분, 초로 구성됩니다.

Timestamp 년, 월, 일, 시간, 분, 초, 마이크로초로 구성됩니다. 

3) 표 2-1에 나열된 기본 데이터 유형 외에 1바이트 데이터베이스에는 large-object 데이터 유형과 distinct 데이터 유

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6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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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기본적인 2바이트 SQL 데이터 유형

데이터 유형 설명

Graphic(n) n개의 2바이트 문자로 된 고정 길이 문자열. n은 127을 초과할 수 없습

니다. 

Vargraphic(n) 최대 n개의 2바이트 문자로 된 가변 길이 문자열. n은 20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n이 127보다 클 경우, 이 데이터 유형에서는 연산자 GROUP 
BY, ORDER BY, DISTINCT 및 UNION ALL 이외의 모든 집합 연산자(2장 

후반부 참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바이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표 2-1에서 설명한 모든 데이터 유형을 사용할 수 있지만 

Char(n) 및 Varchar(n) 유형의 문자열에는 혼합 데이터(1바이트와 2바이트 문자가 섞인 데이

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2바이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표 2-2의 데이터 유형을 순수

한 2바이트 문자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4)  

 2.4 쿼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수행해야 하는 가장 일반적이며 가장 기본적

인 태스크 중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약
간의 정보를 검색하는 SQL문을 쿼리라고 합니다. 쿼리는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된 테이블을 검색하여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찾아냅니

다. 응답은 행 세트 형식으로 표시되며 이를 쿼리의 결과 세트라고 합

니다.5) 쿼리의 결과가 하나의 값일 경우에도 이를 한 행과 한 컬럼으로 

구성되는 결과 세트로 생각합니다. 물론 쿼리의 결과 세트가 공백일 수

도 있습니다.
SQL의 가장 단순한 쿼리 형식은 저장된 테이블 중 하나를 스캔하여 

몇 가지 검색 기준을 충족시키는 행을 검색하고 각 행에 대해 원하는 

값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쿼리는 부품 번호 P209를 공

급하기 위해 공급업체 번호 S54에서 제시한 응답 시간과 가격을 찾습

니다.

4) Large-object 데이터 유형과 distinct 데이터 유형 모두 2바이트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합니다(6장 참조).

5) 쿼리 결과에 중복 행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학적으로 결과 다중 세트라는 용어가 더 정확할 수 있지만 결과 세

트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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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price, responsetime

FROM   quotations

WHERE  suppno = ‘S54’

AND    partno = ‘P209’;

이 예는 기본적인 SQL 쿼리의 SELECT – FROM – WHERE 형식을 보여줍니다. FROM절은 

검색 대상이 되는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하고, WHERE절은 원하는 행을 찾을 때 사용할 검

색 조건을 지정하며 SELECT절은 각 행에서 검색할 정보를 지정합니다.
종종 쿼리 내부에 또 다른 쿼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쿼리 내에 포함

된 쿼리를 서브쿼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쿼리는 검색 조건에 사용될 몇 가지 값을 지정

할 때 서브쿼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브쿼리는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하지만 

서브쿼리가 하나의 값을 리턴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스칼라 서브쿼리라고 합니다. 다
음에 나오는 예에서는 여러 가지 서브쿼리 사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브쿼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장을 참조하십시오.)

2.4.1 표현식
SQL 쿼리의 기본 빌딩 블록 중 하나가 표현식입니다. 표현식은 단순히 선택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값을 말합니다. 위의 샘플 쿼리에서 컬럼 이름 price, responsetime, suppno 및 

partno는 상수 ‘S54’및 ‘P209’와 마찬가지로 표현식입니다. 좀더 복잡한 표현식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qonhand+qonorder과 같이 산술 연산자를 사용하거나 name || address

와 같이 문자열 병합을 사용하면 됩니다. 표현식은 검색할 값을 지정하기 위한 SELECT절

과 검색 조건에 사용되는 값을 지정하기 위한 WHERE절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식

은 단항 또는 2진 연산자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피연산자로 구성됩니다. SQL 표현식에는 

다음과 같은 피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컬럼 이름(예: price, description). 쿼리에 둘 이상의 테이블이 포함되면 테이블 이름이

나 변수로 컬럼 이름을 규정하여 참조할 컬럼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된 컬럼 

이름은 quotations.price 또는 x.description과 같습니다. 다중 테이블 쿼리를 작성할 

때에는 모든 컬럼 이름을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수. SQL에서 상수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a. 정수 상수는 선택적 기호와 몇 개의 숫자로 구성됩니다(예: 29, -5). 정수 상수의 데이터 

유형은 항상 Integer로 간주됩니다(Smallint가 아님).

b. 10진 상수에는 소수점이 포함됩니다(예: 29.5, -3.725).

c. 부동 소수점 상수는 지수 표기법을 사용합니다(예: 1.875E5, -62E-13). 부동 소수점 상

수의 데이터 유형은 항상 Double로 간주됩니다(Real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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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문자열 상수는 작은따옴표로 묶여 있습니다(예: ‘Niagara Falls’). 상수에 인용 문자를 

포함시켜야 할 경우, ‘Bobbies” boat’에서와 같이 두 개의 인용 문자를 연이어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인용 문자열 상수의 데이터 유형은 항상 Varchar로 간주됩니다(Char가 아님).

e. 2바이트 문자 세트를 사용하는 문자열 상수는 작은따옴표로 묶이며 문자 G 또는 N을 접

두부로 첨부합니다(이 두 접두부는 동일함).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G ‘百聞は一見にしかず’

N ‘早起きは三文の德’

이러한 상수의 데이터 유형은 Vargraphic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2바이트 문자열 상수의 바

이트 수는 짝수여야 합니다.

추가 정보: G-유형과 N-유형 상수는 SQL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호스트 언어 코드에

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2바이트 문자열을 표시하는 자

체의 방식이 있습니다. 즉, C와 C++에는 L-유형 상수가 있으며 이는 SQL문이 아니라 호스

트 언어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 16진 표기법은 문자 X를 접두부로 첨부하는 문자열 상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X‘FFF
F’, X‘12AB907F’). 문자 A부터 F까지는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16진 상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진 상수는 짝수 개의 16진수(바이트당 2개)를 가져야 합니다. 2진 데이터가 

들어 있어도 16진 상수의 데이터 유형은 Varchar로 간주합니다. 문자열 상수 ‘12’는 문자 

“1”과 “2”에 대한 ASCII 코드를 포함하는 2바이트 상수인 반면, 16진 상수 X‘12’는 비트 패

턴 00010010을 포함하는 1바이트 상수입니다.

g. 날짜와 시간은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형식 중 임의의 형식으로 문자열 상수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8년 12월 25일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998-12-25’

`12/25/1998’

`25.12.1998’

오후 1시 50분은 다음 세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3.50.00’ 또는 `13.50’

`13:50:00’ 또는 `13:50’

`1:50 PM’

2001년 1월 5일 정오를 표시하는 시간소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001-01-05-12.00.00.000000’

`2001-01-05-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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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스트 변수. SQL문이 C 또는 다른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에 임베드

된 경우, 호스트 프로그램에 선언된 변수를 SQL 표현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변수

를 컬럼 이름과 구분하기 위해 호스트 변수에는 콜론을 접두부로 첨부합니다(예: :x, :dea
dline). (호스트 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1절을 참조하십시오.)

4. 함수. UDB는 하나 이상의 인수를 수락하여 결과를 계산하는 긴 함수 목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length(address)는 address 컬럼의 문자열 길이를 리턴합니다. substr(des
cription, 1, 5)은 description 컬럼의 처음 5자를 리턴합니다. 

특정 함수는 테이블의 컬럼에서 파생된 값의 콜렉션에 작용하여 컬럼 값의 평균 또는 합계

와 같은 스칼라 결과를 계산합니다. 이를 컬럼 함수라고 합니다. (컬럼 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4.6절을 참조하십시오)
 UDB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의 전체 목록은 부록 B에 나와 있습니다. 6장에서 살펴보겠지

만 UDB를 사용하면 자신만의 함수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레이블된 지속 기간. 날짜와 시간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할 때 시간의 길이(지속 기간이라

고 함)는 숫자 표현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현식 뒤에는 5 DAYS 또는 1 HOUR와 같은 

시간 단위를 표시하는 레이블이 뒤따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블로

는 YEARS, MONTHS, DAYS, HOURS, MINUTES, SECONDS 및 MICROSECONDS의 단수 및 

복수 형식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 레이블된 지속 기간은 나머지 피연산자가 날짜, 시간 또는 시간소인인 더하기 

또는 빼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RDERDATE라는 이름의 날짜가 10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알아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표현식 중 첫 번째는 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유효한 표현식이지만 두 번째는 레이블된 지속 기간이 빼기 연산에 직접 사용되지 않

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orderdate + 10 DAYS < CURRENT DATE – valid expression
CURRENT DATE – orderdate > 10 DAYS – invalid expression

6. 특수 레지스터. UDB는 특수 레지스터 세트를 유지보수합니다. 이 세트의 값은 SQL문이 실

행되는 환경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CURRENT DATE는 명령문이 실행되고 있는 날짜를 

나타내고, CURRENT SERVER는 명령문이 실행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나타내

며, USER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명령문을 실행 중인 사용자의 사용자 ID를 나타냅니

다. (특수 레지스터의 전체 목록은 부록 A에 나와 있습니다.)

7. CASE 표현식. CASE 표현식은 여러 가지 조건 중 참인 것을 찾는 데 기초가 되는 값을 계산

합니다. 다음은 값이 문자열인 CASE 표현식의 예입니다.
CASE

WHEN weight < 100 THEN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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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weight BETWEEN 100 AND 200 THEN ‘Medium’

WHEN weight > 200 THEN ‘Heavy’

END

(CASE 표현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1절을 참조하십시오.)

8. CAST 표현식. CAST 표현식은 원하는 데이터 유형으로 값을 변환할 때 사용됩니다. 다음은 

PRICE 컬럼의 값을 데이터 유형 Decimal(8,2)로 변환하는 CAST 표현식의 예입니다.

CAST (price AS Decimal(8,2))

(CAST 표현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4.3절을 참조하십시오.)

9. 서브쿼리. 스칼라 서브쿼리(즉, 단일 값을 리턴하는 서브쿼리)는 값을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식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 서브쿼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2.1절을 참조하십

시오.)

표현식은 다음 연산자를 사용하여 위에 나열된 여러 가지 피연산자를 결합함으로써 구

성할 수 있습니다. 

1.  산술 연산자: +, -, * 및 /. +와 – 연산자는 단항(접두부) 연산자 또는 2진(중위) 연산자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qonhand + qonorder

price * qonorder

-price

일반적으로 산술 연산자는 피연산자의 유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정수를 나눈 결과는 소수 부분이 잘려 나가 여전히 정수입니다.) 그러나 부동 소수점 계

산은 항상 배정 도로 수행되므로 어느 한 피연산자가 Real인 경우, 결과는 Double입니

다. 어느 한 피연산자가 널(NULL)인 경우, 산술 연산자의 결과는 널(NULL)입니다.
산술 연산자를 처리하는 중 오류(예: 오버플로우 또는 0으로 나누기)가 발생하는 경우, 

SQL문은 즉시 종료되고 오류 코드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DFT_SQLMATHWARN=YES로 

설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 경우, 계산 오류가 다르게 처리됩니다. 즉, 오류를 포함

한 표현식은 널(NULL)을 리턴하고 SQL문의 처리는 계속되며 경고 코드가 생성됩니다. 
일부 명령문은 완료될 때까지 실행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계속하지 않을 경우 실패함). 
이 기능을 우호적 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문은 잠정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산

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오류와 경고 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
1.4절을 참조하십시오. DFT_SQLMATHWARN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는 제

어 센터를 사용하여 검사 및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3절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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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합 연산자. || 연산자는 두 개의 문자열을 병합하여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냅니다(예: na
me || address). 단어 concat는 name concat address에서처럼 || 연산자와 같습니다. 
어느 한 피연산자가 널(NULL)일 경우, 병합의 결과도 널(NULL)이 됩니다. 

3. 괄호. 산술 표현식을 계산할 때는 처음에 단항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뒤이어 곱하기와 나누

기(왼쪽에서 오른쪽으로)가, 마지막으로 더하기와 빼기(왼쪽에서 오른쪽으로)가 적용됩니

다. 괄호는 이 순서를 수정하여 원하는 대로 중첩된 표현식을 포함시킬 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다음은 표현식의 두 가지 예입니다.

• 다음 해에 매주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의 수는 (qonorder+qonhand)/52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공급업체의 이름과 주소는 합해서 50자로 제한되며 substr(name || address, 1, 50)

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4.2 날짜 시간 산술
산술 연산자가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데이터 유형과 함께 사용될 때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규칙을 이해하려면 지속 기간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각각의 날짜 

시간 데이터 유형(날짜, 시간 및 시간소인)은 연관된 지속 기간을 갖습니다. 지속 기간은 원

래 데이터 유형이 아니고 단지 다음과 같이 Decimal 데이터 유형을 특수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 날짜 지속 기간은 두 날짜 값 사이의 기간을 YYYYMMDD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Decimal(8,0) 
숫자입니다.

• 시간 지속 기간은 두 시간 값 사이의 기간을 HHMMSS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Decimal(6,0) 숫자

입니다. 

• 시간소인 지속 기간은 두 시간소인 값 사이의 기간을 YYYYMMDDHHMMSS.ZZZZZZ 형식으로 

나타내는 Decimal(20,6) 숫자입니다. (ZZZZZZ 부분은 마이크로초를 나타냅니다.)

지속 기간은 실제 Decimal 값이므로 다른 Decimal 값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지속 기간은 Decimal 컬럼에 저장하고 Decimal 상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속 기간은 양수 또는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지속 기간에만 가능한데, 지속 기

간은 날짜, 시간 및 시간소인이 있는 특정한 더하기 및 빼기 연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데이터 유형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산술 연산인 이들 연산은 테이블 2-3에 나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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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날짜, 시간 및 시간소인에 대한 산술 연산

첫 번째 연산자 데이터 유형 연산자 두 번째 연산자 데이터 유형 결과 데이터 유형

날짜 + 또는 - 날짜 기간 날짜

시간 + 또는 - 시간 지속 기간 시간

시간소인 + 또는 - 시간소인 지속 기간 시간소인

날짜 - 날짜 날짜 기간

시간 - 시간 시간 지속 기간

시간소인 - 시간소인 시간소인 지속 기간

다음은 날짜 시간 산술을 사용하는 표현식의 몇 가지 예입니다.

• 지속 기간(YYMMDD 형식의 10진수)으로 표시되는 세기 내의 남아 있는 년, 월 및 일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999-12-31’ – CURRENT DATE
• 주문한 부품의 예상 도착 날짜는 다음과 같이 레이블된 지속 기간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

습니다. 

orderdate + responsetime DAYS

2.4.3 캐스팅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수 값을 Decimal 데이터 유형으로 캐스팅하는 것처럼 한 데이터 유형

에서 다른 데이터 유형으로 값을 변경하는 프로세스를 지칭할 때 캐스팅이라는 용어를 사

용합니다. UDB는 자신의 피연산자를 특정 데이터 유형으로 캐스팅하는 효과를 갖는 여러 

개의 내장 함수(예: decimal, integer, real 및 date)를 지원합니다. 값을 주어진 데이터 

유형으로 캐스팅할 경우 값 자체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의의 Integer를 Decimal
로 캐스팅하면 값이 변경되지 않지만 Decimal 값을 Integer 데이터 유형으로 캐스팅하면 소

수 부분이 잘릴 수 있습니다.
캐스팅의 효과를 갖는 내장 함수 외에도 UDB는 다음 구문처럼 SQL92 표준으로 정의하

는 CAST 표기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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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가 성공하려면 목표 데이터 유형의 길이, 스케일 및 정 도(있을 경우) 등이 잘 정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 예처럼 CAST의 특성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입니다. 

CAST (c1+c2 AS Decimal(8,2))

CAST (name || address AS Varchar(255))

Decimal 목표 데이터 유형에서 길이와 정 도를 누락하는 경우 Decimal(5,0)으로 간주됩

니다. 길이가 지정되지 않은 Char 목표 데이터 유형은 Char(1)로 간주되며, 길이가 지정되지 

않은 Graphic 목표 데이터 유형은 Graphic(1)로 간주됩니다. 길이가 누락된 다른 목표 데이터 

유형은 오류를 초래합니다. 물론 CAST 표현식에 사용된 값을 목표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문자열 유형 값을 길이가 더 긴 목표 데이터 유형으로 캐스팅하는 경우 이 값에 공백이 

채워집니다. 문자열 유형 값을 길이가 더 짧은 목표 데이터 유형으로 캐스팅하는 경우 값이 

절단되고 절단된 문자 중 공백이 아닌 문자가 있다면 경고 메시지가 수신됩니다. 
유효한 CAST 표현식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의 조합은 6.6.4절의 표 6-6에 요약되

어 있습니다.
캐스팅은 함수의 매개변수로 특정 데이터 유형의 값이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또한 값

의 길이, 정 도 또는 스케일을 변경하기 위해 자체의 데이터 유형으로 값을 캐스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ELEVATION이라는 컬럼이 Decimal(8,3)의 데이터 유형을 갖는 경우 다

음과 같은 표현식을 사용하여 이 컬럼의 값에서 소수 부분을 절단할 수 있습니다.

CAST(elevation AS Decimal(5,0))

또한 CAST 표현식을 사용하여 널(NULL) 값의 데이터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키워

드 NULL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시스템은 이것이 널(NULL) Integer, 널(NULL) Varchar 
또는 다른 유형의 널(NULL) 값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으며 이들 각각은 표시하는 내용도 서

로 다릅니다. (쿼리의 SELECT절에서처럼) 입력된 값이 필요한 위치에 널(NULL)을 사용해야 

할 경우 다음 예와 같이 CAST 표현식을 사용하여 널(NULL) 값의 데이터 유형을 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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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CAST(NULL AS Varchar(20))

2.4.4 검색 조건
2.4절의 간단한 쿼리 예에서 보았듯이 SQL문은 한 테이블의 여러 행을 스캔할 수 있으며, 
이때 몇몇 검색 조건을 적용하여 추가 처리가 필요한 행을 찾아냅니다. 검색 조건은 각 행

에 적용되어 TRUE, FALSE 또는 UNKNOWN의 세 가지 참 값 중 하나로 귀결되는 논리적 테

스트입니다. 검색 조건이 행을 TRUE로 평가하는 경우, 추가 처리용으로 행을 채택합니다. 
(예를 들어, 행이 쿼리 결과 세트의 일부가 되거나 또는 검색 조건이 SQL UPDATE 또는 DEL
ETE문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삭제됩니다.) 검색 조건이 행을 FALSE 또는 UNKNO
WN으로 평가하는 경우, 행은 추가 처리용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검색 조건이 주어진 행을 UNKNOWN으로 평가하는 경우, 행에 널(NULL) 값이 포함되었

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견적에서 가격이 누락된 경우, 해당 견적을 나타내는 행의 

price 컬럼에는 널(NULL) 값이 포함되고 검색 조건 price > 1000은 해당 행을 UNKNOWN
으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식에 널(NULL) 값이 사용되면 표현식의 결과는 널(NULL)
이고, 널(NULL) 값이 다른 값(다른 널(NULL) 값도 포함됨)과 비교되면 결과는 UNKNOWN 
참 값이 됩니다.

검색 조건에 사용되는 논리적 테스트를 술어라고 합니다. UDB는 다음 구문 다이어그램

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유형의 술어를 지원합니다.
술어에 사용되는 모든 표현식은 2.4.1절의 규칙을 따라 구성됩니다. UDB가 지원하는 각 

술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 비교 술어. 비교 연산자 =, <, <=, >, >= 및 <>을 사용하여 임의의 두 표현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연산자는 “같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비교되는 표현식은 호환 가능한 데이터 

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CAST 표기법을 사용하여 한 데이터 유형에서 다른 데

이터 유형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표현식이 널(NULL)일 경우, 비교 술어의 결과

는 UNKNOWN입니다. 

> 연산자와 문자열에 대한 다른 비교 연산자의 의미는 데이터베이스 작성 시 선언된 조

합 시퀀스에 의해 결정됩니다.6) 조합 시퀀스는 보통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도록 정의됩니

다. (예를 들어, ‘cat’ < ‘DOG’ 및 ‘CAT’ < ‘dog’는 모두 TRUE입니다.)

6) 그러나 어느 한 피연산자가 FOR BIT DATA 특성을 사용하여 작성된 테이블 컬럼에서 나온 경우, 문자열 비교는 

한 바이트씩 2진 비교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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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price > 1000

name <> ‘Safeco’

문자열은 자체의 접두부보다 크도록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cat’ < ‘catnip’는 TRUE
입니다.)

2. BETWEEN 술어. expression1 BETWEEN expression2 AND expression3은 expressio

n1 >= expression2 AND expression1 <= expression3과 의미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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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1 NOT BETWEEN expression2 AND expression3은 expression1 < exp

ression 2 OR expression1 > expression3과 의미가 같습니다. 

예:
:request BETWEEN qonhand AND qonhand+qonorder

추가 정보: x BETWEEN y AND z는 x BETWEEN z AND y와 의미가 다릅니다. 사실상 z의 

값이 y의 값보다 클 경우, 후자의 술어는 TRUE가 될 수 없습니다.

3. IS NULL 술어. IS NULL 술어는 UNKNOWN 참 값을 절대 리턴하지 않습니다. IS NULL 술어에 

사용되는 표현식이 널(NULL)로 평가되는 경우, 술어는 TRUE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어

는 FALSE입니다. expression1 IS NOT NULL은 NOT(expression1 IS NULL)와 의미가 

같습니다.

예:
address IS NULL

4. LIKE 술어. LIKE 술어는 문자열 내에서 주어진 패턴을 검색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술어의 일반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적 절은 꺽쇠 괄호로 표시합니다.)
match-expression [NOT] LIKE pattern-expression

[ESCAPE escape-expression]

match-expression은 1바이트 또는 2바이트 문자열 데이터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pattern-ex
pression은 호환 가능한 문자열 데이터 유형이어야 하며 제한조건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즉, 컬럼 이름을 포함할 수 없으며 길이가 4000바이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pa
ttern-expression은 짧은 상수 문자열입니다.

LIKE 술어의 기본 개념은 match-expression과 pattern-expression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를 수행할 때 pattern-expression의 특정 문자는 특수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밑줄 문자(_)는 단일 문자를 나타냅니다.

• 퍼센트 기호(%)는 0개 이상의 문자로 된 문자열을 나타냅니다.

• 예를 들어, 다음 술어는 단어 “New York”을 포함하는 모든 주소에 대해 TRUE입니다. 
address LIKE ‘%New York%’

마찬가지로 다음 술어는 P로 시작하고 2로 끝나는 네 문자로 된 모든 부품 번호에 대해 T
RUE입니다.
partno LIKE ‘P__2’

선택적 ESCAPE절은 단일 문자(Escape 문자라고 함)를 지정하며, 패턴에서 % 또는 _ 문자

가 선행할 때 % 또는 _ 문자는 특수 문자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 자체를 나타냅니

다. 따라서 다음 술어는 문자열 “10% solution”을 포함하는 모든 설명에 대해 TRU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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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LIKE ‘%10/% solution%’ ESCAPE ‘/’

5. IN 술어. IN 술어는 주어진 값이 값 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때 유용합니다. 예
를 들어, 다음 술어는 주어진 공급업체 번호가 다섯 개의 특정 값 목록 중 하나에 일치할 경

우 TRUE입니다.
suppno IN (‘S51’, ‘S52’, ‘S53’, ‘S54’, ‘S55’)

IN 술어 오른쪽의 값은 위의 예에서처럼 리터럴 목록에서 제공되거나 하나의 값 컬럼을 

평가하는 서브쿼리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술어는 주어진 공급업체 

번호가 부품 번호 P221을 공급하는 임의의 공급업체 번호와 일치할 경우 TRUE입니다. 
suppno IN

(SELECT suppno

FROM quotations

WHERE partno = ‘P221’)

6. EXISTS 술어. EXISTS 술어에는 서브쿼리가 포함되며 서브쿼리의 결과에 최소한 하나의 행

이 포함되면 TRUE로 반환됩니다. 서브쿼리가 행을 리턴하지 않을 경우, EXISTS 술어는 FA
LSE입니다. EXISTS 술어는 절대 UNKNOWN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에서 부품 번호 P221을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QUOTATIONS 테이블에 존재하면 술

어는 TRUE입니다.
EXISTS

(SELECT suppno

FROM quotations

WHERE partno = ‘P221’)

EXISTS 술어의 예를 보면 대부분 상관 서브쿼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5.2절을 참조하십시오. 

7. 정량화 비교 술어. 단순 비교 술어와 마찬가지로 정량화 비교 술어는 여섯 개의 비교 연산

자 =, <, <=, >, >= 및 <>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IN 술어와 마찬가지로 단일 값을 서브쿼리가 

리턴한 값 목록과 비교합니다. 차이점은 정량화 비교 술어의 경우 키워드 SOME, ANY 또는 

ALL 중 하나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키워드 SOME과 ANY는 비교 시 목록에 최소한 하나

의 요소만 있으면 술어가 TRUE임을 나타냅니다. 키워드 ALL은 비교 시 목록에 모든 요소

가 있으면(또는 목록이 비어 있으면) 술어가 TRUE임을 나타냅니다. 

다음 예제의 술어는 변수 :p의 가격이 부품 번호 P207에 대한 모든 견적가보다 적을 경

우 TRUE입니다.
:p < ALL

(SELECT price

FROM quo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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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partno = ‘P207’

AND price IS NOT NULL)

추가 정보: price IS NOT NULL절은 널(NULL) 가격을 갖는 견적이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

다. 이 절이 없으면 <ALL 술어는 항상 FALSE가 됩니다. 

8. 행 술어. 행 술어는 정량화 비교 술어와 비슷하지만 단일 값을 서브쿼리의 결과와 비교하는 

대신 한 행(일련의 값)을 서브쿼리 결과와 비교합니다. 지원되는 유일한 행 비교 유형은 등

호에 대한 비교입니다. 두 행의 해당 컬럼 값이 같으면 두 행이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림 2-1: 3치 논리(three-valued logic)의 참 값 테이블

비교 연산자 = SOME, = ANY 또는 = IN을 갖는 행 술어는 왼쪽의 행이 서브쿼리가 리턴한 

행 중 최소한 하나의 행과 같으면7) TRUE입니다. 서브쿼리의 결과가 공백 세트이면 FALSE
입니다.

다음 예는 주문과 배달 사이에 20일을 초과하여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문을 찾기 위

해 ORDERS 테이블을 검색할 때 행 술어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suppno, partno) IN

(SELECT suppno, partno

FROM quotations

WHERE responsetime > 20);

검색 조건은 하나의 술어(예: price>1000) 또는 논리적 연결어 AND, OR 및 NOT으로 연

결된 술어의 조합(예: price<1000 OR responsetime<10 AND NOT suppno= ‘S54’’)으

7) “같다”는 “거의 같다”를 의미합니다. 비교되는 행에 몇 개의 널(NULL) 값이 포함된 경우, 술어의 참 값은 UNKN
OWN이 될 수 있습니다.



56 2.  기본사항

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행에 대한 검색 조건의 참 값은 그림 2-1(여기서 “?”는 UNKNO
WN의 참 값을 나타냄)에 표시된 참 값 테이블을 사용하여 각 술어의 참 값을 결합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술어를 결합할 때 NOT 연산자가 먼저 적용되고 뒤이어 AND 

연산자가 적용되며 OR 연산자는 마지막에 적용됩니다. 물론 괄호를 사용하여 이들 연산자

의 순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같은 우선순위 그룹 내에

서 술어를 평가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전 약속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의 구문 다이어그램과 예에서는 AND, OR 또는 NOT을 사용하여 술어를 결합하고 괄

호를 사용하여 검색 조건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PARTS 테이블의 검색 조건 예:

( partno IN (‘P205’, ‘P207’, ‘P209’)

 OR description LIKE ‘%Gear%’)

AND qonhand + qonorder <= 10

2.4.5 조인
단순 SQL 쿼리가 하나의 테이블을 스캔하여 검색 조건을 충족시키는 행을 선택하는 방법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테이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해야 할 경우

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질문을 표시하는 쿼리를 조인이라고 합니다.
조인 쿼리에서 FROM절은 한 테이블뿐 아니라 조인에 참여하는 모든 테이블의 목록을 쉼

표로 분리하여 이름을 지정합니다. 개념상으로 시스템은 FROM절에 나열된 테이블의 행으

로 가능한 모든 조합을 형성한 후 각 조합에 대해 검색 조건을 적용합니다. 조인 쿼리에서 

검색 조건은 보통 조인할 행 사이의 관계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PARTS 테이블의 행을 

일치하는 부품 번호가 있는 QUOTATIONS 테이블의 행과 조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술어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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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건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parts.partno = quotation.partno

조인에 있는 둘 이상의 테이블이 공통 컬럼 이름을 가지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조인 쿼

리에 사용되는 컬럼 이름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테이블 이름을 접두부로 두어야 합니다. 
조인 중인 테이블 내에서 고유한 컬럼 이름에는 이런 접두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

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어도 테이블 이름으로 모든 컬럼 이름을 규정하면 쿼리를 훨씬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업체 번호 S51에서 공급하는 모든 부품의 부품 번호, 설명 및 가격을 나열하

는 조인의 예입니다.

SELECT parts.partno, parts.description, quotations.price

FROM parts, quotations

WHERE parts.partno = quotations.partno

AND quotations.suppno = ‘S51’;

참여하는 테이블 중 한 테이블의 행이 조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예를 들어, 
PARTS 행에 일치하는 QUOTATIONS 행이 없거나 그 반대의 경우), 이 행은 조인의 결과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5.4절에서 외부 조인(다른 테이블에 일치하는 행이 없는 하나의 테이블

의 행을 보유함)이라는 대체 조인 유형을 표시하는 기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검색 조건이 조인에 참여하는 테이블의 행 사이 관계를 지정하는 술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행들이 전혀 무관하더라도 이들 테이블의 행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합이 

리턴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쿼리를 카티션 곱이라고 합니다. 카티션 곱은 실행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의미있는 결과를 산출하지는 못합니다.
테이블이 자체적으로 조인되는 쿼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FROM절에서 

두 번 이상 반복되는데, 조인이 같은 테이블의 두 개 이상의 행 조합으로 구성됨을 나타냅

니다. 이러한 쿼리에서는 테이블 이름이 고유하지 않으므로 FROM절의 각 테이블에는 상관 

이름이라는 고유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관 이름은 컬럼 이름에 대한 접두부로 쿼리의 아

무 위치에나 사용할 수 있으며, 컬럼이 속하는 행을 고유하게 식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쿼리에서 QUOTATIONS 테이블은 상관 이름 x와 y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조인됩니

다. 쿼리는 같은 부품이지만 가격 차이가 두 배를 초과하는 견적들을 찾습니다. 

SELECT x.partno, x.suppno, x.price, y.suppno, y.price

FROM quotations x, quotations y

WHERE x.partno = y.partno

AND y.price > 2 * x.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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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는 두 개의 조인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두 개의 행을 PARTNO로 연관시키는 조

건이고 다른 하나는 PRICE로 연관시키는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쿼리에 여러 개의 

조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4.6 컬럼 함수
앞서 언급했듯이 UDB 제품에는 다수의 함수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 중 대부분

은 length 및 substr과 같은 스칼라 함수로, 하나 이상의 스칼라 매개변수를 취하여 스칼

라 결과를 리턴합니다. 그러나 일부 내장 함수는 컬럼 함수 8)로, 값 세트에 대해 작용하여 

이를 단일 스칼라 값으로 축약합니다. 다음은 내장 컬럼 함수의 몇 가지 예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 

avg

count

count_big

grouping

max

min

stdev

sum

variance

qonorder+qonhand와 같은 인수 표현식을 사용하여 컬럼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에 전달

되는 값 세트는 검색 조건을 충족시키는 각 행에 대해 평가된 인수 표현식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값 세트를 함수의 인수 세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쿼리는 형태에 관계없이 

보유 중이거나 발주 상태인 볼트의 총 수를 찾습니다. 

SELECT sum(qonorder + qonhand)

FROM parts

WHERE description LIKE ‘%Bolt%’

컬럼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8) 이 영역의 용어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컬럼 함수는 IBM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ANSI/ISO SQL92 표준

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함수를 세트 함수라고 합니다. 일부 전문 서적에서는 집계 함수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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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다이어그램에서 보았듯이 컬럼 함수의 호출은 스칼라 함수의 호출과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컬럼 함수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1. 컬럼 함수(grouping 함수 제외)의 인수에는 키워드 DISTINCT가 선행할 수 있습니다. 이 키

워드는 함수를 적용하기 전에 중복 값을 인수 세트에서 제거합니다. DISTINCT가 생략되었

거나 ALL이 지정된 경우에는 함수 적용 이전에 중복 값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2. 컬럼 함수 count와 count_big의 인수는 표현식이 아닌 별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함

수는 인수 세트에 있는 행의 수(즉, 검색 조건을 충족시키는 행의 수)를 리턴합니다.

3. 컬럼 함수는 해당 인수 세트에 있는 널(NULL) 값을 무시합니다. 개별 값보다는 행을 카운

팅하는 특수 함수 count(*)와 count_big(*)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일반적으로 공백 인수 세트를 사용하여 컬럼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컬럼 함수의 결과는 널(NU
LL)입니다. 그러나 공백 인수 세트로 count 또는 count-_big을 호출하면 결과는 0이 됩니다.

다음은 컬럼 함수를 적용한 쿼리의 예입니다. 

• 부품 번호 P207에 대한 널(NULL)이 아닌 최고 및 최소 가격 견적을 찾습니다.
SELECT max(price), min(price)

FROM quotations

WHERE partno = ‘P207’;

• 견적 가격(또는 PARTNO를 제외한 다른 컬럼)이 널(NULL)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품 번호 

P207에 대한 견적의 수를 찾습니다.
SELECT count(*)

FROM quotations

WHERE partno = ‘P207’;

• 가격이 널(NULL)이 아닌 부품 번호 P207에 대한 견적의 수를 찾습니다.
SELECT count(price)

FROM quo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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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partno = ‘P207’;

• 부품 번호 P207에 대한 견적 중 널(NULL)이 아닌 서로 다른 가격의 수를 찾습니다.
SELECT count(DISTINCT price)

FROM quotations

WHERE partno = ‘P207’;

2.4.7 그룹화
앞에서 보았듯이 컬럼 함수는 값 세트에 작용하여 스칼라 결과를 리턴합니다. 컬럼 함수를 

전체 테이블에 적용하기 보다는 한 테이블을 관련된 행의 그룹으로 나누어 컬럼 함수를 각 

그룹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습니다. 그룹화라는 SQL의 기능을 사

용하면 이러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룹화를 사용하면 한 테이블을 하나 이상의 표현식(그룹화 표현식이라고 함)에 대해 일

치하는 값을 갖는 행의 그룹으로 개념적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이는 GROUP BY절에 나열

됩니다. 쿼리에 GROUP BY절이 포함되면 결과 세트의 각 행은 한 그룹을 나타내며 SELECT
절의 표현식은 전부 그룹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표현식에는 컬럼 함수나 그룹화 표현식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그룹화 쿼리의 경우 GROUP BY절은 하나의 그룹화 표현식을 갖습니다. 이 

표현식은 테이블의 한 컬럼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쿼리는 각 부품에 대해 최고, 최소 

및 평균 견적 가격을 찾습니다.

SELECT partno, max(price), min(price), avg(price)

FROM quotations

GROUP BY partno;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 널(NULL) 값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값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의 예와 같이 테이블이 PARTNO로 그룹화되는 경우, PARTNO에 대해 널(NULL) 값을 갖

는 모든 행이 동일한 그룹에 들어갑니다.
GROUP BY절에는 표현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표현식에 서브쿼리가 포함되면 안

되고 각 표현식의 결과가 254바이트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다음 예는 두 개의 그룹화 표현

식을 포함하는 GROUP BY절을 보여줍니다. 이 쿼리는 기록을 보유 중인 각 달에 주문된 서

로 다른 부품 번호의 수를 찾습니다. 또한 이 쿼리는 SELECT절에서 표현식에 이름을 지정

하는 방법도 보여줍니다.

SELECT year(orderdate) as year,

month(orderdate) as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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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DISTINCT partno) as partcount

FROM orders

GROUP BY year(orderdate), month(orderdate);

쿼리의 WHERE절은 그룹을 형성하기 전에 적용되는 필터 역할을 하며 검색 조건을 충족

시키는 행만 보유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조회는 30일 미만의 응답 시간을 갖는 견적만을 

고려하여 각 부품에 대해 평균 가격과 최소 가격을 찾습니다.

SELECT partno, avg(price), min(price)

FROM quotations

WHERE responsetime < 30

GROUP BY partno;

또한 그룹 자체에 규정화 조건을 적용하여 몇몇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룹만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GROUP BY절 다음에 HAVING절을 작성하면 이러한 규정화가 가능합니다. 
HAVING절에는 검색 조건이 들어 있어 각 술어가 컬럼 함수 또는 그룹화 표현식과 관련된 

그룹 특성을 테스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쿼리는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최고 가격과 최

소 가격을 나열하며, 최소한 세 개의 견적을 가지고 있고 최고 가격이 최소 가격의 2배인 부

품만 고려 대상으로 합니다. 

SELECT partno, max(price), min(price)

FROM quotations

GROUP BY partno

HAVING count(*) >= 3

AND max(price) > 2 * min(price);

한 쿼리에 WHERE절과 HAVING절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먼저 WHERE절이 행에 대

한 필터로 적용됩니다. 그런 다음 그룹이 형성되고 HAVING절이 그룹에 대한 필터로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쿼리는 최소한 서로 다른 두 공급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되, 각 견적

의 응답 시간이 30일 미만인 부품 번호를 찾습니다. 

SELECT partno

FROM quotations

WHERE responsetime < 30

GROUP BY partno

HAVING count(DISTINCT suppno)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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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리에 HAVING절은 있는데 GROUP BY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반적이지는 않음) 
이 경우 전체 테이블이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됩니다. HAVING절의 검색 조건이 테이블 전

체에 대해 참일 경우, SELECT절(컬럼 함수와 상수로만 구성되어야 함)이 평가되어 리턴됩

니다. 참이 아니면 쿼리는 공백 세트를 리턴합니다.

2.4.8 쿼리 블록
지금까지 SQL의 여러 가지 특수 기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제 이들을 쿼리 블록 9) 이라

는 한 단위로 통합할 차례입니다. 쿼리 블록은 SQL 언어의 기본 단위로서, 하나 이상의 데

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작용하며 조인, 그룹화, 프로젝션 및 선택 조작을 수행하여 이들 테이

블을 파생 테이블로 정제한 후, 사용자에게 전달하거나 추가 처리에 사용합니다. 쿼리 블록

의 구문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쿼리 블록의 절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적용되는 순서에 따라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물론 

시스템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임의의 방법으로 쿼리 블록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쿼리 블록을 처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FROM절에 지정된 모든 테이블로 카티션 곱을 형성

하는 것입니다. 카티션 곱은 각 테이블에서 가져온 행의 가능한 모든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물론 한 개의 테이블만 지정된 경우, FROM절은 이 테이블로 모든 행을 생성합니다. (이는 

다만 쿼리 처리에 대한 개념적 설명으로 실제 쿼리 블록이 실행되는 방식과 반드시 일치하

는 것은 아닙니다. 옵티마이저가 제 기능을 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테이블로 카티션 곱을 

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FROM절에 임의의 테이블에 대한 상관 이름이 주어진 경우, 이 상관 이름이 테이블 이름

을 대신하여 쿼리에서 사용됩니다. 즉, FROM절에 parts as x절이 포함된 경우, 쿼리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테이블의 PARTNO 컬럼을 parts.partno이 아닌 x.partno라고 해야 합

니다. 

다음의 쿼리 블록 구문 다이어그램에는 선택적 상관 이름과 테이블 이름 목록만 있는 가

장 단순한 형태의 FROM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FROM절은 임시 테이블을 계산하

는 서브쿼리나 테이블을 리턴하는 함수에 대한 호출과 같은 좀더 복잡한 표현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관 이름은 테이블 이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컬럼에 대한 대체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FROM절의 다른 고급 기능은 5장에 설명되어 있고 5.5절의확

장 FROM절에 대한 구문 다이어그램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2. 다음 단계는 WHERE절의 검색 조건을 FROM절에 의해 생성된 행에 필터로 적용하는 것입

니다. 검색 조건이 TRUE(UNKNOWN이 아님)인 행만 추가 처리를 위해 남게 됩니다. WHERE

9) 이 영역의 용어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쿼리 블록이라는 언어 단위를 IBM 문서에서는 Subselect, SQL92 표
준에서는 쿼리 스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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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모든 행이 존속됩니다. FROM절에 둘 이상의 행이 지정되는 경우, 
WHERE절에는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원하는 대로 지정하는 Join 술어가 몇 개 포함됩니다. 

3. 다음 단계는 GROUP BY절의 그룹화 표현식에 따라 존속된 행으로 그룹을 형성하는 것입니

다. 각 그룹 내에서 모든 행은 그룹화 표현식에 대해 일치하는 값을 갖습니다. 물론 GROUP 
BY절에 사용된 컬럼 이름에는 x.partno와 같이 테이블 이름이나 상관 이름이 접두부로 

첨부될 수 있습니다.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 널(NULL)이 값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GROUP BY절이 하나

의 컬럼을 지정하는 경우, 그룹화 컬럼 내의 널(NULL) 값을 갖는 모든 행은 같은 그룹에 배

치됩니다.)

4. 그룹이 형성된 후 HAVING절의 검색 조건이 그룹에 대한 필터로 적용됩니다. 검색 조건이 

TRUE인 그룹만 추가 처리를 위해 남게 됩니다. 쿼리 블록에 HAVING절이 없는 경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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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 보유됩니다. 쿼리 블록에 HAVING절은 있으나 GROUP BY절이 없는 경우에는 HAVI
NG 검색 조건이 전체 쿼리 블록에 적용되고, 검색 조건이 TRUE가 아닌 경우에는 쿼리 블록

의 결과는 공백 테이블이 됩니다.

HAVING절은 개별 행이 아닌 전체 그룹을 테스트하므로 HAVING절의 각 표현식은 각 그룹

에 대해 제대로 정의된 값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이 되게 하려면 HAVING절의 각 표현식

은 다음 규칙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 제일 바깥에 있는 연산자가 컬럼 함수여야 합니다. 

• 그룹화 표현식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하고 그룹화 표현식의 일부가 아닌 컬럼을 참조하면 

안됩니다. 

• 이 쿼리 블록을 서브쿼리로 포함하고 있는 최상위 레벨 쿼리 블록에 정의된 컬럼에 대한 

상관 참조여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이 시점까지 존속하는 행이나 그룹에 SELECT절이 적용됩니다. 이들 행이나 그

룹에서 SELECT절은 쿼리 블록의 최종 결과에 사용될 특정 컬럼이나 표현식을 선택합니다.

쿼리 블록에 GROUP BY 또는 HAVING절이 포함된 경우, 쿼리 블록의 결과에는 그룹당 한 

행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SELECT절의 각 표현식은 HAVING절의 표현식에 대해 위에 나열

된 규칙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즉, 각 표현식은 컬럼 함수이거나 그룹 표현식을 포

함하거나 최상위 쿼리 블록과 상관되어야 합니다.)

• 쿼리 블록에 GROUP BY 또는 HAVING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SELECT절은 다음 규칙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 컬럼 함수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 경우 쿼리 블록의 결과에는 WHERE절을 충족시키는 

각 행에 대해 한 행이 포함됩니다.
SELECT절에 참조되는 모든 컬럼이 컬럼 함수의 인수에 표시됩니다. 이 경우 쿼리 블록

의 결과에는 단 하나의 행만 포함됩니다.

SELECT절의 각 표현식에는 쿼리 블록의 결과에서 “컬럼 이름” 역할을 하는 이름이 부여

됩니다. 예를 들어, SELECT절에는 qonorder+qonhand AS totalsupply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LECT절에 표시되는 별표는 “모든 컬럼”을 의미합니다. 테이블 이름이나 상관 이름 다

음에 표시되는 별표는 “표시된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QUOTATIONS 
테이블이 FROM quotations q1, quotations q2절에 의해 자체적으로 조인되는 것으로 

FROM절에 지정된 경우, SELECT절에는 q1.*절이 포함됩니다. 이 절은 “상관 이름 q1이 지

정하는 행의 모든 컬럼”을 의미합니다.

쿼리 블록의 결과는 컬럼이 SELECT절의 표현식이고 행은 다른 절에 의해 생성되거나 보

유된 행 또는 그룹인 테이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SELECT절에 키워드 DISTINCT가 지정

되지 않으면 중복 행은 쿼리 블록의 결과에서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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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에는 쿼리 블록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절이 나와 있습니다. 응답 시간이 30일 미

만인 견적만을 고려 대상에 넣고 최소한 두 개의 견적을 받아본 부품만을 포함시켜 여러 가

지 부품에 대한 최소 견적 가격을 나열합니다. 

SELECT p.partno, min(q.price) AS lowprice

FROM parts p, quotations q

WHERE p.partno = q.partno

AND p.responsetime < 30

GROUP BY p.partno

HAVING count(*) >= 2;

2.4.9 쿼리 및 리터럴 테이블
쿼리 블록을 평가한 결과가 테이블(쿼리 블록에 SELECT DISTINCT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며 여기에는 약간의 중복 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QL에서는 연산자 UNION, INTERSE
CT 및 EXCEPT를 사용하여 여러 쿼리 블록의 결과를 결합할 수 있으며 키워드 ALL을 사용

하여 선택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 T1과 T2에 적용되는 이들 연산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T1 UNION T2는 T1 또는 T2에 있는 모든 행으로 구성되는 테이블이며 중복 행을 제거합니다.

• T1 UNION ALL T2는 T1 또는 T2에 있는 행으로 구성되는 테이블이며 중복 행을 유지합니

다. (예를 들어, 주어진 행이 T1에서 세 번, T2에서 두 번 발생하는 경우, T1 UNION ALL T2
에서는 다섯 번 발생합니다.)

• T1 INTERSECT T2는 T1과 T2에 공통인 모든 행으로 구성되는 테이블이며 중복 행을 제거

합니다.

• T1 INTERSECT ALL T2는 T1과 T2 모두에 있는 모든 행으로 구성되는 테이블입니다. T1 IN
TERSECT ALL T2에서 주어진 행이 발생하는 수는 T1과 T2에서 주어진 행이 발생하는 수 

중 가장 적은 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행이 T1에서 세 번, T2에서 두 번 발생하는 경

우, T1 INTERSECT ALL T2에서는 두 번 발생합니다.)

• T1 EXCEPT T2는 T1에는 있지만 T2에는 없는 모든 행으로 구성되는 테이블이며 중복 행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행이 T1에서 세 번, T2에서 두 번 발생하는 경우, 이 

행은 T1 EXCEPT T2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행이 T1에서 세 번, T2에서 0번 발

생하는 경우, 이 행은 T1 EXCEPT T2에서 한 번 발생합니다.)

• T1 EXCEPT ALL T2는 T2에 해당 행이 없는 T1의 모든 행으로 구성되는 테이블이며 중복 행

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행이 T1에서 세 번, T2에서 두 번 발생하는 경우, 이 행은 

T1 EXCEPT ALL T2에서 한 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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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가 테이블인 표현식을 나타낼 때 쿼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10) 쿼리 블록은 쿼

리의 단순한 형태입니다. 쿼리에는 연산자 UNION, INTERSECT 및 EXCEPT로 결합된 여러 

개의 쿼리 블록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 연산자로 결합된 부분 결과는 같은 수

의 컬럼을 가져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컬럼의 데이터 유형은 호환 가능해야 합니다. (데이

터 유형 호환성과 결과 컬럼의 데이터 유형을 결정하는 데 대한 자세한 규칙은 6.6절을 참조

하십시오.)
두 개의 테이블이 UNION, INTERSECT 또는 EXCEPT로 결합되어 있는데, 입력 테이블의 

해당하는 두 컬럼이 같은 이름을 가지면 이 이름이 결과 컬럼에 사용됩니다. 입력 테이블의 

해당하는 컬럼이 같은 이름을 갖지 않는 경우, 결과 컬럼에는 이름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쿼리를 평가할 때 INTERSECT 연산자는 UNION 및 EXCEPT 연산자에 우선하며, 우선순

위가 같은 연산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됩니다. 물론 괄호를 사용하여 실행 순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쿼리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구문 다이어그램은 쿼리의 빌딩 블록이 쿼리 블록 및 리터럴 테이블임을 보여줍니

다. 리터럴 테이블은 행의 값이 쿼리에 바로 포함되는 하나 이상 행의 콜렉션입니다. 리터

럴 테이블은 다음 구문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듯이 키워드 VALUES로 시작되며 각 컬럼 값

에 대한 표현식(또는 단어 널(NULL))을 포함합니다.
리터럴 테이블의 각 행에는 괄호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리터럴 테이블에 컬럼이 하나뿐

일 경우, 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리터럴 테이블이 혼란을 초

래할 수도 있습니다.

10) 여기서도 용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쿼리라고 지칭하는 언어 단위가 IBM 문서에는 풀셀렉트로, S
QL92 표준에는 쿼리 표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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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ALUES (‘Bob’, ‘Carol’), (‘Ted’, ‘Alice’), (‘John’, ‘Mary’)는 다음과 같이 

두 컬럼이 각각 세 개의 행을 포함하는 리터럴 테이블입니다. 

2. VALUES (‘Bob’), (‘Ted’), (‘John’)은 각 칼럼이 세 개의 행을 포함하는 리터럴 테이

블입니다.

3. VALUES ‘Bob’, ‘Ted’, ‘John’은 예제 2와 정확히 같습니다. 예제 2와 3은 모두 다음과 

같은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4. VALUES (‘Bob’, ‘Ted’, ‘John’)은 다음과 같이 세 컬럼이 한 행을 포함하는 리터럴 테

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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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예제 3과 4 사이에 혼돈이 생길 수 있으므로 행이 하나의 컬럼으로 구성되더라

도 리터럴 테이블 내의 각 행을 괄호로 묶도록 하십시오. 

리터럴 테이블의 주어진 컬럼에 있는 모든 값은 호환 가능한 데이터 유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컬럼이 문자열이나 숫자 값으로 구성될 수는 있지만 문자열과 숫자 값이 혼합

될 수는 없습니다.) (리터럴 테이블에서의 데이터 유형 호환성에 대한 자세한 규칙은 6.6절

을 참조하십시오.) CAST 표현식으로 리터럴 테이블의 임의의 컬럼에 있는 값 중 하나에 명

시적 데이터 유형을 제공해도 리터럴 테이블의 임의의 컬럼에 있는 모든 값이 널(NULL)일 

수는 없습니다. 
다음 예와 같이 집합 연산자 및/또는 리터럴 테이블을 사용하는 쿼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질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쿼리는 현재 레코드에 견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공급업체를 찾는 단순한 쿼리입

니다. 
SELECT suppno

FROM suppliers

EXCEPT

SELECT suppno

FROM quotations;

• 다음 쿼리는 일반 기준으로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두 개의 추가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10,00 미만의 부품 번호 P207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공급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나열합니다. 
SELECT name, address

FROM suppliers

WHERE suppno IN

(SELECT suppno

FROM quotations

WHERE partno = ‘P207’

AND price < 10000)

UNION

VALUES(‘Uncle Bill’, ‘P.O.Box 1117, Fresno, CA’),

(‘Repo City’, ‘650 First St., Buffalo, NY’);

SQL 쿼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테이블과 제한조건 및 호스트 변수로부터 테이블을 

도출해 내는 매우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쿼리를 SQL문으로 사용하거나, 고급 SQL문 내

의 서브쿼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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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절의 술어에 대한 구문 다이어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술어 내에서 쿼리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FROM절에 쿼리를 사용하여 고급 명령문에 사용되는 합성 테이블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표현식이라는 이러한 사용법에 대한 설명은 5.2.2절을 참조하십시오.

• 2.6.5절의 create-view문에 대한 구문 다이어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뷰의 정의에 쿼리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쿼리 자체적으로는 결과 세트의 행에 대한 순서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쿼리가 

서브쿼리로 사용되면 해당 결과 세트는 순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쿼리가 select문(아
래 참조) 또는 cursor-declaration(4.1.6절 참조)에 사용되면 타원 안의 명령문은 ORDER-BY절

을 제공하며, 이 절은 결과 세트의 행을 사용자나 응용프로그램에 전달하기 전에 이들 행에 

대해 순서를 지정합니다.

2.4.10 SELECT문
쿼리가 최상위 SQL문으로 사용될 때 이를 SELECT문이라고 합니다. SELECT문은 명령 센터

와 같은 대화식 인터페이스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어 센터는 제출된 SELELCT문을 실행

하여 결과를 표시합니다. 일반 쿼리 절 외에 최상위 쿼리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는 두 개의 

절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결과 세트에 순서를 지정하는 ORDER BY절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 세트의 크기를 제한하는 FETCH FIRST절입니다. SELECT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ORDER BY절을 사용하면 쿼리의 결과 세트가 정렬 키라는 하나 이상의 표현식 값에 의

해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ORDER BY절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결과 세

트의 순서는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정렬 키는 다음 예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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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단순한 ORDER BY절은 SELECT절에도 표시되는 컬럼 이름으로만 구성됩니다. 다음 

쿼리는 응답 시간이 30일 미만인 부품 번호 P231에 대한 모든 견적을 최저 가격에서 최고 

가격순으로 나열합니다. 
SELECT suppno, price

FROM quotations

WHERE partno = ‘P231’

AND responsetime < 30

ORDER BY price;

• 테이블 이름이나 상관 이름으로 규정되는 SELECT절의 컬럼 이름은 SELECT절에 표시되는 

것과 똑같이 ORDER BY절에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세 개의 테이블을 조인

하여 여러 공급업체에서 공급하는 부품의 마스터 목록을 작성합니다. 결과 세트의 행은 공

급업체 이름을 영문자순으로 나열하며 2차적으로 부품 번호순으로 나열합니다.
SELECT s.name, q.partno, q.price, p.description

FROM suppliers s, quotations q, parts p

WHERE s.suppno = q.suppno

AND q.partno = p.partno

ORDER BY s.name, q.partno;

• 또한 ORDER BY절에서 표현식을 반복하거나, 표현식에 이름을 부여하거나 ORDER BY절

의 이름을 사용하여 간단한 컬럼 이름이 아닌 SELECT절의 표현식으로 결과 세트의 순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SELECT partno, qonorder+qonhand

FROM parts

ORDER BY qonorder+qonhand DESC;

SELECT partno, qonorder+qonhand AS totalq

FROM parts

ORDER BY totalq DESC;

• SELECT문에 여러 개의 쿼리 블록이 포함되면 ORDER BY절은 개별 쿼리 블록이 아닌 결과 

세트 전체에 적용됩니다. 해당 컬럼의 서수를 정렬 키로 사용하여 결과 세트에 대한 호출 

순서를 항상 컬럼 중 하나를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SELECT문은 두 개의 쿼

리 블록을 결합하여 부품 번호 P207에 대한 모든 주문을 이 부품의 현재 보유량과 함께 나

열합니다. 결과 세트는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두 번째 컬럼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전달

됩니다. 

SELECT suppno, quantity

FROM orders

WHERE partno =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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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ALL

SELECT ‘Stock’, qonhand

FROM parts

WHERE partno = ‘P207’

ORDER BY 2 DESC;

• 주의를 기울인다면 결과 세트에는 전혀 없는 표현식으로 결과 세트의 순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SELECT문에 하나의 쿼리 블록이 들어 있고 ORDER BY절의 모든 

표현식이 SELECT절에 있거나 SELECT절에 있을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음 예는 QUOTATIONS 테이블의 모든 부품 번호를 평균 가격순으로 나열하지만, 실제 결과 

세트에는 평균 가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SELECT partno

FROM quotations

GROUP BY partno

ORDER BY avg(price);

위의 예에서 유의할 점은 정렬 키 AVG(PRICE)가 SELECT절에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PRICE를 정렬 키로 지정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PRICE가 SELECT절에서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PRICE가 그룹 특성이 아니므로 GROUP BY절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SELECT문의 FETCH FIRST절은 결과 세트의 크기를 정수 N에 대한 N개 행으로 제한합니

다. ORDER BY절이 지정되는 경우, 결과 세트는 지정된 순서대로 처음 N개 행으로 구성됩

니다. 지정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선택하는 최소의 N개 행으로 구성됩니다. 

2.4.11 VALUES문
관찰력이 뛰어난 독자라면 리터럴 테이블이 쿼리의 한 형태이며 퀴리가 독자적으로 SELECT
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리터럴 테이블만으로 SELECT문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문이 단어 VALUES로 시작하므로 이처럼 특별한 경우의 SELECT문

을 VALUES문이라고 합니다. VALUES문을 대화식으로 실행할 경우, 시스템은 명령문의 모

든 표현식을 평가하여 리터럴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명령문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VALUES (‘Carter’, ‘1976’, ‘Democrat’),

(‘Reagan’, ‘1980’, ‘Republican’);

위의 예는 표시할 모든 값을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좀
더 유용한 예를 찾아보기 위해, CURRENT DATE 또는 CURRENT FUNCTION PATH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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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레지스터 중 하나의 값을 알아야 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특수 레지스터는 어떤 테이

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을 검색하기 위해 SELECT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임의의 테이블을 선택하여, SELECT CURRENT DATE FROM 
parts를 입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쿼리는 PARTS 테이블의 모든 부품에 대해 현

재 날짜를 한 번 표시할 뿐입니다. 사용자가 원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은 VALUES문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수 레지스터 외에 아무것도 포함하

지 않은 “테이블”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령 센터에 다음 명령문을 입력하면 현

재 날짜가 표시됩니다. 

VALUES (CURRENT DATE);

VALUES를 독립형 SQL문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입니다. 
substr 및 avg와 같은 내장 함수는 쿼리에서 이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출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UDB는 사용자가 C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는 고유의 새로

운 함수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6장 참조). 이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는 메시지

를 전송하거나 파일에 기록하는 등 외부와 상호 작용합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공급업체에 

전송하여 제시된 부품을 제시된 수량만큼 주문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placeOrder(partno, 

quantity)를 작성했다고 가정합니다. placeOrder는 SQL 함수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재고 

수량이 적다는 것을 발견한 트리거 본문의 SQL문에서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함수 호출에는 어떤 유형의 SQL문을 사용해야 할까요? 특수 레지스터와 마찬가지로 함

수가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문제는 특수 레지스터를 점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SELECT문이 함수 호출에 사용하기 적합한 명령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유량이 100세트 미만인 PARTS 테이블의 모든 부품을 100세트씩 주문하고자 하는 경

우, 다음과 같은 명령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SELECT placeOrder(partno, 100)

FROM parts

WHERE qonhand < 100;

위의 명령문은 0과 PARTS 테이블에 있는 행의 총 수 사이의 어느 수만큼 주문을 냅니다. 
그러나 부품 번호 P285를 500세트 주문하는 하나의 주문만 내고자 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의 내용에 관계없이 placeOrder 함수를 정확히 한 번

만 호출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대화식으로 실행하거나 프로그램에 임베드할 

수 있는 VALUES문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VALUES (placeOrder(‘P28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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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함수가 예측 가능한 횟수만큼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 예의 placeOrder

와 같이 부수 효과를 갖는 함수를 호출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VALUES문에서 

호출되는 함수는 한 번만 실행되며 쿼리 블록의 SELECT절에서 호출되는 함수는 쿼리 블록

에 의해 리턴되는 각 행에 대해 한 번씩 실행됩니다. SELECT DISTINCT가 연관된 쿼리에서 

부수 효과를 갖는 함수를 호출하거나 컬럼 함수 또는 조인, UNION과 같은 집합 연산자를 

호출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 이들 연산자는 함수 호출의 횟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쿼리의 WHERE 또는 HAVING절에서 부수 효과를 갖는 함수를 호

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2.4.12 SQLCODE 및 SQLSTATE
SELECT 또는 VALUES와 같은 SQL문을 호출하면 명령문의 성공이나 실패를 나타내고 (있
을 경우) 오류의 유형을 식별하는 두 개의 코드(SQLCODE 및 SQLSTATE)가 생성됩니다. SQL
CODE는 DB2 제품군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정수 코드이고 SQLSTATE는 ANSI/ISO SQL 표
준으로 정의된 새로운 다섯 문자 코드입니다. 일반적으로 0의 SQLCODE는 정상 실행을, 음
수의 SQLCODE는 오류를, 그리고 양수의 SQLCODE는 “행을 찾을 수 없습니다”와 같은 경

고나 조건을 나타냅니다. SQLCODE와 SQLSTATE는 같은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암호화하

지만, SQLSTATE를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이식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SQLSTATE는 SQL 표준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입니다.
명령 센터와 같은 대화식 인터페이스를 통해 SQL문을 실행하는 경우, 각 명령문의 완료 

후 SQLCODE 및/또는 SQLSTATE가 표시됩니다. SQL문이 응용프로그램에 임베드된 경우, 
동일한 리턴 코드가 SQLCA를 호출한 데이터 구조로 사용자 응용프로그램에 리턴됩니다

(4.1.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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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데이터 수정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한 SQL문은 INSERT, UPDATE 및 DELETE입니

다. 이들 명령문은 표현식, 서브쿼리 및 리터럴 테이블 등 앞에서 설

명한 빌딩 블록을 광범위하게 활용합니다. 

2.5.1 INSERT문
INSERT문의 목적은 하나 이상의 행을 테이블이나 뷰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삽입할 행은 리

터럴 테이블로 지정하거나 쿼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INSERT
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SQL의 사용자라면 다음 예에서와 같이 VALUES절을 사용하여 한 행을 테이블에 삽입하

는 것에 익숙하실 겁니다. 

INSERT INTO quotations(suppno, partno, price, responsetime)

VALUES(‘S59’, ‘P227’, 175, 8);

UDB에서는 INSERT문에 리터럴 테이블을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INSERT문의 VALUES
절은 한 행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상수뿐 아니라 표현식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INSE
RT문에 리터럴 테이블이 사용되면 리터럴 테이블 내의 값은 “목표 컬럼에 대한 디폴트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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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단어 DEFAULT로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컬럼의 디폴트값은 테이블을 작성할 때 

결정됩니다.) 
이러한 기능 중 몇 가지를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ORDERDATE 컬럼에 대한 

디폴트값(현재 날짜)을 사용하여 두 개의 행을 ORDERS 테이블에 삽입합니다. 

INSERT INTO orders(suppno, partno, quantity, orderdate)

VALUES (‘S59’, ‘P227’, 100, DEFAULT),

(‘S59’, ‘P231’, 250, DEFAULT);

INSERT문에서 값을 제공하지 않은 컬럼에는 디폴트값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 INSE
RT문은 앞의 예와 동일합니다.

INSERT INTO orders(suppno, partno, quantity)

VALUES (‘S59’, ‘P227’, 100),

(‘S59’, ‘P231’, 250);

INSERT문에 쿼리가 포함된 경우, 이 퀴리를 평가하여 결과 행을 목표 테이블에 삽입합니

다. 예를 들어, SUPPNO라는 컬럼으로 INACTIVE라는 테이블을 작성할 경우, 다음 명령문을 

사용하면 현재 파일에 견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공급업체를 이 테이블에 채울 수 있습

니다. 

INSERT INTO INACTIVE(suppno)

SELECT suppno

FROM suppliers

EXCEPT

SELECT suppno

FROM quotations;

INSERT문 내의 쿼리에 데이터를 삽입 중인 테이블에 대한 참조가 들어 있는 경우, INSERT
문을 자체 참조라고 합니다. 자체 참조 INSERT문의 쿼리는 행이 삽입되기 전에 전부 평가

됩니다.
INSERT문의 실행 대상은 테이블이나 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을 뷰에 삽입하면 뷰의 기

초가 되는 테이블에 행을 삽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뷰는 갱신 가능해야 하며 삽입 

중인 행은 테이블 및/또는 뷰에 대해 현재 효과가 있는 제한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제
한조건은 7.1절을 참조하십시오.) INSERT문을 실행하는 중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예를 

들어, 삽입할 100번째 행이 제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명령문은 롤백되고 행이 삽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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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문은 값이 제공되는 목표 테이블의 컬럼을 선택적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컬럼 

목록을 누락하는 것은 목표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원래 순서대로 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INSERT문의 실행 대상이 뷰일 경우, 하위 테이블의 컬럼에 직접 대응하는 컬럼에만 

값이 삽입될 수 있습니다. 값을 삽입할 수 있는 어떤 컬럼에 대해서든 목록의 컬럼을 누락

한다는 것은 곧 삽입할 값으로 DEFAULT를 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렬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응용프로그램은 버퍼 삽입이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

다. 이 기능은 INSERT문을 한 번에 하나가 아니라 “일괄처리” 방식으로 실행함으로써 효율

성을 높입니다. 버퍼 삽입을 처리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오류를 발생시킨 

INSERT문에 대한 리턴 코드로 응용프로그램에 오류를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

후 명령문에 대한 코드로 보고될 수는 있습니다. 버퍼 삽입에 대한 설명은 10.2.2절을 참조

하십시오. 

2.5.2 UPDATE문
UPDATE문의 목적은 테이블이나 뷰에서 하나 이상의 행에 대해 값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UPDATE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1)

11) 이 구문의 변형인 위치 지정 UPDATE문에 대한 설명은 4.1.11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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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문은 이름이 지정된 테이블의 각 행 중 WHERE절에서 검색 조건이 TRUE인 행에 

SET절을 적용합니다. UPDATE문에 WHERE절이 없는 경우, SET절은 이름이 지정된 테이블

의 모든 행에 적용됩니다.
SET절에는 하나 이상의 지정문이 들어 있습니다. 각 지정문은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값

을 계산하여 이를 등호 왼쪽에 명시된 컬럼에 지정하여 실행합니다. 지정되는 값은 표현식

(서브쿼리를 포함할 수도 있음), 키워드 NULL 또는 DEFAULT(컬럼이 디폴트값으로 지정됨

을 표시)로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UPDATE문은 부품 번호 P207의 PARTS 행에 새로

운 값을 지정합니다. 

UPDATE parts

SET description =NULL,

  qonhand = 100,

  qonorder = DEFAULT

WHERE partno = ‘P207’;

각 행을 갱신할 때는 갱신이 적용되기 전에 지정 오른쪽의 모든 표현식을 평가합니다. 따
라서 다음 명령문은 주어진 부품에 대해 qonorder와 qonhand의 값을 교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PDATE parts

SET qonorder = qonhand,

  qonhand = qonorder

WHERE partno = ‘P207’;

UPDATE문의 실행 대상은 테이블이나 뷰가 될 수 있습니다. 뷰를 갱신하면 뷰의 기초가 

되는 테이블을 갱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실행 대상이 뷰일 경우, 갱신 가능한 뷰여

야 하며 갱신할 컬럼은 하위 테이블의 컬럼에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갱신 가능한 뷰를 정

의하는 규칙에 대한 설명은 2.6.5절을 참조하십시오.)
UPDATE문이 지정한 갱신 중 하나가 점검 제한조건이나 외부 키 제한조건과 같은 일부 

제한조건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7.1절 참조). UPDATE문을 실행하는 동안 이러한 오류나 기

타 다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명령문이 롤백되고 행이 갱신되지 않습니다. 
UPDATE문의 WHERE절이나 SET절에서 서브쿼리가 사용되는 경우, 행을 갱신하기 전에 

서브쿼리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서브쿼리에 현재 갱신 중인 테이블에 대한 참조가 들어 있

는 경우, UPDATE문을 자체 참조라고 합니다. 자체 참조 UPDATE문의 모든 서브쿼리(상관 

서브쿼리까지 포함)는 갱신이 적용되기 전의 원래 상태의 테이블을 참조합니다. 
서브쿼리가 지정문의 오른쪽에 사용되면 이 서브쿼리는 최대 한 행을 리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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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의 값은 지정문의 왼쪽에 있는 해당 컬럼에 지정됩니다. 서브쿼리가 행을 리턴하지 않

을 경우, 지정문의 왼쪽에 있는 컬럼에는 널(NULL) 값이 지정됩니다. 지정문의 오른쪽에 서

브쿼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기능입니다. 특히 다음 예에서처럼 서브쿼리가 갱신 

중인 테이블에 상관된 경우에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예에서 공급업체 번호 S53은 자신

이 공급하는 모든 부품에 대해 최저 가격과 최단 응답 시간을 제공할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UPDATE문은 이러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QUOTATIONS 테이블의 행을 수정합니다. 

UPDATE quotations AS X

SET (price, responsetime) = 

(SELECT min(price), min(responsetime)

 FROM quotations

 WHERE partno = X.partno)

WHERE suppno = ‘S53’;

다중 노드 병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테이블에 있는 하나 이상의 컬럼을 파티션 

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 키는 시스템의 노드 사이에서 테이블의 행 분배 방식을 

제어합니다. UPDATE문은 파티션 키의 일부인 컬럼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티션 

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0.2.2절을 참조하십시오. 

2.5.3 DELETE문
DELETE문의 목적은 테이블이나 뷰에서 하나 이상의 행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뷰에서 행을 

삭제하면 뷰의 기초가 되는 테이블에서 행을 삭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DELETE문의 구문

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DELETE문의 조치는 단순합니다. 이름이 지정된 테이블이나 뷰 중 검색조건이 TRUE인 

12) 이 구문의 변형인 위치 지정 DELETE문에 대한 설명은 4.1.11절을 참조하십시오.



792.5  데이터 수정

행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합니다. WHERE절이 생략된 경우, 이름이 지정된 테이블이나 

뷰의 모든 행이 삭제됩니다.
DELETE문의 검색 조건에 행이 삭제될 테이블을 참조하는 서브쿼리가 포함된 경우, 행이 

삭제되기 전에 이 서브쿼리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서브쿼리를 포함하는 DELETE문을 자체 

참조라고 합니다.
DELETE문이 지정한 행 중 하나를 삭제하는 것이 외부 키 제한조건(7.1절 참조)과 같은 일

부 제한조건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DELETE문을 실행하는 동안 이러한 오류나 기타 다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명령문이 롤백되고 행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제 명령문은 SUPPLIERS 테이블에서 공급업체 번호 S59를 삭제합니다.

DELETE FROM suppliers WHERE suppno = ‘S59’;

DELETE문에 상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기능으로, 검색 조건의 서브쿼리가 

삭제될 행의 특정한 등록 정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문은 현재 

파일에 견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공급업체를 삭제합니다.

DELETE FROM suppliers AS X

WHERE NOT EXISTS

   (SELECT partno

    FROM quotations

    WHERE suppno = X.suppno.);

  
UPDATE 및 DELETE문에 상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ANSI/ISO SQL92 표준의 일부가 아

닌 UDB가 지원하는 제품의 확장 기능입니다. (차후 SQL3 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해 논의 중

입니다.) 다음 명령문은 이 기능을 사용한 또 다른 예입니다. 이 명령문은 같은 부품에 대해 

가격이 평균 견적 가격의 두배를 초과하는 모든 견적을 삭제합니다. 이는 자체 참조 DELETE
문으로, 실제로 견적을 삭제하기 전에 삭제될 견적 세트를 계산합니다. 

DELETE FROM quotations AS X

WHERE price >

 (SELECT 2 * avg(price)

  FROM quotations

  WHERE partno = x.part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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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데이터 정의

SQL의 데이터 정의 명령문은 테이블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오브

젝트를 작성 및 삭제하는 명령문입니다. 또한 일부 데이터 정의 

명령문은 컬럼을 테이블에 추가하는 등 기존 오브젝트의 구조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오브젝트에

서 작용하는 데이터 정의 명령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테이블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 별명 - 테이블에 대한 대체 이름입니다.

• 뷰 - 실제 저장된 테이블에서 파생된 “가상” 테이블입니다.

• 인덱스 - 시스템이 신속하게 데이터에 액세스하도록 하고 테

이블의 행에 순서를 지정하며 테이블에서 값의 고유성을 유지

하도록 합니다.

• 스키마 - 테이블, 별명, 뷰, 인덱스 및 기타 다른 유형의 오브젝트를 포함할 수 있는 오브젝

트의 콜렉션입니다.

이 절에서는 테이블 설계의 지침을 제공하는 정규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UDB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는 카탈로그 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이블 세트를 자동으로 유지보수합니다. 데이터 정의 명령문은 자동으로 이 테이블

을 갱신합니다. (카탈로그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D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정의 명령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어 

센터(10.3절 참조)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CLP 또는 

명령 센터(3.1.1절 참조)와 같은 대화식 SQL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정의 명령문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정의 명령문을 응용프로그램에 임베드시킬 수도 있지

만, 이 경우 혼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QL문을 포함하는 C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테이블을 작성하고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처

리할 때 프리컴파일러는 INSERT문에 대한 액세스 플랜을 생성하려 하겠지만 테이블이 아

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8장에서 설명하는 동적 SQL 기법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같은 프로그램에서 오브젝트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데이터 정의 명령문을 응용프로그램(스크립트 파일로)과 분리시켜 대화식 인

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명령문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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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테이블 작성

테이블은 UDB에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오브젝트이므로, 가장 기본적인 데이

터 정의 명령문이 CREATE TABLE문입니다. CREATE TABLE문의 기본 작업은 작성할 테이

블의 이름과, 이 테이블의 모든 컬럼에 대한 이름과 데이터 유형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 이 명령문을 통해 선택적으로 테이블의 특정 컬럼이 널(NULL) 값을 수락하지 않도록 하

고 하나 이상의 컬럼이 테이블의 기본 키를 구성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키 컬럼

은 절대 널(NULL) 값을 수락하지 않으며 기본 키 컬럼의 값으로 테이블의 행을 고유하게 식

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기본” 기능 외에 CREATE TABLE문은 실제 스토리지에서 테이블의 배치

를 제어하고 테이블에 저장될 데이터 값에 대한 제한조건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CREATE TABLE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장을 참조하십시오. 이 절에서는 샘플 데이터

베이스에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CREATE TABLE문의 예를 살펴보겠습니

다. 이 예를 템플리트로 사용하고 표 2-1과 2-2에서 데이터 유형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간단

한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CREATE TABLE의 완전한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2.
1절을 참조하십시오. 

CREATE TABLE parts

 (partno Char(4) NOT NULL PRIMARY KEY,

  description Varchar(20),

  qonhand Integer,

  qonorder Integer);

CREATE TABLE quotations

  (suppno Char(3) NOT NULL,

  partno Char(4) NOT NULL,

  price Integer,

  responsetime Integer,

  PRIMARY KEY (suppno, partno) );

CREATE TABLE orders

  (suppno Char(3) NOT NULL,

  partno Char(4) NOT NULL,

  quantity Integer,

  orderdate Date);

CREATE TABLE suppliers

  (suppno Char(3) NOT NULL PRIMARY KEY,

  name Varchar(35),

  address Varchar(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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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에서 알 수 있듯이 CREATE TABLE문에는 각 컬럼에 지정된 데이터 유형을 포함한 괄

호로 묶인 컬럼 이름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컬럼이 널(NULL) 값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컬
럼의 데이터 유형 다음에 NOT NULL절이 지정됩니다. 선택적 PRIMARY KEY절은 테이블

의 기본 키를 구성하는 컬럼을 식별합니다. 또한 기본 키의 일부로 식별되는 모든 컬럼에

는 NOT NULL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

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CREATE TABLE문에 테이블 이름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새 테이블에 현재 AuthID와 동

일한 스키마 이름이 부여됩니다. 또한 다음 예와 같이 ACCOUNTS 스키마에 테이블을 작성

하는 명시적 스키마 이름이 테이블에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CREATE TABLE accounts.receivable

 (invoiceno Char(6) NOT NULL PRIMARY KEY,

  customername Varchar(20),

  address Varchar(50),

  amountdue Decimal(8,2) NOT NULL,

  datebilled Date NOT NULL,

  datedue Date NOT NULL);

CREATE TABLE문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스키마(명시적으로 또는 디폴트로)를 참조하는 

경우, 스키마가 내재적으로 작성됩니다. 
테이블을 작성할 때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 TABLES라는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 저장

되고 이 테이블의 컬럼에 대한 설명이 COLUMNS라는 카탈로그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2.6.2 테이블 변경
ALTER TABLE문은 기존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하거나 기존 컬럼 유형 Varchar의 길이를 늘

릴 수 있습니다. 컬럼이 테이블에 추가되면 테이블의 모든 기존 행은 새 컬럼에 대해 디폴

트값을 수신합니다. 또한 ALTER TABLE문을 사용하여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는 값에 대한 

제한조건을 추가 또는 삭제하고 테이블의 특정 등록 정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CREATE 
TABLE의 경우와 같이 ALTER TABLE문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령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7장을 참조하십시오. 7장을 읽을 때 쯤이면 제한조건에 대해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ALTER TABLE문의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2.2절을 참조하십시

오.)
ACCOUNTS.RECEIVABLE 테이블을 작성한 후 회계 부서에서 STATUS라는 이름의 컬럼

을 테이블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명령문을 통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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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 TALBE accounts.receivable

 ADD COLUMN status Varchar(18);

ALTER TABLE문에 다른 디폴트값이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ALTER TABLE문이 실행될 

때 ACCOUNTS.RECEIVABLE 테이블의 모든 기존 행은 새 STATUS 컬럼에 대해 널(NULL) 
값을 수신합니다.

차후 회계 부서에서 Varchar(18) 데이터 유형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명령문을 사용하여 STATUS 컬럼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ALTER TABLE accounts.receivable

 ALTER COLUMN status SET DATA TYPE Varchar(32);

2.6.3 테이블 이름 바꾸기
다음 구문을 사용하여 기존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RENAME TABLE product.discounts TO bargains;

RENAME TABLE expenses TO budget;

테이블의 이름이 바뀌어도 스키마 이름은 원래대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WILSON
에 의해서 실행될 경우, 위의 두 번째 예에서 테이블 이름은 WILSON.EXPENSES에서 WILS
ON.BUDGET으로 변경됩니다. 

테이블의 이름이 바뀌어도 테이블에 정의된 인덱스는 그대로 유지되며 테이블에 대한 

특권을 가진 사용자는 특권을 그대로 보유합니다. 그러나 이 테이블을 사용하는 응용프로

그램(패키지)은 유효하지 않게 되고 새 이름을 사용하려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테이블이 다음 중 한 가지 특성을 가질 경우 테이블의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1. 뷰 정의에 참조되었습니다(2.6.5절 참조).

2. 점검 제한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7.1.4절 참조).

3. 참조 무결성 관계에서 상위 테이블이거나 하위 테이블입니다(7.1.6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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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리거가 첨부되어 있거나 트리거가 테이블을 참조합니다(7.3절 참조).

2.6.4 별명 작성
PARTS 테이블에 대해 작용하는 새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개발 과

정에서 실제 부품 재고에 있는 프로덕션 데이터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테스트 테이블

에 대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디버그하고 프로덕션으로 

진행할 준비가 되면 프로그램을 실제 PARTS 테이블에서 작용하도록 쉽게 전환하고자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프로덕션에 투입된 후라도 프로그램의 논리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이 작용하는 테이블을 종종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소스 프로그램은 언제든 편집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모든 테이블 이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 프로세스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

다. UDB는 프로그램이 작용하는 테이블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별명을 제공합니다. 별
명이란 별명의 목표인 테이블 이름을 대체하는 다른 테이블 이름일 뿐입니다. SQL문에 별

명을 사용하는 것은 목표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별명은 쉽게 변경이 가능하므로 

별명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테이블로 쉽게 경로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EST.PARTS와 PRODUCT.PARTS라는 두 개의 테이블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두 테이블 중 하나를 목표로 하는 별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CREATE ALIAS parts FOR test.parts;

PARTS라는 이름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을 데이터베이스에 바인드하면 PARTS라는 이름은 별명으로 해석되어 목표 테이블 TEST.
PARTS로 분석됩니다. 프로그램을 프로덕션에 투입할 준비가 되면 다음 명령문을 사용하여 

별명의 목표를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DROP ALIAS parts;

CREATE ALIAS parts FOR product.parts;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프로그램이 프로덕션 테이블에서 작용할 

수 있으려면 프로그램을 리바인드해야 합니다. REBIND 명령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명시

적으로 리바인드하거나 리바인드가 내재적으로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프

로그램이 별명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명의 목표가 변경되면, 프로그램을 

다시 사용할 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새 목표에 프로그램을 리바인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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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TABLES 카탈로그 테이블의 별명 예 

CREATE ALIAS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명의 목표는 실제 테이블, 뷰 또는 다른 별명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목표가 존재하지 

않아도 별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별명은 단순히 별명 이름과 목표 이름의 동일성을 선언

하는 것입니다. SQL문에 별명이 참조되면 목표가 존재해야 하고 별명이 사용되는 컨텍스

트에 적합해야 합니다. 별명의 목표가 또 다른 별명일 경우, 실제 테이블이나 뷰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분석됩니다. 
CREATE ALIAS문에서 별명 이름과 목표 이름이 모두 규정되거나 규정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규정되지 않은 이름에는 현재 AuthID와 동일한 내재된 스키마 이름이 부여됩니다. 따
라서 다음은 모두 유효한 명령문입니다.

CREATE ALIAS t1 FOR t2;

CREATE ALIAS s3.t3 FOR t4;

CREATE ALIAS t5 FOR s6.t6;

CREATE ALIAS s7.t7 FOR s8.t8;

현재 정의되어 있는 모든 별명은 카탈로그 테이블에 TABLES라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별명을 나타내는 TABLES의 각 행은 TYPE 컬럼에 “A”라는 코드를 갖습니다. 이 코드는 별

명 이름을 TABSCHEMA와 TABNAME에 기록하고 목표 이름을 BASE_TABSCHEMA와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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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_TABNAME에 기록합니다. 따라서 위의 네 가지 별명이 사용자 Jones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 그림 2-2와 같이 이들 별명은 TABLES에 네 개의 행으로 표시됩니다.

2.6.5 뷰 작성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 중 하나는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해서 모든 사용자가 같은 방

법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제 테이블에 대해 직접 작업하고, 또 일부는 실제 테이블에서 파생된 가상 테이블인 뷰에 

대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사람의 사용자가 직원에 관한 데이터 테이블을 공

유할 수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자신에게 보고하는 직원만을 조회하고, 다른 사용자는 모든 

직원을 조회하지만 이들의 급여는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는 각 부서의 평균 급여

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뷰는 응용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도구로서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제어를 제공합니다.
쿼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파생된 테이블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리턴하

는데, 이것이 바로 뷰입니다. SQL은 이점에 착안하여 뷰 작성을 쿼리를 작성하는 것만큼 쉽

게 만들어준 최초의 언어입니다. SQL로 뷰를 작성하려면 뷰를 정의하는 쿼리를 작성하여 

뷰의 컬럼 이름을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이름을 쿼리에서 파생시킬 수 없는 경우). UDB
에서 CREATE VIEW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쿼리의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4.9
절을 참조하십시오.)

CREATE VIEW문의 뷰 이름은 규정되거나 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정되지 않을 경

우, 현재 AuthID(정적 SQL의 경우 프로그램을 바인드한 사용자 ID이고, 동적 SQL의 경우에

는 현재 실행 중인 사용자 ID)와 동일한 디폴트 스키마 이름이 부여됩니다. 
뷰의 컬럼 이름은 뷰 이름 다음에 나열됩니다. 모든 컬럼 이름을 뷰를 정의한 쿼리에서 

파생시킬 수 있는 경우, 컬럼 이름 목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예: 각 컬럼에 쿼리의 SELECT
절에 있는 이름이 부여되거나 각 컬럼이 하위 테이블의 컬럼에서 직접 파생된 경우).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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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VIEW문에 사용된 쿼리에 호스트 프로그램 변수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이는 뷰 정의가 호스트 프로그램과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 책의 예제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뷰의 예입니다.

• 뷰 FAST_QUOTES에는 응답 시간이 10일 미만인 모든 견적이 포함됩니다.
CREATE VIEW fast_quotes AS

 SELECT suppno, partno, price, responsetime

 FROM quotations

 WHERE responsetime < 10;

• 뷰 LOW_PRICES는 각 부품에 대한 최저 견적 가격을 나열합니다. 
CREATE VIEW low_prices(partno, minprice) AS

 SELECT partno, min(price)

 FROM quotations

 GROUP BY partno;

• 뷰 OLD_ORDERS는 공급업체의 이름과 부품 설명을 포함하여, 두 달을 초과한 주문을 모두 

나열하는 세 개의 테이블을 조인합니다. 뷰의 컬럼 이름은 하위 테이블의 컬럼 이름에서 파

생됩니다. 
CREATE VIEW old_orders AS

 SELECT o.partno, o.quantity, o.orderdate,

 s.name, p.description

 FROM orders AS o, suppliers AS s, parts AS p

 WHERE s.suppno = o.suppno

 AND p.partno = o.partno

 AND o.orderdate + 2 MONTHS < CURRENT DATE;

• 특수 레지스터 USER에 기초하여 뷰를 정의하면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뷰에는 테이블에 대한 시스템 카탈로그 정보와 뷰의 사용자가 작성한 뷰가 포함됩니다. 
CREATE VIEW mytables AS

 SELECT tabschema, tabname

 FROM syscat.tables

 WHERE definer = USER;

• 뷰를 정의하는 쿼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전혀 액세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뷰는 리터럴 

테이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CREATE VIEW collarsizes(numeric, descriptive) AS

 VALUES (14, ‘Small’), (15, ‘Medium’), (16, ‘Large’);

실제 테이블, 다른 뷰 또는 테이블과 뷰의 혼합에 대해 작용하는 쿼리로 뷰를 정의할 수 



88 2.  기본사항

있습니다. SQL문이 뷰를 참조하면 이 뷰의 정의는 SQL문에 “병합”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대

해 처리되는 새로운 명령문을 만들어냅니다. 뷰에 대한 모든 조작은 궁극적으로 실제 테이

블에 대한 조작에 맵핑되므로 뷰의 컬럼은 하위 테이블의 컬럼으로부터 그 특성(예: 데이터 

유형 및 NOT NULL)을 상속 받습니다. 실제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뷰에 의해 정의되는 가상 

테이블에는 원래 행의 순서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뷰에서 행을 검색하는 SQL문에 

원하는 순서를 지정하는 ORDER BY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읽기 전용 뷰

다른 뷰는 갱신 가능한 데 비해 일부 뷰는 구조 때문에 읽기 전용인 경우가 있습니다. 읽기 

전용 뷰는 쿼리만 가능한 반면, 갱신 가능한 뷰는 INSERT, UPDATE 및 DELETE문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뷰의 각 행을 실제 테이블의 한 행에 고유하게 맵핑할 수 있을 

경우, 뷰는 갱신 가능합니다. 이로써 시스템은 뷰에 대한 삽입, 삭제 및 갱신을 하위 테이블

의 동일한 조작에 맵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쿼리 기능 중 하나가 가장 외부 레벨에서 뷰 정

의에 사용되는 경우(즉, 서브쿼리가 아님),  뷰는 읽기 전용입니다. 

• VALUES, DISTINCT, GROUP BY, HAVING 또는 기타 컬럼 함수

• 조인

• 읽기 전용 뷰에 대한 참조

• 테이블 함수에 대한 호출(5.3절 참조)

• UNION, INTERSECT 또는 EXCEPT(단, UNION ALL을 사용하여 정의된 뷰는 제외됩니다. 이 

뷰의 해당 컬럼이 동일한 데이터 유형(길이와 디폴트값 등)을 갖는 경우, UPDATE 및 DELE
TE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한조건을 전제로 SELECT, INSERT, DELETE, UPDATE, DECLARE CURSOR 
또는 CREATE VIEW문에서 테이블 이름 대신 뷰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명령문에 

대한 구문 다이어그램에서 테이블 이름은 “테이블 또는 뷰의 이름”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뷰가 갱신 가능할지라도 해당 컬럼 중 일부는 하위 테이블의 컬럼에 직접 맵핑되지 않기 

때문에 갱신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문은 ALLPARTS라는 갱신 가능한 

뷰를 정의합니다. 이 뷰에서 PARTNO 및 DESCRIPTION 컬럼은 갱신 가능하지만 TOTALQ 
컬럼은 갱신 불가능합니다. 

CREATE VIEW allparts (partno, description, totalq) AS

 SELECT partno, description, qonhand + qonorder

 FROM parts;

뷰의 행을 삽입, 삭제 또는 갱신할 때 실제로는 하위 테이블의 행에 대해 작업 중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뷰에서 행을 삭제하면 뷰에는 보이지 않는 컬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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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포함하여 하위 테이블 행의 모든 정보가 삭제됩니다. 마찬가지로 뷰에 행을 삽입하면 

뷰에는 보이지 않는 하위 테이블의 모든 컬럼에 디폴트값이 수신됩니다. (이들 컬럼 중 일

부가 디폴트값을 갖지 않을 경우에는 행을 뷰에 삽입할 수 없습니다.) 
각 뷰의 정의는 VIEWS라는 카탈로그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또한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

는 거의 모든 위치에서 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뷰는 TABLES 카탈로그 테이블에 설

명되고 각 뷰의 컬럼은 COLUMNS 카탈로그 테이블에 설명됩니다. 

CHECK 옵션

이전에 설명한 FAST_QUOTES 뷰를 사용하여 다음 명령문을 실행한다고 가정합니다.

INSERT INTO fast_quotes(suppno, partno, price, responsetime)

 VALUES(‘S51’, ‘P221’, 3000, 20);

이 명령문은 응답 시간이 20일인 견적을 나타내는 행을, 응답 시간이 10일 미만인 견적만

이 정의에 포함되는 뷰에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행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 FAST_QUOTES 뷰는 읽기 전용으로 만드는 등의 쿼리 기능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시

스템은 지정된 행을 하위 QUOTATIONS 테이블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AST_QUOT
ES 뷰에 대한 쿼리가 INSERT 바로 뒤에 올 경우, 새 행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규

정 문제, 즉 뷰를 통해 결과를 볼 수 없는 삽입 및 갱신을 뷰가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UDB를 사용하면 각 행의 작성자는 점검 옵션이라는 기능을 통해 이런 규정 문제에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점검 옵션을 사용하여 뷰를 작성하는 경우, 뷰를 사용하여 삽입 또는 갱신

되는 각 행은 뷰 정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SQL문을 통해 삽입 또는 갱신된 행이 뷰 정의

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SQL문으로 수행한 모든 변경이 롤백되고 명령문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뷰에 삽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뷰에서 검색할 수 있으므로 점검 옵션을 사용하

여 정의된 뷰를 대칭적 뷰라고 합니다.
2.6.5절의 구문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점검 옵션에는 연쇄와 로컬의 두 가지 형태

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뷰가 또 다른 뷰에 대하여 정의된 경우에만 의미를 갖습니다. 
VIEW1이라는 뷰가 쿼리를 통해 VIEW2라는 또 다른 뷰에 대해 정의된 경우, VIEW2를 하위 

뷰라고 합니다. VIEW1이 로컬 점검 옵션을 사용하여 정의되면 VIEW1에 대한 조작은 VIEW
1과 점검 옵션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하위 뷰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점검 옵션

을 갖지 않은 하위 뷰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VIEW1이 연쇄 점검 

옵션을 사용하여 정의되면 점검 옵션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VIEW1에 대한 

모든 조작은 VIEW1과 모든 하위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CREATE VIEW문이 단순히 

WITH CHECK OPTION만을 지정하는 경우, 디폴트값은 연쇄 점검 옵션입니다. CREATE VIE
W에서 점검 옵션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점검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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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불능 뷰

뷰는 보통 하나 이상의 테이블, 뷰 또는 별명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 쿼리에 의해 정의됩

니다. 뷰 V의 정의에 사용되는 테이블, 뷰 및 별명을 V의 하위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뷰가 

정의되면 시스템은 하위 오브젝트에서 뷰 정의자의 특권을 점검하여 정의자에게 뷰에 대

한 해당 특권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뷰 정의자에게 뷰의 하위 테이블에서 SELECT문과 

INSERT문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었는데 뷰가 뷰 정의로 인해 읽기 전용이 아닌 경우, 정
의자는 뷰에 대해서도 SELECT 및 INSERT 특권을 수신합니다. 

뷰의 하위 오브젝트 중 하나가 사라지거나 뷰 정의자가 하위 오브젝트에 대한 특권을 상

실하는 경우, 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

기 때문에 뷰의 정의가 자동 삭제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필요 이상으로 가혹한 결정입니

다. 예를 들어, 별명의 정의가 한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로 변경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런 일로 인해 시스템이 별명을 참조하는 뷰의 정의에 대한 기록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도 

불행한 동시에 위험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U가 일시적으로 테이블 T에 대한 특권

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 시스템이 테이블 T를 참조하는 사용자 U가 정의한 모

든 뷰의 정의를 잊어버린다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UDB는 상실된 특권이나 오브젝트에 의존하는 뷰에 대해 좀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합니

다. UDB에서는 이러한 뷰를 작동 불능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태로 처리합니다. 작동 불능 

뷰의 정의는 VIEWS 카탈로그 테이블에 보유되며 뷰의 작동 불능 상태는 컬럼 VALID = ‘X’
로 표시됩니다. 작동 불능 뷰에 작용하는 모든 SQL문(뷰 삭제 또는 뷰 재작성은 제외)은 오

류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VIEWS 카탈로그 테이블에서 뷰의 정의를 검색하여 이 정

의를 새 CREATE VIEW문에서 사용함으로써 작동 불능 뷰를 정상 상태로 리스토어할 수 있

습니다. 다음의 SQL문은 현재 사용자가 정의한 모든 작동 불능 뷰의 정의를 VIEWS 테이블

에서 검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LECT viewschema, viewname, seqno, text

FROM syscat.views

WHERE valid = ‘X’

AND definer = USER

ORDER BY viewschema, viewname, seqno;

기존의 작동 불능 뷰와 동일한 스키마 이름과 뷰 이름을 사용하여 뷰를 작성하는 CREATE 
VIEW문을 실행하면 새 뷰가 작동 불능 뷰를 대체합니다. 이는 뷰의 이름이 이미 존재하는 

뷰의 이름과 중복되는 경우 뷰를 정의할 수 없다는 일반 규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사항입니

다. 뷰가 작동 불능이 되면 뷰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특권이 취소되므로 뷰의 정의자

는 작동 불능 뷰를 재작성한 후 관련 특권을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 작동 불능 뷰의 정의는 

DROP VIEW문을 사용하여 VIEWS 카탈로그 테이블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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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인덱스 작성
인덱스는 테이블에 있는 하나 이상의 컬럼을 인덱스의 키 컬럼으로 사용하여 테이블에 작

성하는 액세스 지원 도구입니다. 인덱스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는 키 컬럼의 값을 기초로 테이블의 행을 찾을 수 있는 빠른 방법입니다. 인덱스는 

특정한 컬럼 값이나 값의 범위를 검색하는 쿼리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쿼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인덱스에서 발견되어 실제 테이블에 액세스할 필요

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2. 인덱스는 키 컬럼의 고유성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키 컬럼에 대해 테이블

의 두 행이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3. 인덱스는 항상 키 컬럼 값에 기초하여 테이블의 행에 논리적 순서를 제공합니다. 순서는 각 

컬럼에서 오름차순이 되거나 내림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인덱스의 순서지정 특성은 ORDER 
BY 및 GROUP BY절을 사용하여 쿼리를 처리할 때와 몇몇 조인 알고리즘에서 유용합니다. 
물론 인덱스가 지원하지 않는 ORDER BY 또는 GROUP BY를 포함하는 쿼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단순히 쿼리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만을 정렬합니다. 

4. 인덱스는 테이블에 클러스터링 특성을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테이블의 행이 인덱스 키의 

순서에 따라 실제 스토리지에 정렬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액세스 플랜을 선택할 때 옵

티마이저에 유용한 특성입니다. 모든 인덱스가 논리적 순서를 제공하는 반면,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테이블의 행에 물리적 순서를 제공합니다.

컬럼의 여러 가지 조합을 키로 사용하여 테이블에 원하는 만큼 인덱스를 작성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각 인덱스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수반합니다. 각 인덱스는 키 값을 복제하고 

디스크에서 약간의 스페이스를 점유하기 때문에 그 중 일부는 스페이스 소비가 발생합니

다. 또 다른 비용 손실로 테이블을 수정할 때마다 테이블이 정의된 모든 인덱스에 이를 반

영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삽입, 삭제 및 갱신 조작의 성능 저하를 들 수 있습니다. 데이

터베이스에 유지보수할 최적의 인덱스 세트를 찾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는 기술입

니다. 다행히도 관계형 모델의 데이터 독립성은 응용프로그램을 다시 코딩하지 않고도 사

용 패턴의 변경에 따라 인덱스를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옵티마이저는 쿼리 

실행 시 존재하는 인덱스를 활용하여 쿼리를 처리할 방법을 찾습니다. 

인덱스는 CREATE INDEX문을 통해 작성되며 이 명령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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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CREATE INDEX i1 ON suppliers(name);

CREATE UNIQUE INDEX i2 ON quotations(partno, suppno);

CREATE INDEX i3 ON quotations(partno ASC, price DESC);

키워드 ASC와 DESC는 각각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을 나타냅니다.
한 컬럼 또는 컬럼 세트의 값에 대한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7.1절에서 설명

한 대로 컬럼에 대한 고유 제한조건이나 기본 키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본 키나 고유 제

한조건을 선언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관련 컬럼에 대해 고유 인덱스를 작성합니다. 따라

서 사용자는 INDEXES 카탈로그 테이블의 SYSTEM_REQUIRED 컬럼을 보면 시스템이 어떤 

인덱스를 사용하여 제한조건을 시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컬럼 세트에 사용자의 고유 인덱스를 작성하는 것은 같은 컬럼에 고유 제한조건을 선언

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고유 제한조건을 갖는 컬럼에서는 NOT NU
LL을 선언해야 합니다. 즉, 이들 컬럼은 널(NULL) 값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고유 인덱

스는 컬럼이 널(NULL) 값을 갖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 대신 고유 인덱스는 널(NULL)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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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값과 마찬가지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SERIALNO라는 컬럼에 고유 인덱스를 작성

하는 경우, 이 컬럼은 최대 한 개의 널(NULL) 값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비고유 값을 갖

는 컬럼 세트에 고유 인덱스를 작성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인덱스 작성에 실패합니다.
CREATE INDEX문은 UNIQUE 특성을 함께 지정하는 경우에만 INCLUDE절을 가질 수 있

습니다. INCLUDE절은 값이 키 컬럼과 함께 인덱스에 저장되는 일부 추가 컬럼의 이름을 지

정합니다. 고유성은 키 컬럼에만 적용되며 INCLUDE절의 추가 컬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

다. 추가 컬럼이 있으면 인덱스의 스토리지 요구사항도 증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쿼리

의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인덱스에서 찾을 수 있어 실제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를 불

필요하게 만들어 실행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CLUSTER절은 인덱스를 클러스터링 인덱스로 선언하여 인덱스 키와 같거나 거의 같은 

값을 갖는 행들이 실제 스토리지에서 근접하게 저장됨을 의미합니다. 클러스터링 인덱스

는 시스템이 실제 페이지를 최소한으로 페치하면서 테이블의 모든 행을 스캔할 수 있는 방

안을 제공합니다. 인덱스가 클러스터링 인덱스로 식별된 경우, UDB는 새 행이 테이블에 삽

입될 때 인덱스의 클러스터링 특성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PCTFREE절은 차후에 있을 삽입 및 갱신이 가능하도록 인덱스를 처음 작성할 때 인덱스

의 각 페이지에서 지정된 여유 공간 비율을 유지하도록 시스템에 지시합니다. 여유 공간의 

디폴트 양은 10%입니다. 인덱스는 여유 공간이 사용되어도 최소한의 성능 저하만 있을 뿐 

기능은 계속 실행되므로 이 절은 성능 최적화만을 위한 것입니다.
UDB는 인덱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인덱스는 17개 이상의 키 컬럼을 가질 수 없습니다. 

• 키 컬럼 길이의 합(시스템 오버헤드에 대비한 소량의 여유분 포함)은 255바이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키 컬럼의 데이터 유형이 대형 오브젝트(LOB) 유형 또는 대형 오브젝트(LOB) 유형에 기초

한 구별 유형이어서는 안됩니다. (이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조하십시오.)

• 동일한 인덱스 키에서 컬럼을 두 번 이상 표시할 수 없습니다.

• 키(컬럼의 순서 등)가 완전히 똑같은 인덱스를 두 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테이블은 하나의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다중 노드 병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파티션 키를 사용하여 여러 노드로 테이블을 분

산시킬 경우, 테이블에 대한 모든 고유 인덱스에 파티션 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10.2.2절 

참조).

추가 정보: 인덱스를 작성한 후 옵티마이저가 인덱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수집 방법은 제어 센터 표시화면에서 인덱스 테이블을 선택하

고 10.3.7절에서 설명한 대로 통계 실행 조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테이블에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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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지기 전에는 테이블에 대한 통계 정보를 수집하면 안됩니다.

2.6.7 스키마 작성
2.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스키마는 CREATE SCHEMA문을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작성하거

나 스키마 이름이 기존 스키마와 일치하지 않는 오브젝트를 작성하여 내재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CREATE SCHEMA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3)

예:
CREATE SCHEMA geometry;

CREATE SCHEMA planning AUTHORIZATION citymgr;

스키마 이름은 최대 여덟 문자로 구성되는 단일 이름입니다. “SYS”로 시작하는 스키마 

이름은 시스템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스키마 이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AUTHORIZA
TION절의 사용자 ID가 스키마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부여된 스키마 이름으로 오브젝트를 작성하여 내재적으로 스키마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 CREATE SCHEMA문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유는 스키마에 대한 액세스 제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작성되는 스키마는 소유

자를 가지는데 AUTHORIZATION절에 지정되는 사용자 ID가 이 소유자가 됩니다. (AUTHO
RIZATION절이 없을 경우, CREATE SCHEMA문을 실행할 때 사용된 AuthID가 소유자입니

다.) 스키마의 소유자는 스키마에서 오브젝트를 작성, 변경 및 삭제하고, 스키마를 삭제하

며 이러한 특권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스키마와 스키마의 모

든 오브젝트에 대한 일체의 제어권을 가지려면 스키마를 명시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내재적으로 작성된 스키마는 가공의 사용자 SYSIBM이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

다. 모든 사용자가 내재적으로 작성된 스키마에 오브젝트를 작성할 수 있고 오브젝트를 작

성한 사용자가 스키마의 오브젝트를 제어합니다. 내재적으로 작성된 스키마는 데이터베이

스 관리자만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3) 여기 제시된 구문 외에 UDB는 테이블과 기타 오브젝트를 스키마와 동시에 작성할 수 있는 확장 CREATE SCH
EMA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구문의 모든 기능은 다른 명령문에 의해 처리되므로 이 책에서는 설명하지 않겠

습니다. 확장 구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QL 참조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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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오브젝트 삭제
테이블, 뷰 및 기타 오브젝트는 DROP문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

다. 다음 다이어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구문을 보여줍니다. 이 

오브젝트 중 일부는 이 장에서 설명하고 함수와 트리거 등 기타 오브젝트는 이후 장에서 설

명하겠습니다. 

예:
DROP TABLE accounts.receivable;

DROP VIEW overdue;

DROP PACKAGE payroll;

DROP SCHEMA accounts RESTRICT;

보통 DROP문의 오브젝트 이름에 명시적 스키마 이름이 없는 경우, 현재 AuthID와 동일한 

내재적 스키마 이름이 부여됩니다. 물론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과 같은 내장 오브젝트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스키마를 삭제하기 전에 스키마의 모든 오브젝트를 삭제해야 합니다. (DROP SCHEMA문

의 키워드 RESTRICT를 보면 이 규칙이 기억 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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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뷰 또는 인덱스와 같은 오브젝트를 삭제하면 삭제한 오브젝트에 의존하는 다른 

오브젝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뷰 정의에 사용되는 테이블을 삭제하는 경

우 이 뷰 정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며, 패키지가 사용 중인 인덱스를 삭제하는 경우 

이패키지를 다시 실행하기 위해서는 패키지를 리바인드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속 오브젝트를 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삭제된 인덱스에 의존하는 패키지

가 다른 액세스 플랜을 사용하도록 자동으로 리바인드됩니다.) 오브젝트를 삭제하면 종속 

오브젝트까지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을 삭제하면 이 테이블에 정의

된 모든 인덱스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다른 오브젝트가 삭제하려는 오브젝트와 의존 관

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브젝트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종속성은 이 책에서 아직 설명하

지 않은 여러 가지 유형의 오브젝트가 관련되는 복잡한 주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7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6.9 오브젝트에 주석 달기
UDB 데이터베이스 내의 여러 오브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의 대부

분은 최대 254문자까지 설명 주석을 입력할 수 있는 REMARKS라는 컬럼을 갖습니다. 표 2-4
에는 주석을 달 수 있는 오브젝트의 유형과, 주석이 저장되는 카탈로그 테이블의 이름이 요

약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오브젝트 유형 중 제한조건, 데이터 유형, 테이블 스페이스 

및 트리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하위 테이블의 뷰인 카탈로그 테이블은 SYSCAT 
스키마에 있습니다. (카탈로그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D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구문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듯이 COMMENT문을 사용하여 여러 유형의 오브젝트에 

대한 주석을 카탈로그 테이블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석의 텍스트는 254문자를 초

과하지 않는 문자열 상수여야 합니다. 다이어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COMMENT ON TABLE
은 테이블이나 뷰에 대한 주석을 입력할 때 사용되며, 한 번에 테이블 또는 뷰의 여러 컬럼

에 주석을 달려면 특별한 형태의 COMMENT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 2-4: 여러 유형의 오브젝트에 대한 주석을 포함하는 카탈로그 테이블

오브젝트의 유형 주석을 포함하는 카탈로그 테이블

별명 TABLES

테이블 또는 뷰의 컬럼 COLUMNS

제한조건 TABCONST

데이터 유형 DATATYPES

함수 FUNCTIONS

인덱스 IND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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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여러 유형의 오브젝트에 대한 주석을 포함하는 카탈로그 테이블 (계속)

오브젝트의 유형 주석을 포함하는 카탈로그 테이블

노드 그룹 NODEGROUPS

패키지 PACKAGES

프로시저 PROCEDURES

스키마 SCHEMATA

테이블 또는 뷰 TABLES

테이블 스페이스 TABLESPACES

트리거 TRIG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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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COMMENT ON PACKAGE finance.payroll

   IS ‘Salary schedule effective 1-1-98’;

COMMENT ON COLUMN quotations.respons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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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Response time in days’;

COMMENT ON quotations

   (price IS ‘Price in cents, 100 = one dollar’,

    responsetime IS ‘Response time in days’);

2.6.10 정규화
지금까지는 주어진 데이터의 콜렉션을 표시하도록 테이블 세트를 제대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정규화라는 문제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

지 않습니다. 정규화는 각 “사실”이 정확히 한 번씩 표시되도록 테이블을 설계하는 프로세

스입니다. 스토리지를 절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있을 수 있는 만약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같은 사실을 여러 번 표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에서는 

정규화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사실의 중복 표시를 방지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샘플 데이터베이스의 한 부분을 검토해 보

겠습니다. PARTS 테이블의 다음 세 컬럼을 참조하십시오.

PARTS 

부품 번호가 부품을 고유하게 식별한다는 것은 테이블의 사용자가 이해하는 이 테이블

의 의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제공된 부품 번호의 경우 지정된 시간에 한 가지 설명과 보

유 중인 한 가지 수량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품 번호가 설명과 보유 수량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샘플 테이블에서는 PARTNO가 유일하게 다른 컬럼을 결정하는 컬럼입니

다. 예를 들어, “Gear”에 대한 설명이 둘 이상의 부품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DESCRIPTION 컬
럼은 PARTNO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한 컬럼 또는 컬럼 세트가 또 다른 컬럼이나 컬럼 세트를 결정하면 이를 함수 의존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함수 의존성은 아래와 같이 화살표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PARTNO -> {DESCRIPTION, QON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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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의존성의 화살표 왼쪽 컬럼을 총칭하여 결정자라 하고 화살표 오른쪽의 컬럼을 종

속자라고 합니다. 함수 의존성이 데이터의 의미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과 항상 지속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위에서 설명한 함수 의존성은 “각 부품 번호가 

지금 당장 한 가지 설명만을 갖는다”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품 번호도 둘

이상의 설명을 갖지 않는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테이블의 내용을 보고 함수 의

존성을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의존성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원시 소재처럼 기

본 요소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중복 값을 허용하지 않는 컬럼이나 컬럼 세트를 나타내는 기본 키는 친숙한 용어일 것입

니다. 기본 키는 중복 값을 가질 수 없으므로 모든 기본 키 값은 테이블의 행을 고유하게 식

별합니다. 다시 말해, 기본 키 컬럼이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테이블에

는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결정하는 특성을 갖는 컬럼 세트가 둘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을 갖는 (또한 모든 컬럼에서 이 특성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각 컬럼 세

트를 후보 키라고 합니다. 기본 키로 선언되었는지의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제 데이터

베이스의 PARTS 테이블에서는 PARTNO가 유일한 후보 키입니다. 
키와 정규화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아래 QUOTATIONS 테이블의 컬럼을 살펴보

겠습니다. 

QUOTATIONS

공급업체 번호와 부품 번호가 제공된 이 테이블에서 해당 부품에 대해 공급업체가 제시

한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PRICE 컬럼이 SUPPNO와 PARTNO 컬럼의 조합에 함수적으

로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함수 의존성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정자는 항상 자신을 과소 평가하기 때문에 SUPPNO와 PARTNO 컬럼을 화살표 오

른쪽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SUPPNO, PARTNO} -> PRICE

QUOTATIONS 테이블에는 후보 키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결

정하는 단 하나의 최소 컬럼 세트입니다. 이 후보 키는 또한 앞서 설명한 함수 의존성에서 

결정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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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와 QUOTATIONS 테이블은 모두 중요한 특성을 갖습니다. 각 테이블에 존재하는 

유일한 함수 의존성이 후보 키에 대해 테이블의 모든 컬럼이 갖는 의존성이라는 점입니다.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 특성을 갖지 않는 테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PARTS와 QUOT
ATIONS 테이블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INVQUOTES라는 하나의 테이블로 결합되는 데이터

베이스 설계를 가정합니다. 

INVQUOTES 

INVQUOTES 테이블의 함수 의존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의존성의 왼쪽 부분을 오른

쪽에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PARTNO -> {DESCRIPTION, QONHAND}

{PARTNO, SUPPNO} -> {DESCRIPTION, QONHAND, PRICE}

INVQUOTES 테이블을 잘 살펴보면 좀 모호한 특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품 번호 P208이 Gear라는 사실이 두 번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부품에 대한 새

로운 견적 가격이 테이블에 추가될 때마다 이 사실은 다시(중복되어) 표시됩니다. 사실에 

대한 이러한 중복 표시는 테이블이 갱신될 경우 성가신 일이 될 뿐 아니라 스토리지도 낭비

합니다. 예를 들어, 부품 번호 P208에 대한 설명이 Gear에서 Cogwheel로 변경될 경우, 이 사

실이 표시되는 모든 위치를 찾아 갱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INVQUOTES 테이블에는 또 다른 결점이 있습니다. 부품 번호 P285에는 현재 견적 가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SUPPNO와 PRICE 컬럼에서는 이 부품에 대해 널(NULL)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공된 부품 번호를 갖는 행 수를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제공된 부

품에 적용 가능한 가격 견적의 수를 찾아낼 수 없게 됩니다. 더욱 나쁜 것은 첫 번째 견적이 

부품 번호 P285에 도달하면 새 행을 삽입하는 대신 기존 행을 갱신하여 테이블에 이 사실을 

삽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공된 부품에 대한 첫 번째 견적을 다른 견적과 다르게 처리해

야 한다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며 비합리적입니다.
공급업체 번호 S53이 부품 번호 P207을 공급하기로 한 견적을 취소하는 경우, 또 다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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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통 견적을 나타내는 행을 삭제하면 테이블에서 견적이 삭제되지

만, 공급업체 번호 S53은 부품 번호 P207에 대한 유일한 공급업체이므로 이 행을 삭제할 경

우에는 부품 번호 P207이 Gear라는 점과 75개를 보유 중이라는 정보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공된 부품에 대한 최종 견적의 삭제는 특수한 경우로 

처리하여 SUPPNO와 PRICE 컬럼에 널(NULL) 값을 삽입해야 합니다.
이제 INVQUOTES 테이블이 좋지 못한 테이블 설계의 한 예라는 점을 인식하셨을 것입니

다. 상식적으로도 이 문제가 사실의 중복 표시로 인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규화 

이론은 올바른 테이블 설계를 위해 우리의 상식을 규칙 세트로 법제화하려는 것입니다. 다
수의 표준 형식(Normal Form)이 올바른 테이블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정의되어 있습

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표준 형식 중 SQL의 공동 개발자인 Raymond Boyce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고안한 E. F. Codd가 공동으로 정의한 Boyce_Codd Normal Form(BCNF)에 대해서만 논

의하겠습니다. BCNF는 다소 비공식적이지만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의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일 경우에만 테이블이 Boyce-Codd Normal Form입니다. 

INVQUOTES 테이블의 경우에는 결정자가 테이블에 대한 후보 키가 아닌 함수 의존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이 BCNF가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함

수 의존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PARTNO -> {DESCRIPTION, QONHAND}

이 함수 의존성이 바로 INVQUOTES 테이블 오류의 핵심입니다. 테이블의 여러 행에 “사
실”이 반복적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INVQUOTES 테이블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정자가 PARTNO인 함수 의존성을 자체 테이블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PARTS와 

QUOTATIONS를 두 개의 개별 테이블로 만들고자 한 원래의 설계로 돌아가게 되고 이 둘은 

각각 BCNF가 됩니다. 
간단히 말해 테이블을 BCNF로 축약하는 프로세스에는 각 테이블의 컬럼 사이에서 함수 

의존성을 나열하고 결정자가 후보 키가 아닌 상황에서 종속자가 발견되는 경우 이 의존성

을 자체 테이블로 분할하는 작업이 연관됩니다. 다른 표준 형식에 대한 설명과 정규화에 대

한 좀더 심층적인 논의는 다음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표준 교재에서 찾아볼 수 있습

니다.

• An Introduction to Database System, 6th ed. by C. J. Date(Addison-Wesley, 1995)

• Database System Concepts, 3rd ed. by Abraham Silberschatz, Henry F. Korth, and S. Sudarshan(McG
raw-Hill, 1997)

• A First Course in Database Systems by Jeffrey D. Ullman and Jennifer Widom(Prentice Hall, 1997)

• Database: Principles, Programming, Performance by Patrick O’Neil(Morgan Kaufman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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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damentals of Database Systems, 2nd ed. by Ramez Elmasri and Shamkant B. Navathe(Addison-
Wesley, 1994) 

2.7 데이터 일관성 보호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기본 기능입니다. UDB는 다음과 

같이 전혀 다른 세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1. 데이터 보안에 대한 보호는 2.8절에서 설명한 권한 부여 서브시스템에 의해 제공됩니다. 권
한 부여 서브시스템은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2.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보호는 7장에서 설명할 제한조건과 트리거에 의해 제공됩니다. 이들 

기능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 값을 가져올 수 있는 삽입, 삭제 또는 갱신으로부터 데이터베

이스를 보호합니다.

3. 데이터 일관성에 대한 보호는 이 절에서 설명할 트랜잭션 개념을 통해 제공됩니다. 트랜잭

션은 갱신사항의 유실, 데이터 값의 불일치 및 여러 명의 동시 사용자 간 충돌을 방지합니

다. 

2.7.1 트랜잭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 은행 카드를 집어 넣고 예금 계좌에서 당좌 계정으로 100달러

를 이체한다고 가정합니다. ATM기는 지시에 따라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두 가지 사항을 갱

신합니다. 첫째, 예금 잔고에서 100달러를 인출합니다. 그런 다음 당좌 잔고에 100달러를 추

가합니다. 이체한 돈이 수표를 충당할 것으로 믿고 매표 창구로 가서 음악회 티켓 비용으로 

100달러 수표를 작성합니다.
평소 사용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은행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사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계좌에서 100달러를 인출한 직후 정전이 되어 당좌 계정의 대

변에는 전혀 기입되지 못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돈이 “전부” 이체된 것으

로 처리해줄 것과 데이터베이스의 어느 부분이 갱신되었을 경우 다른 부분에도 이것이 적

용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상호 작용 특성을 일률성(atomicity)이
라고 합니다.

또한 현금 자동 입출금기가 현금 이체를 승인하여 이를 전표에 인쇄한 직후, 은행의 정전

으로 인해 모든 갱신 정보가 사라지고 100달러가 다시 예금 계좌로 되돌아오게 되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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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갱신 확인을 수신하였으면 

갱신 정보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예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상호 

작용 특성을 지속성(durability)이라고 합니다. 
UDB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일

률성과 지속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트랜잭션은 단순히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작

업 단위로 보는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상호 작용 세트입니다. (사실상 UDB 
문서에서는 좀더 일반적인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보다는 작업 단위(UOW)라는 용어를 사용

합니다.) 응용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읽거나 쓰면 트랜잭션이 내재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응용프로그램이 그 다음으로 수행하는 모든 읽기와 쓰기는 응용프로그램

이 트랜잭션을 종료하는 COMMIT문 또는 ROLLBACK문을 실행할 때까지 같은 응용프로그

램의 일부분으로 간주됩니다. COMMIT문은 일률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면서 트랜잭션이 수

행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만듭니다. ROLLBACK문은 트랜잭션이 수

행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을 실행 취소시키고 트랜잭션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로 

데이터베이스를 리스토어합니다. 트랜잭션이 진행 중이고 커미트나 롤백이 수행되지 않은 

한, 트랜잭션이 데이터베이스에 수행한 변경사항은 일시적이고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

주됩니다. 
일률성과 지속성 외에 UDB 트랜잭션은 분리(isolation)라고 하는 또 다른 특성을 제공합

니다. 이 특성은 데이터베이스와 동시에 상호 작용하는 여러 사용자 사이의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을 방지해줍니다. 분리 특성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상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장권 판매 대행업체에 봄에 있을 Metropolitan Opera의 모든 공연 목록을 요청하여 네 개의 

공연 목록을 입수하였다고 가정합니다. 목록에 있는 모든 공연의 입장권을 주문하였지만 

입장권을 수령한 후 확인한 결과 또 다른 공연이 예정되어 다섯 개의 입장권에 대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곳에서 새 데이터가 나타났으므로 이를 

가상 행 이상(phantom row anomaly)이라고 합니다.

2. 입장권 판매 대행업체에 음악회의 입장권 가격을 문의하여 35달러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가정합니다. 몇 장의 입장권을 사기로 결정하였지만 그 후 가격이 50달러로 인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에 두 번 액세스하였지만 서로 다른 값을 읽었으므로

이를 반복 불가능 읽기 이상(nonrepeatable read anomaly)이라고 합니다.

3. 계획된 콘서트 목록을 스캔하여 Willie Nelson이 다음 여름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공연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입장권을 구입하려 하였지만 목록은 단지 일시

적인 것으로 실제 콘서트 스케줄은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읽도록 허용했으므로 이를 불공정 읽기 이상(dirty read anomaly)이라고 합니다. 

4. 여러분이 입장권 판매 대행업체에 Bruce Springsteen 콘서트의 입장권이 있는지 문의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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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남아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가정합니다. 잠시 후 내가 다른 대행업체에 같은 콘서트

의 입장권이 있는지 문의하여 한 장이 남아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나 두 사

람 모두 입장권을 사려 합니다. 여러분이 문의한 대행업체에서는 입장권을 인쇄하여 판매 

가능한 입장권을 0으로 갱신합니다. 그런 다음 내가 문의한 판매 대행업체에서도 같은 일

을 수행합니다. 두 사용자가 같은 데이터를 갱신하여 갱신 중 하나가 유실되었으므로 이를 

갱신 정보 유실 이상(lost update anomaly)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이러한 모든 이상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비용이 문

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티켓을 구매할지 결정하는 동안 시스템은 다른 모든 사용자가 

티켓을 구매하거나 티켓 가격을 갱신하거나 콘서트 스케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

니다. 이는 시스템이 동시에 여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인 데이터베이

스의 동시성을 제한합니다. UDB를 사용할 경우 응용프로그램 설계자는 각 트랜잭션에 대

해 분리 레벨을 지정하여 분리와 동시성 사이의 균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네 가

지 분리 레벨이 지원됩니다.14)

1. 반복 읽기(RR). 최상위 분리 레벨로 위에서 설명한 모든 이상을 방지합니다. RR 분리 레벨

에서 실행 중인 트랜잭션은 자신이 읽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잠금을 확보하여 커미트 또는 

롤백될 때까지 다른 트랜잭션이 이 데이터를 갱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이 RR 분리 레벨을 갖는 동일한 트랜잭션에서 같은 데이터를 두 번 읽을 경우, 같은 값(또는 

값 없음이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 RR 레벨 트랜잭션이 다량의 데이터를 읽을 경우, 데이

터베이스의 동시성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읽기 안정성(RS). 이 분리 레벨은 트랜잭션이 동일한 행을 두 번 읽을 경우 동일한 값이 얻

어지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트랜잭션 중에 새 행이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지는 않습니다. 
RS 레벨 트랜잭션이 RR 레벨 트랜잭션보다 동시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으며, 반복 불가

능 읽기 이상으로부터는 보호되지만 가상 행 이상으로부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3. 커서 안정성(CS). 이 분리 레벨은 트랜잭션 중 커서가 테이블의 행 위에 놓여 있는 동안 이 

행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커서로부터 페치하여 데이터를 읽은 다음 해당 커

서의 현재 행을 갱신하되, 사용자가 읽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행을 갱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CS 레벨 트랜잭션에서 같은 쿼리를 두 번 이상 실행하는 경우,

14) 이 영역의 용어는 다소 일정하지 않습니다. ANSI/ISO SQL 표준은 UDB와 동일하게 네 개의 분리 레벨을 인식

하지만 다음과 같이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UDB “반복 읽기”는 ANSI “직렬화 가능”, UDB “읽기 안정성”은 ANSI 
“반복 읽기”, UDB “커서 안정성”은 ANSI “커미트 읽기”, UDB “언커미트 읽기”는 ANSI “언커미트 읽기”에 해당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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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여러 가지 분리 레벨에서 볼 수 있는 이상

가상
반복 불가능

읽기

불공정

읽기

갱신

정보 유실

반복 읽기(RR) NO NO NO NO

읽기 안정성(RS) YES NO NO NO

커서 안정성(CS) YES YES NO NO

언커미트 읽기(UR) YES YES YES NO

서로 다른 응답을 들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각 응답에는 데이터를 읽을 때 커미트된 데이터

가 들어 있습니다. CS 레벨 트랜잭션은 불공정 읽기와 갱신 정보 유실 이상으로부터는 보

호되지만, 가상 이상과 반복 불가능 읽기로부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CS 레벨 분

리의 보호 수준은 위의 다른 분리 레벨보다 더 낮지만 동시성에 미치는 영향은 더 적습니다.

4. 언커미트 읽기(UR). 최하위 분리 레벨로 분리 이상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UR 
레벨 트랜잭션은 실질적으로 동시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UR 레벨 트랜잭션은 불안

정한 상태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예금 계좌에 대한 차변은 볼 수 있지

만 당좌 계정에 대한 대변은 보지 못할 수도 있음), 이 분리 레벨은 보통 통계 조사나 철저하

게 정확성이 요구되지는 않는 다른 응용프로그램에서만 사용됩니다. 

표 2-5는 위에서 설명한 이상의 유형에 대한 보호와 분리 레벨을 요약하여 보여줍니다.15) 
YES 항목은 제시된 분리 레벨에서 제시된 이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PREP 및 BIND 명령은 바인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분리 레벨을 제어하는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개변수는 단어 ISO
LATION과 적절한 레벨의 약어, 즉 RR, RS, CS 또는 UR로 구성됩니다. 응용프로그램과 대화

식 세션 모두에 대한 디폴트 분리 레벨은 커서 안정성(CS)입니다. 대화식 세션 중에, 진행 

중인 트랜잭션이 없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연결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명령을 사용하

여 차후 트랜잭션을 위한 분리 레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HANGE ISOLATION TO RS;

명령 센터와 CLP 모두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종료하고 각 SQL문 다음에 갱신을 확약하는 

15) 표 2-5에서는 충돌하는 두 트랜잭션이 동일한 분리 레벨에서 실행 중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로 다른 분리 레

벨에서 실행 중인 두 트랜잭션 사이의 상호 작용은 좀더 복잡합니다. 또한 “갱신 정보 유실” 컬럼은 트랜잭션이 위

치 지정(커서 기반) 갱신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갱신 가능한 커서는 항상 트랜잭션의 분리 레벨이 UR인 

경우에도 최소한 CS의 유효 분리 레벨을 갖습니다. 



108 2.  기본사항

자동 커미트라는 기능을 갖습니다. 두 인터페이스에서 모두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실행 가

능합니다. 

COMMIT 및 ROLLBACK
위에서 언급했듯이 데이터를 읽어들이거나 쓸 때마다 트랜잭션이 내재적으로 시작되고, 
COMMIT 또는 ROLLBACK문에 의해 종료됩니다. 이들 명령문은 응용프로그램에 임베드하

거나 대화식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COMMIT 및 ROLLBACK문의 구문은 2.7.1절에 나와 

있습니다.
COMMIT는 현재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베이스에 수행한 모든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만

들고 분리 레벨 RR, RS 또는 CS에서 실행 중인 다른 트랜잭션에도 보이게 합니다. ROLLBA
CK은 현재의 트랜잭션이 수행한 모든 변경사항을 취소하고 이 트랜잭션이 수정한 행을 트

랜잭션 시작 이전의 상태로 리스토어합니다. COMMIT와 ROLLBACK 모두 열려 있는 모든 

커서를 닫습니다. 단, WITH HOLD가 선언된 커서는 COMMIT문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사용자가 읽거나 쓴 여러 가지 데이터 항목에 대한 잠금을 획득 및 보유하여 트

랜잭션 의미를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 RR 레벨 트랜잭션에서 행을 읽을 경우, 시스템은 사

용자가 트랜잭션을 종료할 때까지 다른 사용자가 이 행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잠금은 트랜잭션이 실행될 때 자동으로 획득되며 트랜잭

션이 진행에 필요한 잠금을 획득할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으면 이러한 잠금에 대해 

사용자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트랜잭션은 자동으로 마지막 커미트 

지점으로 롤백되고 교착 상태로 인한 롤백을 나타내는 코드가 수신됩니다(SQLCODE -911, 
SQLSTATE 40001). 데이터베이스를 읽거나 갱신하는 모든 SQL문은 이 코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COMMIT문을 자주 사용하여 짧은 트랜잭션을 실행하면 교착 상태나 롤백에 처

하게 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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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 TABLE
처음부터 전체 테이블을 읽거나 갱신할 생각인 경우, 전체 테이블을 한 번만 잠그는 SQL문

을 사용하여 테이블의 개별 행에 대해 많은 수의 개별 잠금을 확보해야 하는 시스템 오버헤

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SHARE 모드 또는 EXCLUSIVE 모드에서 테이블을 잠글 수 있습니

다. SHARE 모드에서는 다른 트랜잭션이 테이블을 읽을 수는 있지만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EXCLUSIVE 모드에서는 다른 트랜잭션이 테이블을 읽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테이

블을 읽을 수 있도록 UR 레벨 트랜잭션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테이블에 대해 명시

적 잠금을 획득한 경우, 잠금을 획득한 트랜잭션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잠금이 보유됩니다. 
테이블을 명시적으로 잠그기 위한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LOCK TABLE quotations IN SHARE MODE;

WITH HOLD가 선언된 열려 있는 커서가 확보한 잠금을 제외하면, 잠금은 각 트랜잭션이 

종료할 때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WITH HOLD가 선언된 커서 잠금은 커서가 닫히는 트랜잭

션이 종료할 때까지 보유됩니다. 

추가 정보: 트랜잭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실려 있는 좋은 참조서로 Jim Gray와 Andreas Re
uter가 쓴 Transaction Processing: Concepts and Techniques(Morgan Kaufmann, 1993)이 있습니다. 

2.7.2 데이터베이스 연결
트랜잭션에 대한 논의를 종료하기 전에 이와 접히 연관된 데이터베이스 연결이란 개념

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하려면 응용프로그램이나 

쿼리 인터페이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은 클라

이언트 머신에서 실행되고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서버 머신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이나 쿼리 세션의 진행 중에 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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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연결은 SQL CONNECT문을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예: 
CONNECT TO dbase1).16) 또한 UDB가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연결하게 할 수도 있습니

다. 이는 환경 변수 DB2DBDFT를 사용하려는 디폴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으로 설정하여 수

행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 변수가 정의되는 경우, UDB는 각 응용프로그램이나 대화식 세

션이 시작될 때 디폴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내재적 연결을 설정합니다. 물론, 명시적 CON
NECT문을 사용하여 내재적 연결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UDB는 유형 1과 유형 2의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제공합니다. 유형 1 연결을 사용

할 경우, 각 트랜잭션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제한되므로 새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전에 트랜잭션을 종료해야 합니다. 유형 2 연결을 사용할 경우, 서로 다른 서버에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트랜잭션을 연결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경

사항을 동시에 커미트 또는 롤백할 수 있습니다. 유형 2 연결을 사용하는 트랜잭션을 분산 

작업 단위(DUOW)라고도 합니다.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이 컴파일될 때 옵션 CON
NECT1 또는 CONNECT2를 PREP 명령에 포함시켜 유형 1과 유형 2 사이의 선택이 수행됩니

다(디폴트는 CONNECT1). 대화식 세션의 경우, 유형 1과 유형 2 연결 사이의 선택은 SET CL
IENT 명령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3.3.2절 참조).

추가 정보: 정적 SQL문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은 상호 작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리컴파

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산 작업 단위(DUOW)를 포함하는 정적 응용프로그램은 여러 데이

터베이스에서 프리컴파일해야 합니다. 프리컴파일 중의 오류를 방지하려면 응용프로그램

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분할하여 각 소스 파일을 자

신이 액세스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리컴파일하십시오. 그런 다음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

여 하나의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스 파

일을 프리컴파일하려면 PREP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십시오.

16) 동적 SQL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예: ODBC 및 JDBC)는 SQL문보다는 함수 호출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연

결을 획득합니다.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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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유형 1 연결의 예

그림 2-3은 유형 1 연결을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일반적인 명령문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각 CONNECT문은 현재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종료하고 새 연결을 설정합니다. 
각 트랜잭션은 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작동하며, 새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설정하려면 COM
MIT 또는  ROLLBACK을 사용하여 트랜잭션을 종료해야 합니다. 마지막의 DISCONNECT 
ALL문은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응용프로그램의 연결을 끊습니다. 데이터에 액세스하

는 각 SQL문은 가장 최근의 CONNECT문에 이름이 지정된 데이터베이스로 지정됩니다. 
2.7.2절의 그림 2-4는 유형 2 연결을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일반적인 명령문

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유형 2 연결은 같은 트랜잭션 내에서 여러 개의 연결을 획득할 수 있

습니다. 이 예에서 응용프로그램은 dbase1에 연결한 후 dbase2에 연결하고 첫 번째 갱신 

세트를 커미트하기 전에 dbase1에 다시 연결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 SQL문은 가장 

최근의 CONNECT문에 이름이 지정된 데이터베이스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유형 2 연결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같은 트랜잭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COMMI
T 또는 ROLLBACK문은 연결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현재 트랜잭션이 수행한 모든 수정을 

적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RELEASE 또는 DISCONNECT문을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종료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RELEASE문은 현재 트랜잭션이 종료할 때 특정 데이터베이

스에 대한 연결을 종료할 수 있음을 시스템에 알려줍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에는 언커미

트 갱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종료되기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제어하기 위해 UDB에서 제공하는 명령문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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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CONNECT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CONNECT TO dbase1;

유형 1 연결을 사용할 때 CONNECT문은 이전의 데이터베이스 연결(있을 경우)을 종료합

니다. 유형 2 연결을 사용할 때 CONNECT문은 이전의 연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

우 새 연결을 획득하고 후속 SQL문을 새 연결에 이름이 지정된 데이터베이스로 전달합니

다.17) 유형 2 연결을 사용할 경우에도 응용프로그램을 동시에 두 번 이상 같은 데이터베이

스에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8장에 설명되어 있듯이 CLI 응용프로그

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N EXCLUSIVE MODE절은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 다른 사용자가 이 데이터베이

스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디폴트값 SHARE MODE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2.8절에서 보았듯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하지만 독점 모드에서는 

추가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독점 모드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때에는 다른 사용

자의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먼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다

른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독점 모드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려 하는 경우, 
CONNECT문이 실패합니다.

17)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응용프로그램이 SQLRULES DB2 옵션(디폴트값)을 사용하여 프리컴파일된 것으로 가

정합니다. 프리컴파일 옵션 SQLRULES STD가 지정된 경우에는 이전에 설정된 연결을 재활성화할 때 다른 구문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명령문  CONNECT TO dbase1이 아니라 SET CONNECTION dbase1 명령문을 사용해야 합

니다. 이 대체 구문은 SQL92 표준에 기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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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유형 2 연결의 예

USER 및 USING절은 데이터베이스 설치 시 서버 머신에서 인증이 수행될 경우 인증을 위

해 서버 머신에 전달되는 사용자 ID와 암호를 제공합니다. 설치 시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인

증이 수행될 경우, USER와 USING절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수행되는 방식은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을 설치할 때 지정됩니다.
CONNECT문에 피연산자가 없는 경우(즉, 단어 CONNECT로만 구성된 경우), 현재 데이터

베이스 연결에 대한 정보가 리턴됩니다. 이러한 CONNECT문이 프로그램에서 실행되는 경

우, 연결 정보는 SQLCA 구조의 SQLERRP 필드에 리턴됩니다(4.1.4절 참조). CONNECT문이 

대화식으로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연결 정보가 표시됩니다. 



114 2.  기본사항

CONNECT RESET
CONNECT RESET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용프로그램이 유형 1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CONNECT RESET은 현재 트랜잭션을 커

미트하고 현재 연결을 종료합니다. 응용프로그램이 유형 2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CONNECT 
RESET은 현재 연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 변수 DB2DBDFT에 의해 정의된 디폴트 데

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을 확보하고 후속 SQL문을 디폴트 데이터베이스로 전달합니다. 

DISCONNECT
DISCONNECT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DISCONNECT dbase1;

DISCONNECT문은 트랜잭션이 진행 중이 아닌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마지막 

COMMIT 또는 ROLLBACK 이후 데이터베이스의 읽기 또는 쓰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 

명령문은 이름이 지정된 데이터베이스나 현재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모든 데이터베이

스에서 응용프로그램의 연결을 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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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RELEASE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RELEASE dbase1;

RELEASE문은 DISCONNECT문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RELEASE문은 현재 트랜잭션이 

종료할 때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종료할 준비가 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해 트랜

잭션 내에서 사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실제 연결은 다음 COMMIT문에 의해 종료됩니다

(ROLLBACK문이 아님). 종료되는 연결은 유형 1 또는 유형 2입니다. 

프리컴파일러 옵션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응용프로그램이 옵션 CONNECT 2를 사용하여 프리컴파일된 경우에

는 유형 2 연결을 사용합니다. 응용프로그램이 유형 2 연결을 사용 중이면 COMMIT와 ROLL
BACK의 정확한 의미는 SYNCPOINT라는 또 다른 프리컴파일러 옵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옵션은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SYNCPOINT ONEPHASE(디폴트). 이 옵션은 트랜잭션이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 수정은 이들 중 한 데이터베이스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트랜

잭션이 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정하려 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2. SYNCPOINT TWOPHASE. 이 옵션을 사용할 경우, 트랜잭션은 연결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COMMIT 또는 ROLLBACK에 의해 트랜잭션이 종료되면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이 커미트 또는 롤백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할 경

우,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은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커미트 또는 롤백되도록 보장하

기 위해 2단계 커미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트랜잭션 관리 프로그램과 통합합니다. 트랜잭

션이 변경사항을 커미트하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가 커미트를 수행하지 못할 경

우, 트랜잭션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롤백됩니다. 이를 위해 UDB는 트

랜잭션 관리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공하거나 CICS와 같은 또 다른 트랜잭션 관리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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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UDB에 내장된 트랜잭션 관리 프로그램은 활성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TM_DATABASE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구성 매개변수에 지정됩니다. 이 매개변수의 디폴트값은 “1ST_CONN”이며, 
트랜잭션 관리 프로그램이 주어진 세션에서 첫 번째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합니다. 

3. SYNCPOINT NONE. TWOPHASE와 마찬가지로 이 프리컴파일러 옵션은 트랜잭션이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트랜잭션이 종료할 때 연결된 모든 데

이터베이스에 COMMIT 또는 ROLLBACK을 전송합니다. 그러나 TWOPHASE와 달리 이 옵

션은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COMMIT가 성공하도록 보장하는 커미트 프로토콜을 채택하

지 않습니다. SYNCPOINT NONE을 사용할 경우, 트랜잭션이 수행한 변경이 연결된 일부 데

이터베이스에서는 커미트되고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커미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
랜잭션을 정의하는 주요 특성 중 하나가 일률성(atomicity)이므로 SYNCPOINT NONE 옵션

은 진정한 분산 트랜잭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CONNECT 및 SYNCPOINT 외에 두 개의 다른 프리컴파일러 옵션이 유형 2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세부 동작에 영향을 줍니다. DISCONNECT 옵션은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 연결이 자

동으로 종료되게 하고, SQLRULES 옵션은 CONNECT문의 구문을 수정합니다. 이들 옵션과 

SET CONNECTION이라는 CONNECT문의 변형은 SQL 참조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8 권한 부여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권한이 없는 액세스와 수정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주된 태스크 중 하나입니다. UDB는 권한 및 특권이라는 시스템으로 

이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이 절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권한과 특권, 이들의 작성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권한은 특정 유형의 관리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권한입니다. 일부 권한은 UDB 

인스턴스 레벨에 적용되어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권한은 특

정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개인보다는 사용자 그

룹이 권한을 소유합니다. 그룹의 개념은 UDB가 실행되는 운영 체제에 의해 정의 및 관리됩

니다. 예를 들어, AIX에서 사용자는 SMIT(System Management Interface Tool)에 의해 그룹에 

배치되며, Windows NT에서 사용자와 그룹은 User Manager라는 도구에 의해 관리됩니다. 
특권은 데이터베이스 내의 특정 오브젝트(예: 테이블 또는 뷰)에 대해 특정 유형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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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할 수 있는 특정 권한입니다. 개인 사용자나 그룹이 특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2.8.1 인스턴스 레벨 권한
세 개의 권한이 UDB 인스턴스 레벨에서 적용되며, 해당 인스턴스가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

베이스에 영향을 줍니다. 그룹이 각각의 인스턴스 레벨 권한을 보유하며 권한을 보유한 그

룹의 이름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구성 파일에 기록됩니다. 인스턴스 레벨 권한을 

보유한 그룹의 이름은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GET DATABASE MANAGER CONFIGURATION;

세 개의 인스턴스 레벨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스템 관리 권한. 일반적으로 권한과 특권은 한 사용자로부터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되며 

트리와 같은 권한 부여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트리의 루트는 시스템 관리(또는SYSADM) 
권한으로 UDB가 인식하는 최상위 권한입니다. 그룹이 이 권한을 보유합니다. 또한 모든 

UDB 자원의 소유권과, 다른 모든 권한과 특권을 부여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을 포함하

여 UDB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자격을 해당 그룹의 구성원에게 부여합니다. 

UDB 인스턴스가 작성될 때 인스턴스 작성자가 속한 그룹(운영 체제가 정의함)에는 새 

인스턴스에 대한 SYSADM 권한이 부여됩니다. 운영 체제 기능을 사용하여 이 그룹의 구성

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SYSADM 권한의 민감한 특성 때문에 각각의 UDB 인스턴스를 관

리할 개별 그룹을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각 인스턴스에 대한 시스템 관리 그룹의 

이름은 SYSADM_GROUP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구성 매개변수에 기록됩니

다.

2. 시스템 제어 권한. 시스템 제어(또는 SYSCTRL)는 시스템 자원을 제어하기 위한 권한을 부

여하는 인스턴스 레벨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 SYSCTRL 권한의 보유자는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 스페이스(데이터가 상주하는 실제 스토리지 단위)를 작성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SYSCTRL의 보유자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자원을 제어한다고 해서 

SYSCTRL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제 데이터를 읽거나 수정할 권한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에 액세스하려면 DBADM 권한이나 특정 특권 중 하나가 있어야 합

니다. 

SYSCTRL 권한을 보유한 그룹의 이름은 SYSCTRL_GROUP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

로그램 구성 매개변수에 기록됩니다. 처음 인스턴스가 작성될 때에는 어떤 그룹에도 SYSC
TRL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권한을 공유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스

템 관리자의 몫입니다. 시스템 관리 그룹의 구성원은 제어 센터를 사용하거나 또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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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명령을 실행하여 SYSCTRL 권한을 보유하는 그룹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UPDATE DATABASE MANAGER CONFIGURATION

   USING SYSCTRL_GROUP goodguys;

SYSCTRL 권한만 있으면 되는 조작은 아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장을 참

조하십시오. SYSCTRL 권한 보유자는 아래 조작 외에 SYSMAINT 권한 보유자에게 허용되

는 조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REATE, ALTER 및 DROP TABLESPACE

노드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CATALOG 및 UNCATALOG

CREATE 및 DROP DATABASE

FORCE APPLICATION

새 데이터베이스로 RESTORE

3. 시스템 유지보수 권한. 시스템 유지보수(또는 SYSMAINT)는 DB2 서버의 시작 및 중지, 데
이터베이스의 백업 및 리스토어, 데이터베이스 모니터 조작과 같은 유지보수 조작을 수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인스턴스 레벨 권한입니다. SYSCTRL과 마찬가지로 SYSMAINT
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SYSMAINT 권한을 보유한 그룹의 이름은 SYSMAINT_GROUP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구성 매개변수에 기록되며, 이 매개변수는 인스턴스가 작성될 때 널(NULL)로 설

정됩니다. 시스템 관리 그룹의 구성원은 제어 센터 또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사용하여 SYS
MAINT 그룹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UPDATE DATABASE MANAGER CONFIGURATION

   USING SYSMAINT_GROUP hackers;

SYSMAINT 권한만 있으면 되는 조작은 아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장을 

참조하십시오.
UPDATE DATABASE CONFIGURATION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BACKUP 및 RESTORE

ROLLFORWARD

DB2START 및 DB2STOP

GET, RESET 및 UPDATE MONITOR SWITCHES

2.8.2 데이터베이스 레벨 권한
데이터베이스 레벨 권한은 UDB 인스턴스가 아닌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됩니다. 각 데

이터베이스 레벨 권한은 권한이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DBAUTH라는 카탈로그 테이

블에 기록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사용자는 새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전체 데이

터베이스 레벨 권한 세트를 자동으로 제공 받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GRANT문(2.8.7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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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레벨 권한을 선택적으로 다른 사용자나 그룹에 부여할 수 있

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레벨 권한은 새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사용

자에게 중요합니다. 다음의 권한이 데이터베이스 레벨 권한에 포함됩니다. 

1. 데이터베이스 관리(DBADM) 권한. DBADM 권한은 주어진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든 오브젝

트(예: 테이블, 인덱스, 뷰, 패키지 및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것)에 액세스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오브젝트에 대한 특권을 다

른 사용자에게 부여할 권한도 포함됩니다. DBADM 권한 보유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레벨 

권한(DBADM은 제외)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2. BINDADD 권한. 이 권한은 응용프로그램을 프리컴파일 및/또는 바인드하여 데이터베이스

에 패키지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프로그램을 바인드하는 사용자는 작성되

는 패키지에 대한 CONTROL 특권을 제공 받습니다. 

3. CONNECT 권한. 이 권한은 SQL CONNECT문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4. CREATETAB 권한. 이 권한은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테이블의 작성자는 테이블에 대한 CONTROL 특권을 제공받습니다.

5. CREATE_NOT_FENCED 권한. 이 권한은 데이터베이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 내에서 작용하

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런 함수를 비분리(nonfenced) 
함수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들 함수의 오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상으로부터 보

호받지 못하므로 비분리 함수를 작성할 때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4절을 참조하십시오.)

6. IMPLICIT_SCHEMA 권한. 이 권한은 기존의 스키마와 일치하지 않는 스키마 이름으로 오브

젝트를 작성하여 스키마를 내재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가 작성될 때 디폴트로 IMPLICIT_SCHEMA 권한이 PUBLIC에 부여되며, 이는 모든 사용자

가 스키마를 내재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PUBLIC으

로부터 IMPLICIT_SCHEMA를 취소하고 이를 제한된 수의 사용자나 그룹에 부여하여 이 규

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8.3 테이블 및 뷰 특권
일반적으로 특권은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 특정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절에서 설명하는 특권의 경우에는 조치가 적용되는 오브젝트가 테이블 또는 뷰이며, 어
떤 경우에는 테이블 또는 뷰의 컬럼이 되기도 합니다. 

테이블이나 뷰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특권은 TABAUTH라는 카탈로그 테이블에 기록

되고 특정 컬럼에 적용되는 특권은 COLAUTH라는 카탈로그 테이블에 기록됩니다.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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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뷰 특권은 개별 사용자 및/또는 사용자 그룹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및 뷰 특권은 SQL GRANT 및 REVOKE문(2.8.7절 참조)을 사용하여 부여 또는 취

소됩니다. 테이블과 뷰에 적용되는 특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ONTROL 특권. CONTROL은 “마스터” 특권과 유사합니다. 이 특권에는 주어진 테이블이

나 뷰에 적용 가능한 모든 특권이 포함됩니다. (ALTER, INDEX 및 REFERENCES 특권은 테

이블에만 적용됩니다. INSERT, DELETE 및 UPDATE는 테이블과 갱신 가능한 뷰에만 적용

됩니다.) 또한 CONTROL 특권에는 테이블이나 뷰에 적용 가능한 특권을 다른 사용자나 그

룹에 부여하는 권한, 테이블이나 뷰를 삭제하는 권한, 테이블에 적용되는 통계를 갱신하는 

권한도 포함됩니다. 

테이블의 작성자는 테이블에 대한 CONTROL 특권을 자동으로 제공 받습니다. 뷰의 작성

자는 뷰 정의에 사용된 모든 테이블에 대한 CONTROL 특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뷰에 대한 

CONTROL 특권을 제공 받습니다.

2. ALTER 특권. ALTER TABLE문을 사용하여 테이블의 정의를 변경하고 COMMENT문을 사용

하여 테이블에 주석을 달며 CREATE TRIGGER문(7.3절 참조)을 사용하여 트리거를 테이블

에 첨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DELETE 특권. 테이블 또는 갱신 가능한 뷰에서 행을 삭제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4. INDEX 특권. 테이블에 인덱스를 작성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5. INSERT 특권. 테이블 또는 갱신 가능한 뷰에 행을 삽입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6. REFERENCES 특권. 다른 테이블에 외부 키 제한조건을 작성 및 삭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 테이블을 상위 테이블로 참조합니다. (외부 키 제한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1절을 

참조하십시오.) 테이블이나 뷰 전체 또는 개별 컬럼에 대해 REFERENCES 특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7. SELECT 특권. SELECT문을 사용하여 테이블이나 뷰의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서브쿼리에서 

테이블이나 뷰를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8. UPDATE 특권. 테이블 또는 갱신 가능한 뷰의 행을 갱신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테이블이

나 뷰 전체 또는 개별 컬럼에 대해 UPDATE 특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뷰를 작성하려면 사용자는 뷰의 정의에 사용된 모든 테이블에 대한 SELECT 또는 CONT
ROL 특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뷰의 작성자는 뷰에 대해 SELECT 특권을 제공받으

며, 모든 하위 테이블에 대해 CONTROL 특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뷰에 대해서도 CO
NTROL 특권을 제공받습니다.

또한 정의로 인해 뷰가 읽기 전용이 아닌 경우, 뷰를 정의한 사람은 하위 테이블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INSERT, DELETE 및 UPDATE 특권을 뷰에 대해서도 제공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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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이나 뷰에 대한 특권이 취소되면 취소된 특권에서 파생된 모든 특권도 취소됩니

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테이블 T1을 토대로 뷰 V1을 작성하였고 이 사용자가 테이블 T1에 

대한 UPDATE 특권을 상실하는 경우, 뷰 V1에 대한 UPDATE 특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추가 정보: 테이블에 대해 UPDATE 특권을 보유하는 것과 테이블의 모든 컬럼에 대해 컬럼 

레벨 UPDATE 특권을 보유하는 것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추후 테이블에 새 컬럼이 

추가되는 경우, 테이블 레벨 UPDATE 특권은 자동으로 새 컬럼으로 확장되지만 컬럼 레벨 

UPDATE 특권은 여전히 원래 컬럼에만 적용됩니다.

2.8.4 인덱스 특권
인덱스에 적용되는 특권은 인덱스를 삭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CONTROL 특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CONTROL 특권은 인덱스를 작성하는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개별 사

용자 및/또는 사용자 그룹이 이 특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에 대한 CONTROL 특권

을 부여하려면 SYSADM 또는 DBADM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인덱스에 대한 

CONTROL 특권을 보유한 사람은 INDEXAUTH라는 카탈로그 테이블에 기록됩니다.

2.8.5 스키마 특권
CREATE SCHEMA문을 사용하여 스키마를 작성하는 사용자는 해당 스키마에 대한 모든 특

권과 이 특권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스키마가 내재적으

로 작성되면 해당 스키마에 대한 CREATEIN 특권이 PUBLIC에 부여되지만 다른 스키마 특

권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스키마 특권은 SCHEMAAUTH라는 카탈로그 테이블에 

기록됩니다.
스키마에 적용되는 특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REATEIN 특권. 스키마에 테이블 및 뷰와 같은 오브젝트를 작성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ALTERIN 특권. 스키마의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 주석을 달거나 스키마의 테이블을 변경하

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DROPIN 특권. 스키마의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8.6 패키지 특권
이 절에서 설명하는 특권은 응용프로그램을 프리컴파일하거나 바인드하여 작성되는 패키

지에 적용됩니다. 패키지는 각 명령문을 실행하기 위해 최적화된 플랜을 포함한 모든 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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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프로그램으로 캡슐화합니다. 모든 패키지 특권은 PACKAGEAUTH라는 카탈로그 테이

블에 기록됩니다. 개별 사용자 및/또는 사용자 그룹이 패키지 특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특권은 GRANT 및 REVOKE문(2.8.7참조)을 사용하여 부여되거나 취소됩니다. 패

키지 특권을 부여하려면 해당 패키지에 대하여 SYSADM 권한, DBADM 권한 또는 CONTR
OL 특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패키지에 적용되는 특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ONTROL 특권. CONTROL 특권은 “마스터” 특권과 유사하여 EXECUTE 및 BIND 특권을 가

지며 이 특권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또한 CONTROL 특권

은 패키지를 삭제하는 권한도 포함합니다. CONTROL 특권은 패키지를 작성하는 사용자에

게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패키지를 작성하려면 패키지에 포함된 SQL문을 실행하는 데 필

요한 모든 특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2. EXECUTE 특권. 이 특권은 패키지가 바인드된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패키지를 실행하

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패키지에 대한 EXECUTE 특권을 보유한 사용자는 패키지 내의 개별 

명령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이 없어도 패키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은 캡슐

화라는 유용한 특권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레코드를 갱신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회사의 인사 관리자는 특별한 방식으로 급여를 갱신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바인드하여 패키

지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EXECUTE 특권을 부하 직원에게 부여하면 이 직원은 직

원 레코드를 갱신하기 위한 일반 특권이 없어도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인사 

관리자는 사실상 응용프로그램의 제어 하에 특정한 방식으로 급여를 갱신할 수 있는 캡슐

화된 특권을 부하 직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추가 정보: 특정 특권을 캡슐화하는 패키지를 작성하려면 개별 사용자나 PUBLIC의 구성원

(이름 지정된 그룹의 구성원이 아님)으로서의 특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3. BIND 특권. 이 특권은 PREP, BIND 또는 REBIND 명령을 사용하여 패키지를 리바인드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패키지 리바인드는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으로 인해 패키지가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필요합니다. 또한 새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패키지의 리바인드가 필요

합니다. 패키지가 리바인드되면 최종 인덱스, 뷰 정의, 테이블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되는 기타 정보를 토대로 새 패키지로 대체됩니다. 패키지를 리바인드하려면 패키지에 

대한 BIND 특권뿐 아니라 패키지에 있는 모든 정적 SQL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

도 보유해야 합니다. 

2.8.7. GRANT 및 REVOKE문
GRANT문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레벨 권한 및 모든 특권을 다른 사용자나 그룹에 부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REVOKE문을 사용하여 권한과 특권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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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듯이 GRANT와 REVOKE문의 구문은 매우 유사합니다.

예: 
GRANT DBADM ON DATABASE TO palmer;

GRANT CONNECT, CREATETAB, BINDADD ON DATABASE TO cerra;

GRANT SELECT, INSERT, DELETE, UPDATE ON test.table1

   TO tester1, tester2 WITH GRANT OPTION;

GRANT SELECT, UPDATE(address, balance)

   ON bank.accounts to GROUP tellers;

GRANT ALTERIN, CREATEIN, DROPIN ON SCHEMA science

   TO feinman, fermi, di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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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GRANT 및 REVOKE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

보유 중인 권한
부여 및 취소할 수 있는 권한

DBADM 데이터베이스 레벨 권한

또는 CONTROL 특권

CONTROL 이외의 특정 특권

SYSADM 예 예 예

DBADM 아니오 예 예

특정 오브젝트

에 대한 CONT
ROL

아니오 아니오
예(CONTROL을 보유한 오브

젝트에서)

특정 특권에 대

한 GRANT OPT
ION

아니오 아니오
GRANT OPTION을 보유한 특

권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GRA
NT OPTION에 취소 권한은 들

어 있지 않습니다.

GRANT BIND, EXECUTE ON PACKAGE program5 TO PUBLIC;

REVOKE ALL PRIVILEGES ON test.table1 FROM USER tester2;

REVOKE CONTROL ON INDEX i1 FROM smith, jones;

추가 정보: 제어 센터는 특권을 부여 및 취소하기 편리한 그래픽 인터페이스(GRANT 및 RE
VOKE문과 동등함)를 제공합니다(10장 참조).

스키마, 테이블 또는 뷰에 대한 특권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하면 “WITH GRANT OPTION”
절을 포함시켜 특권을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다시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으로 grant 옵션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브젝트에 대한 특

권을 부여하려면 오브젝트에 대한 CONTROL 특권을 보유하거나, 부여할 특권에 대한 grant 
옵션을 보유하거나, DBADM 또는 SYSADM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특정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해당 특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

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오브젝트에 대한 특권을 취소하려면 해당 오브젝트

에 대한 CONTROL 특권이나, DBADM 또는 SYSADM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용자나 그

룹으로부터 특권을 취소하면 특권의 부여 횟수(또는 특권을 부여한 사람)에 관계없이 특권

이 취소됩니다. GRANT 및 REVOKE문에 대한 권한 요구 사항은 표 2-6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grant 옵션과 함께 누군가에게 특권을 부여한 경우, grant 옵션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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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옵션만 취소하려면 특권을 취소한 후 grant 옵션 없이 다시 특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GRANT 및 REVOKE문에는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키워드를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예: “GRANT … TO …” 및 “REVOKE … FRO
M…”).

• “WITH GRANT OPTION”절은 스키마, 테이블 또는 뷰에 대한 특권 부여를 위해 GRANT문

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각 오브젝트 유형에 적용되는 권한과 특권의 이름은 2.8.2절부터 2.8.6절에 나오는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NNECT 권한은 데이터베이스에만 적용되며 EXECUTE 
특권은 패키지에만 적용됩니다. 

• BANK.ACCOUNTS 테이블의 ADDRESS 및 BALANCE 컬럼에 대한 UPDATE를 TELLERS 그
룹에 부여하는 위의 예에서처럼 UPDATE 또는 REFERENCES 특권은 컬럼 이름의 목록을 

괄호로 묶어 테이블 또는 뷰의 특정 컬럼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컬럼 목록이 지정되지 않

은 경우, grant는 테이블 또는 뷰의 모든 컬럼에 적용됩니다.

• 개별 컬럼에 대해서는 특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테이블 특권에 대한 REVOKE문은 테이

블 또는 뷰의 모든 컬럼에 적용됩니다. 테이블 또는 뷰에 대한 UPDATE 또는 REFERENCES 
특권을 취소한 후, 원할 경우 개별 컬럼 레벨 특권을 다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테이블 또는 뷰 특권을 부여하거나 취소할 때 단어 “ALL PRIVILEGES”는 “주어진 오브젝트

에 적용 가능한 모든 특권(CONTROL 특권 제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에 대한 

ALL PRIVILEGES에는 SELECT, INSERT, DELETE, UPDATE, ALTER, INDEX 및 REFERENCES
가 포함되지만 뷰에 대한 ALL PRIVILEGES에는 SELECT, INSERT, DELETE 및 UPDATE만 

포함됩니다.

• grant 또는 revoke가 적용되는 AuthID는 운영 체제에서 확인된 사용자 그룹의 여덟 문자 ID
입니다. 사용자와 그룹으로 모두 정의된 AuthID를 지칭할 때에만 키워드 USER 또는 GROUP
을 사용해야 합니다. AuthID가 사용자 또는 그룹을 식별하지만 둘 모두를 식별하지 않을 경

우, 시스템은 이 ID의 유형을 판별합니다. 

• PUBLIC에 부여된 특권과 권한은 명시적 특권이나 권한을 갖지 않은 사용자와, 권한 부여 

이후 작성된 새 사용자 ID를 포함하여 모든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CONNECT 권한

을 PUBLIC에 부여하여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DBADM 권한은 PUBLIC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 하나의 GRANT문으로 여러 개의 특권을 부여하려 하지만 몇 개의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수

행 권한이 없는 경우, 수행 권한이 있는 권한 부여만 효력을 갖게 되고 모든 권한 부여가 효

력을 갖지 않음을 알리는 경고가 수신됩니다.

• 특권이 취소되면 이 특권에 의존하는 패키지는 유효하지 않게 되고 이 특권에 의존하는 뷰

와 트리거는 작동 불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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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DBADM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면 자동으로 다른 모든 데이터베이스 특권(예: CO
NNECT 및 CREATETAB)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DBADM을 취소한다고 해서 다른 

데이터베이스 특권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즉, 특권은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취소해야 합

니다. 마찬가지로 테이블이나 뷰에 대한 CONTROL을 부여하면 자동으로 다른 모든 테이블 

레벨 특권(예: SELECT 및 UPDATE)과 WITH GRANT OPTION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테이블

이나 뷰에 대한 CONTROL을 취소해도 다른 테이블 특권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특권과 

WITH GRANT OPTION은 개별적으로 취소하거나 REVOKE ALL PRIVILEGES를 지정할 때

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2.8.8 권한 부여 점검
주어진 SQL문에 대한 권한 부여를 점검하는 대상 사용자 ID를 해당 명령문에 대한 AuthID
라고 합니다. 응용프로그램에서 정적 SQL문의 AuthID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패키지를 

바인드한 사용자의 ID입니다. AuthID를 통해 특정 특권을 보유한 사용자는 특정한 방식으

로만 특권을 사용하는 패키지에 이들 특권을 캡슐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키지의 기반이 

되는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도 패키지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적 SQL문의 경우, AuthID는 항상 현재 사용자의 사용자 ID입니다. 동적 

SQL문에는 콜 레벨 인터페이스(CLI) 또는 Embedded 동적 SQL 기능(8장 참조)이나, 명령 센

터와 같은 대화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행되는 모든 명령문이 포함됩니다. 
특권이 점검되는 시간은 SQL문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적 SELECT, INSERT, DELETE, 

UPDATE 및 VALUES문은 바인드 시점에서, 다른 모든 유형의 명령문에 대해서는 런타임 시

점에서 점검됩니다. 표 2-7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SQL문에 대한 권한 부여 점검 규칙이 요

약되어 있습니다.

표 2-7: 정적 SQL문 및 동적 SQL문의 권한 점검 규칙

명령문 유형 정적 SLQ  동적 SQL 

데이터 조작 명령문(SELE
CT, INSERT, UPDATE,
DELETE 및 VALUES)

바인드 시 프로그램을

바인드한 사용자에 대해

점검

런타임 시 현재 사용자에 

대해 점검

다른 모든 SQL문 런타임 시 프로그램을

바인드한 사용자에 대해

점검

런타임 시 현재 사용자에 

대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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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를 바인드할 때 그룹에 부여된 특권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정적 SQL문을 포함

하는 패키지를 바인드할 때 패키지를 바인드하는 사용자는 개별 사용자 또는 PUBLIC의 구

성원으로서 정적 SQL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

을 둔 이유는 패키지가 그룹이 아닌 사용자의 소유이고 개인의 그룹 구성원 자격이 계속 변

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룹은 운영 체제에서 관리하며 그룹 구성원 자격의 변동사항은 

UDB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표 2-8에는 이 장과 이후 장에서 설명하는 명령문과 명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을 

요약되어 있습니다. SYSADM 및 DBADM 권한이 있으면 다른 권한이나 특권이 없어도 테

이블에서 모든 명령문이나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REATE TABLE문(7.2.1절), ALTER 
TABLE문(7.2.2절), CREATE TRIGGER문(7.3.1절)의 특정 옵션에는 추가 특권이 필요하며 이

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서 설명합니다.

표 2-8: 여러 가지 SQL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

명령 필요한 AuthID

ALTER TABLE문
테이블에 대한 ALTER 또는 CONTROL 특권, 또는 테이블이 들어 있는 

스키마에 대한 ALTERIN 특권 

BIND 명령

처음 패키지를 바인드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BINDADD 특권이 

필요합니다. 스키마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키마에 대한 CR
EATEIN 특권 또는 IMPLICIT_SCHEMA 권한이 필요합니다. 기존 패키

지를 리바인드하려면 패키지에 대한 BIND 특권이나 스키마에 대한 AL
TERIN 특권이 필요합니다. 또한 AuthID는 패키지에 들어 있는 정적 SQL
문에 필요한 모든 특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CALL문
호출할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나타내는 패키지에 대한 EXECUTE 또는 

CONTROL 특권

COMMENT문

주석을 달고 있는 오브젝트에 대한 ALTER 또는 CONTROL 특권, 또는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스키마에 대한 ALTERIN 특권. 아니면 (시스템 카

탈로그 테이블에 기록된) 오브젝트의 정의자 또는 소유자인 경우, 오브

젝트에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CONNECT문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CONNECT 권한

CREATE SCHEMA

모든 사용자는 스키마 이름과 소유자가 자신의 사용자 ID와 동일한 경

우에 한해 명시적으로 스카마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소유자

가 다를 때 명시적으로 스키마를 작성하려면 DBADM 또는 SYSADM 권
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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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여러 가지 SQL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 (계속)

명령 필요한 AuthID

별명, 구별 유형, 함

수, 인덱스, 프로시저, 
테이블, 트리거 또는 

뷰에 대한 CREATE문

기존 스키마에 오브젝트를 작성할 경우 CREATEIN 특권, 새 스키마를 

내재적으로 작성할 경우 IMPLICIT_SCHEMA 권한이 필요합니다. 또
한 다음 특권이 필요합니다.
∙ 인덱스를 작성하려면 인덱싱할 테이블에 대한 INDEX 또는 CONT

ROL 특권이 필요합니다.
∙ 테이블을 작성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CREATETAB 권한이 필

요합니다.
∙ 트리거를 작성하려면 트리거가 접속될 테이블에 대한 ALTER 또는 

CONTROL 특권, 또는 이 테이블이 들어 있는 스키마에 대한 ALTE
RIN 특권이 필요합니다. 또한 트리거의 작성자는 트리거 내용에서 

명령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 뷰를 작성하려면 뷰 정의에 참조된 모든 테이블과 뷰에 대한  SELE

CT 또는 CONTROL 특권이 필요합니다. 

DELETE문 행이 삭제될 테이블이나 뷰에 대한 DELETE 또는 CONTROL 특권, 그
리고 서브쿼리에 사용된 모든 테이블이나 뷰에 대한 SELECT 또는 CO
NTROL 특권. 또한 DELETE문이 LANGLEVEL=SQL92E 또는 MIA를 

사용하여 프리컴파일된 프로그램에 있고 검색 조건에 컬럼 참조가 들

어 있는 경우, 행이 삭제될 테이블이나 뷰에 대한 SELECT 또는 CONT
ROL 특권이 필요합니다. 

DROP SCHEMA문 스키마를 삭제하려면 SCHEMATA 카탈로그 테이블에 기록된 스키마

의 소유자여야 하고 스키마는 비어 있어야 합니다. 

스키마에 있는 임의

의 오브젝트에 대한 

DROP문

삭제되는 오브젝트에 대한 CONTROL 특권, 또는 오브젝트가 들어 있

는 스키마에 대한 DROPIN 특권. 아니면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 기

록된 오브젝트의 정의자인 경우, 오브젝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INSERT문 행이 삽입될 테이블이나 뷰에 대한 INSERT 또는 CONTROL 특권, 그
리고 서브쿼리에 사용된 모든 테이블이나 뷰에 대한 SELECT 또는 CO
NTROL 특권

LOCK TABLE문 잠금을 수행할 테이블에 대한 SELECT 또는 CONTROL 특권

PREP 명령 패키지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BINDADD 
권한과 스키마에 대한 CREATEIN 특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IM
PLICIT_SCHEMA 권한이 필요합니다. 패키지가 이미 존재할 경우, 패
키지에 대한 BIND 특권 또는 해당 스키마에 대한 ALTERIN 특권이 필

요합니다. 또한 패키지에 들어 있는 정적 SQL문에 필요한 모든 특권

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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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여러 가지 SQL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 (계속)

명령 필요한 AuthID

REBIND 명령 패키지에 대한 BIND 특권 또는 해당 스키마에 대한 ALTERIN 특권

RENAME TABLE문 테이블에 대한 CONTROL 특권

RENAME TABLE문 테이블에 대한 CONTROL 특권

SELECT문(단일 행

SELECT문 또는 커서 

선언에 사용된 쿼리 

포함)

쿼리와 해당 서브쿼리에 참조된 모든 테이블과 뷰에 대한 SELECT 또
는 CONTROL 특권

UPDATE문 갱신된 테이블이나 뷰에 대한 UPDATE나 CONTROL 특권, 또는 갱신

된 컬럼에 대한 UPDATE 특권. 서브쿼리에 사용된 모든 테이블이나 뷰

에 대한 SELECT 또는 CONTROL 특권도 필요합니다. 또한 UPDATE문

이 LANGLEVEL=SQL92E 또는 MIA를 사용하여 프리컴파일된 프로그

램에 있고 검색 조건이나 SET절의 오른쪽에 컬럼 참조가 들어 있는 경

우, 갱신된 테이블이나 뷰에 대한 SELECT 또는 CONTROL 특권이 필

요합니다. 

VALUES문(단일 행

VALUES문 포함)
서브쿼리에 참조된 테이블이나 뷰에 대한 SELECT 또는 CONTROL
특권





QL은 원래 사용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번거로움 없이 새로운 질문을 만

들어 내고, 이 질문에 대해 신속히 문의하며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쿼리 언어로 고안되었습니다. 이 언어는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대화를 위해 고안

된 것으로 사용자는 이전 쿼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

경에서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지만 항상 이 탐색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미리 알

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계획되지 않은 임시 상호 작용을 의사 결
정 지원이라고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의사 결정 지원 응용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융통성입니다. SQL은 예상된 경로를 따르는 질문만 하도록 제한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

이스의 모든 정보는 데이터 값 형식으로 표시되며 대화식 쿼리를 통해 이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QL 사용자는 쿼리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인덱스 등 액세스 지원 도구에 대

해 이해할 필요가 없으며 액세스 지원 도구가 변경되어도 쿼리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 결정 지원은 아주 중요한 응용프로그램이므로 모든 관계형 시스템은 SQL 쿼리와 

갱신을 제출하고, 결과를 보고, 다른 대화식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몇몇 대화식 인터페이

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UDB는 총칭하여 DB2 도구라는 대화식 프로그램 세트

를 제공합니다. DB2 도구는 모두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하기 위해 유사한 그래픽 인터

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DB2 도구는 Windows와 OS/2 플랫폼에서만 지원됩니다. Windows 또는 OS/2 머신에

서 DB2 도구를 사용하면 AIX 또는 다른 UNIX 플랫폼에서 실행 중인 UDB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IBM은 모든 플랫폼에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UDB 데이

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웹 기반 도구를 제공하여, DB2 도구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웹 기반 도구 중 일부는 이 책을 읽을 때쯤이면 사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DB2 도구의 대안으로 모든 UDB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명령행 처리기(CLP)라는 오래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CLP는 명령행에 SQL문을 입력하여 표시화면에서 결과를 볼 수 있

는 아주 간단한 텍스트 지향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장에서는 DB2 도구와 CLP의 사용 방법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이들 인터페이스 외

에 Lotus Approach 및 기타 여러 가지 의사 결정 지원 제품을 사용하여 SQL문을 대화식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S

대화식 SQL 

131



132 3.  대화식 SQL

3.1 DB2 도구

모든 DB2 도구는 DB2 프로그램 폴더 또는 관리 도구 폴더와 같은 하위 레벨 폴더에 있는 아

이콘을 눌러 호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구는 보완 태스크를 수행하며 일관된 그래픽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하고 도구 설정 아이콘을 눌러 제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설정” 콜렉

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각 도구는 다른 모든 도구를 표시하는 아이콘이 들어 있는 도

구 모음을 제공합니다. 도구 모음의 아이콘을 눌러 한 도구에서 다른 도구로 전환하거나 아

직 실행되지 않은 도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도구 모음의 아이콘 위로 천

천히 이동하면 모든 도구 모음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명령 센터, 스크립트 센터, 저널 및 정보 센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은 SQL문을 대화식으로 작성 및 실행하고 온라인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되는 기본 도구입니

다.  10장에서는 제어 센터와 클라이언트 구성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관

리 도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3.1.1 명령 센터
명령 센터를 사용하면 각 SQL문을 실행하고 SQL로 작성된 스크립트를 작성, 편집 및 실행

할 수 있습니다. 명령 센터 인터페이스에는 레이블된 스크립트, 결과, 그리고 액세스 플랜

이라는 세 개의 패널이 있습니다. 이들 패널은 한 번에 하나씩 볼 수 있으며 “탭”을 눌러 다

른 패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패널은 SQL문(또는 여러 개의 명령문으로 구성된 

스크립트)을 작성 및 편집하는 데 사용되며, 결과 패널은 명령문이나 스크립트의 실행 결과

를 보여줍니다. 액세스 플랜 패널은 SQL문의 처리를 위해 UDB가 선택한 액세스 플랜을 그

래픽으로 보여줍니다.
명령 센터와 상호 작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크립트 패널에 SQL문을 입력하고 실

행 아이콘(기어 그림의 아이콘)을 누르는 것입니다. 실행 아이콘을 누르면 명령 센터는 스

크립트 패널에서 SQL문을 실행하고 결과 패널에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원하는 대로 스

크립트 패널과 결과 패널 사이를 전환하면서 다수의 SQL문을 실행하고 결과에 대한 로그

를 남길 수 있습니다. 실행한 모든 SQL문의 목록은 스크립트 패널의 맨 위에 보관되므로 명

령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편집하고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3-1에서는 2장의 쿼리 중 

하나가 들어 있는 스크립트 패널을 보여주고, 그림 3-2에서는 이 쿼리를 실행한 결과가 들

어 있는 결과 패널을 보여줍니다. 
명령 센터를 사용하여 SQL문 외에 스크립트 패널에 DB2 명령과 운영 체제 명령을 입력

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문자로 시작하는 행은 실행을 위해 운영 체제로 전송됩니다. 
SQL문과 DB2 명령 사이의 구분은 다소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 SQL문은 테이블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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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작용하며 DB2 명령(예: CREATE DATABASE, BACKUP 및 RESTORE)은 데이터베이

스 전체에 대해 작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SQL문, DB2 명령 또는 운영 체제 명령의 실행 

결과는 결과 패널에 표시됩니다. 

그림 3-1: 명령 센터의 스크립트 패널

그림 3-1에 나와 있듯이 스크립트 패널에는 대화식 모드와 스크립트 모드가 있으며, 패널 

상단 부분의 “단일 선택 단추”를 눌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화식 모드는 주로 즉시 실행할 

명령문을 입력하는 데 사용되며 스크립트 모드는 주로 저장하였다가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패널 맨 위의 메뉴 표시줄에서 스크립트 메뉴

를 풀다운하여 저장 명령을 선택하고 대화 상자에 스크립트를 저장하려는 경로와 파일 이

름을 지정하여 스크립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스크립트에 대

한 간략한 설명을 입력하고 원할 경우 현재 사용 중이 아닌 UDB 시스템에 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립트에 대한 작업 디렉토리(운영 체제 명령을 실행할 경우 스크립트가 

실행 중인 것으로 표시되는 디렉토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립트 센터 도구를 통해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 대화 상자에서 “스크립트 센터에 저장” 옵션을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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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명령 센터의 결과 패널

네 번째 명령 센터 패널인 액세스 플랜 패널은 UDB 옵티마이저가 생성한 액세스 플랜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크립트 패널에 SQL문을 입력하고 스크립트 메뉴에서 “액세스 

플랜 작성”을 선택하면 명령문 실행에 사용할 수 있는 액세스 플랜이 표시됩니다. 그림 3-1
의 SQL문에 대한 액세스 플랜이 그림 3-3에 나와 있습니다. 플랜은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확대/축소 슬라이더”와 화면이동 막대를 사용하여 원하는 

세부 레벨에서 그래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맨 아래에 있는 노드는 쿼리에 참여

하는 테이블(이 예에서는 PARTS와 QUOTATIONS 테이블)을 나타냅니다. 그래프의 각 노드

는 테이블 스캐닝, 두 테이블 조인 또는 중간 결과 정렬과 같은 조작을 나타냅니다. 그래프

의 노드를 더블 클릭하면 계산된 비용(timerons라는 임의 단위로 표시) 등 노드에 대한 자세

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 3-3에서는 옵티마이저가 PARTS와 QUOTATIONS 테이블에

서 인덱스 스캔을 수행하여 PARTNO 컬럼에 의한 통상적 순서로 결과를 정렬한 후 정렬된 

테이블 사이에서 중첩 루프 조인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 실행 쿼

리를 위한 액세스 플랜을 검토해보면 쿼리의 성능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 특정 컬럼별로 대형 테이블을 정렬하는 경우, 정렬을 막기 위해 

해당 컬럼에 대한 인덱스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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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명령 센터의 액세스 플랜 패널

명령 센터는 도구 모음의 도구 설정 아이콘을 눌러 제어되는 전역 설정의 영향을 받습니

다. 또한 명령 센터는 명령 센터에만 적용되는 일부 설정의 영향도 받으며 창 맨 위의 스크

립트, 결 과 또는 액세스 플랜 메뉴의 “옵션”을 선택하여 제어합니다. 다음은 이 중 몇 가지 

설정입니다.

• 명령 센터가 각 SQL문 다음에 자동으로 트랜잭션을 커미트하게 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자동 커미트가 디폴트값입니다. 

추가 정보: 명령문을 롤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여러 명령문에 걸쳐 트랜잭션 일률성을 활용

하려는 경우, 명령 센터를 사용할 때 자동 커미트 기능을 해제해야 합니다. 

• 스크립트에서 한 SQL문을 다른 명령문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명령문 종료 문자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미콜론이 명령문 종료 문자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스크립트에 CR
EATE TRIGGER문이 들어 있는 경우, CREATE TRIGGER문 내에서 세미콜론이 사용되므로 

다른 문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령문 종료 문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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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행이 별도의 SQL문으로 간주됩니다.

• 각 SQL문의 결과와 함께 결과 패널에 표시할 리턴 코드의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으로는 SQLCODE(제품별 정수 코드), SQLSTATE(SQL 표준에 따라 정의된 다섯 자리 코드) 
및 SQLCA(4.1.4절에 정의된 상세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또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명령 센터와 같은 대화식 SQL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DESCRIBE와 쿼리를 차

례로 입력하여 모든 쿼리의 결과 세트에서 컬럼 이름과 데이터 유형 목록을 볼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다음 쿼리의 경우 명령 센터는 SYSCAT.VIEWS 카탈로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의 이름과 데이터 유형을 표시합니다. 

DESCRIBE SELECT * FROM syscat.views;

3.1.2 스크립트 센터
스크립트는 SQL문, DB2 명령 및 운영 체제 명령을 포함하는 파일입니다. 스크립트 센터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스크립트를 작성, 편집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UDB 시스템(사
용자의 로컬 시스템 또는 리모트 시스템)에 확인된 모든 스크립트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이
들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센터나 명령 센터를 사용하여 작성되거나 DB2 도구 이외의 소스

로부터 임포트된 것입니다. 각 스크립트에 대해 스크립트 센터는 스크립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저장 경로와 파일 이름, 마지막 갱신 날짜와 시간 등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스크립트 

센터는 그림 3-4에 나와 있습니다.

스크립트 센터 목록의 스크립트 중 하나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눌러(또는 스크립트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르고 선택 항목 메뉴를 풀다운하여) 스크립트의 편집, 복사 또는 삭

제와 같은 여러 가지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립트가 즉시 실행되도록 하거나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실행되도록 스케줄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나중에 실행되도록 

스케줄한 경우, “3일마다”, “매주 금요일 자정”, “매달 1일과 15일”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반

복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립트 실행 결과는 저널이라는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스크립트 센터를 사용하여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시스템은 스크립트가 저장될 

때 효력을 갖게 된 명령문 종료 문자를 인식합니다. 이 문자가 현재 사용 중인 명령문 종료 

문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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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스크립트 센터

3.1.3 저널
저널의 태스크는 UDB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한 작업, 이벤트 및 메시지의 아카이브 레코

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널 인터페이스에는 작업, 복구, 경보 및 메시지 등 네 개의 패널

이 있으며 각 패널은 탭을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림 3-5는 보류 중인 작업, 실행 중인 작업 

또는 완료된 작업의 목록을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작업 패널을 보여줍니다. 그림 3-5에서는 매

주, 매달, 그리고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실행되도록 스케줄된 작업 등 세 개의 보류 중인 작

업을 보여줍니다. 이들 작업 중 하나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눌러(또는 작업 메뉴를 풀다

운하여) 스크립트 검토, 작업 삭제, 작업 즉시 실행, 스케줄 변경 또는 스케줄 일시 중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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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저널의 보류 중인 작업 패널

스케줄된 작업이 실행될 때마다 날짜, 시간, 작업 ID 및 실행 결과를 기록하는 항목이 작

업 실행기록 패널에 만들어집니다. 이들 항목 중 하나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눌러(또는 

작업 메뉴를 풀다운한 후 결과 표시를 선택하여) 스크립트 실행 중의 상세 로그를 볼 수 있

습니다. 
저널의 복구 패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행된 모든 백업과 복구 조작의 목록을 보관합

니다. 이 패널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사본을 찾거나 데이터베이스

를 특정 상태로 리스토어할 수 있습니다. 백업과 복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6절을 참조

하십시오.
저널의 경보 패널은 스냅샷 모니터가 발견한 모든 경보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스냅샷 모

니터는 UDB 시스템의 여러 가지 성능 매개변수를 측정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입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이들 매개변수 중 하나가 지정된 값(예: 정해진 초당 트랜잭션 수)에 도달

하면 경보를 생성하도록 스냅샷 모니터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저널은 경보가 발생한 정확

한 시간과 원인을 기록합니다. 경보와 스냅샷 모니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9절을 참조

하십시오.
저널의 메시지 패널은 모든 DB2 도구에 의해 생성된 메시지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각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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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는 날짜 및 시간과 함께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메시지 패널을 처음 열면 실제 

메시지가 들어 있는 행이 너무 좁아 메시지의 첫 번째 단어만 볼 수 있습니다. DB2 도구가 

표시하는 메시지 패널과 기타 패널에서 마우스를 사용하여 표제에서 컬럼 사이 경계를 

끌어 컬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3-6에는 메시지의 전체 텍스트를 볼 수 있

도록 메시지 컬럼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림 3-6: 저널의 메시지 패널

추가 정보: 저널은 작업, 이벤트 및 메시지에 대한 레코드를 누적하여 영구히 보존합니다. 
저널 레코드가 스페이스를 많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가끔 저널 레코드를 제거해야 

합니다. 저널의 개별 패널에서 제거 또는 모두 제거 조치를 호출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

니다. 제거할 레코드의 범위(예: 지난달 수신한 모든 메시지)를 선택하려면 첫 번째 레코드

를 누른 후 범위의 마지막 레코드를 Shift와 함께 누릅니다. 그런 다음 기본 메뉴를 풀다운하

여 제거 조치를 선택하십시오. 저널에서 작업 레코드를 제거하려면 SYSADM 권한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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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정보 센터
모든 DB2 도구에는 충분한 온라인 도움말이 제공됩니다. 각 패널에 표시되는 도움말 단추

를 누르면 이 도움말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주제에 대해 좀더 심층적인 검토

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센터라는 도구가 이를 해결해줍니다. 정보 센터는 UDB가 제공하

는 모든 온라인 정보를 한 자리에 모아 정리합니다. 그림 3-7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 센터는 

다섯 개의 개별 패널로 구성되며 각 패널은 탭을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패널의 내용은 다

음과 같습니다.

그림 3-7: 정보 센터

• 태스크 패널에는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테이블 작성”과 같은 태스크의 목록이 들어 있

습니다. “특권”과 같은 특정 단어가 들어 있는 태스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를 선택

하였으면 보기를 눌러 해당 태스크에 제공되는 온라인 도움말을 볼 수 있습니다. 

• 서적 패널에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UDB 매뉴얼의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 서적

은 제품 설치 디스크에 HTML 형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보기를 누른 후 원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책의 저장 위치가 궁금하면 sqllib/doc/html을 찾아보

십시오. 

• 문제점 해결 패널은 UDB로부터 수신한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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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시지 SQL0801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나 SQLSTATE 22012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자 할 

경우, 문제점 해결 패널에서 찾아보십시오.

• 샘플 프로그램 패널에는 여러 가지 UDB 기능의 사용 방법을 예시하는 응용프로그램 목록

이 들어 있습니다.

• 웹 패널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웹(World Wide Web) 상의 DB2 관련 사

이트(예: IBM이 유지보수하는 DB2 FAQ 사이트)에 액세스합니다.

3.2 명령행 처리기

명령행 처리기(CLP)는 SQL문, DB2 명령 및 운영 체제 명령을 처리하기 위한 텍스트 지향 

인터페이스입니다. 키보드나 파일로부터의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해당 입력을 표시

장치나 파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CLP는 모든 UDB 플랫폼에서 지원되며 이전 버전의 CLP
와도 호환 가능합니다. AIX 또는 UNIX 워크스테이션에서 UDB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

하는 경우, CLP가 대화식 SQL문을 실행하는 중심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이 절에서는 CLP
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L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ommand Refere
nce를 참조하십시오.

CLP는 DB2 프로그램 폴더에서 CLP 아이콘을 누르거나 운영 체제 프롬프트에서 db2 명
령을 입력하여 호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Windows NT에서 db2와 같은 UDB 명령은 일반 명령 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

므로 특별한 DB2 명령 창이 필요합니다. 일반 명령 창에서 db2cmd를 입력하거나 Windows 
NT용 DB2 프로그램 폴더의 명령 창 아이콘을 눌러 DB2 명령 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db2 명령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식을 취합니다.

1.  db2 다음에 SQL문이나 시스템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 CLP는 명령문이나 명령을 실행하고 

결과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FINANCE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도록 CLP에 지시하

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db2 connect to finance

이 모드에서 CLP를 사용할 때 운영 체제 쉘이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한 후 CLP로 전송합니

다. 따라서 운영 체제가 특수 문자로 간주하는 문자(예: *, > 또는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

음 예와 같이 입력을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db2 “select * from accounts”

2. db2 다음에 –f filename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CLP는 이름이 지정된 파일로부터 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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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와서 파일에 있는 모든 명령을 차례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은 monday.clp 

파일의 모든 명령문을 처리하도록 CLP에 지시합니다. 
db2 –f monday.clp

3. db2만 입력하고 –f 옵션이나 명령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CLP는 대화식 모드로 들어가고 

키보드에서 SQL문이나 명령을 입력하라는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db2 명령의 가장 단순

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db2

CLP가 대화식 모드로 실행되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입력을 요청

합니다. 
db2 =>

!로 시작하는 CLP 입력은 운영 체제 명령으로 해석되어 실행을 위해 운영 체제로 보내집

니다. 예를 들어, CLP 입력 파일의 다음 행은 운영 체제 echo 명령을 실행합니다. 
!echo Monthly Summary

추가 정보: CLP를 사용하여 파일에 있는 일련의 SQL문을 실행할 때 !echo 명령을 사용하

여 쿼리 결과에서 레이블로 작용하게 될 텍스트를 생성한 후 출력 스트림에 넣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시작될 때까지 CLP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db2start 
명령을 사용하여 서버를 시작할 수 있으며, CLP 프롬프트, 운영 체제 프롬프트 또는 제어 

센터(10.3절 참조)를 사용하여 적절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이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LP 세션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하도록 제한하지 않습니다. CONNECT

문을 사용하여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2.7.2절 참조).
CLP를 호출할 때 –t 옵션을 지정한 경우,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각 SQL문 또는 명령을 종

료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명령문과 명령이 두 입력 행 이상 길어질 때 

편리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SQL 예는 CLP 세션에서 –t 옵션을 사용하여 입력하는 것처럼 

세미콜론으로 종료됩니다. 
CLP 세션이 완료되면 TERMINATE 명령 또는 QUIT 명령을 사용하여 세션을 종료할 수 있

습니다. TERMINATE 명령은 진행 중인 트랜잭션을 커미트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있을 경

우)을 종료한 후 CLP 세션을 종료합니다. 반면 QUIT 명령은 기존 트랜잭션이나 데이터베이

스 연결을 종료하지 않고도 CLP 세션을 종료합니다.

추가 정보: 일반적으로 QUIT보다는 TERMINATE를 사용하여 CLP 세션을 종료하는 것이 좋

습니다. CLP 세션 사이에서 트랜잭션을 진행 중인 상태로 두면 트랜잭션이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잠금을 보유하게 되므로 좋지 않습니다. QUIT 명령 후 

활성 상태로 남아 있는 데이터베이스 연결도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중단하거나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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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구성 매개변수를 변경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3.2.1 명령 옵션
파일의 입력을 받아들이도록 CLP에 지시하는 –f 옵션은 CLP의 동작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명령 옵션 중 하나입니다. 이들 각 옵션은 한 문자로 된 이름을 갖습니다. 이 중 일부는 간단

하게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는 반면, 일부는 파일 이름과 같은 특정한 값으로 설정할 수 있

습니다. 각 옵션은 디폴트값을 가지며, 이 값은 CLP 세션을 시작하는 db2 명령에서 명시적

으로 설정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db2 명령에서 옵션 앞에 + 기호를 첨부하여 옵션을 해

제하고 – 기호를 첨부하여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은 c 옵션은 해

제하고 v 옵션은 설정하며 f 옵션은 “infile” 값으로 설정하여 CLP를 호출합니다. 

db2 +c –v –f infile
CLP 세션 중에 LIST COMMAND OPTIONS를 입력하여 명령 옵션의 현재 설정을 볼 수 있

고 다음 구문의 명령을 사용하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 3-1에는 각 옵션에 대해 CLP가 인식하는 명령 옵션이 요약되어 있고 디폴트 설정은 굵

은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 3-1: CLP 명령 옵션

옵션 값

-a

+a

각 명령문 다음에 명령문 실행 결과를 요약한 코드가 들어 있는 SQLCA 
구조가 표시됩니다. 
SQLCA 구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c

+c

각 SQL문 다음에 COMMIT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변경사항을 영구

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 COMMIT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명시적 COMMIT문을 실행해야 합

니다.



144 3.  대화식 SQL

표 3-1: CLP 명령 옵션 (계속)

옵션 값

-ec
-es
+e

각 SQL문 다음에 SQLCODE가 표시됩니다(주로 +o와 함께 사용됨).
각 SQL문 다음에 SQLSTATE가 표시됩니다(주로 +o와 함께 사용됨).
운영 체제 명령행에서 SQL문을 실행한 후 리턴 코드가 표시되지 않습

니다.

-f filename

+f

CLP는 주어진 파일에서 입력을 가져옵니다. 파일 이름은 절대적(경로 

이름) 또는 (현재 디렉토리에)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CLP는 표준 입력(보통 키보드)에서 입력을 가져옵니다.

-l filename

+l

모든 명령과 SQL문이 이름 지정된 파일에 로그되어 이 파일의 기존 내

용(있을 경우)에 첨부됩니다. 각 명령이나 명령문은 실행 시 로그됩니

다. (그러나 쿼리 결과는 로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령과 SQL문이 로그되지 않습니다.

-o
+o

출력(쿼리 결과 및 메시지)이 표준 출력(보통 표시장치)에 표시됩니다.
출력이 표준 출력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p
+p

각 대화식 명령의 항목 앞에 CLP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프롬프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r filename
+r

쿼리 결과가 이름 지정된 파일에 저장됩니다.
쿼리 결과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s

+s

명령문 실행 중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CLP가 중지되고 운영 체제를 종

료합니다.
명령문 실행 중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CLP는 다음 명령문을 실행합니

다.

-t

-tdx

+t

명령문 종료 문자가 세미콜론으로 설정됩니다. 세미콜론이 발견될 때

까지 입력 행은 병합되고 결과는 하나의 명령문으로 처리됩니다.
명령문 종료 문자가 어떤 문자도 될 수 있는 x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옵션 –td$는 $ 문자를 발견할 때까지 입력 행은 병합되고 결과는 하나의 

명령문으로 처리됨을 나타냅니다. SQL문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세미콜

론 문자가 필요한 경우 이 옵션이 유용합니다. 
명령문 종료 문자가 없습니다. 각 행은 공백과 백슬래시(\)로 끝나지 않

으면 명령문으로 간주됩니다. 

-v
+v

모든 명령문과 명령이 실행되기 전에 표준 출력으로 에코됩니다.
명령문과 명령이 에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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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CLP 명령 옵션 (계속)

옵션 값

-w

+w

SQL문의 실행 결과 발생한 경고 메시지(예: “문자열이 절단됨”)가 표시

됩니다.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z filename
+z

쿼리 결과와 오류 메시지가 모두 이름 지정된 파일에 저장됩니다.
쿼리 결과와 오류 메시지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명령문을 롤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여러 명령문에 걸쳐 트랜잭션 일률성을 활용

하려는 경우,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CLP의 자동 커미트 기능을 해제해야 합니다.  

UPDATE COMMAND OPTIONS USING c OFF;

3.3 대화식 명령

명령 센터 및 CLP와 같은 대화식 도구는 SQL문을 실행하는 것 외에 전체 데이터베이스나 

UDB 시스템의 상태나 동작에 영향을 주는 명령을 실행하는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SQL문과 명령은 구분이 애매합니다. 명령 센터와 CLP를 사용하면 SQL문과 같은 

방법, 즉 해당 프롬프트에서 명령문을 입력하여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용프

로그램이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 SQL문에 사용되는 EXEC SQL 구문이 아닌 특수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명령은 Command 
Reference에 설명되어 있고 해당 API는 API Reference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UDB가 지원하는 명령의 대부분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이 기능은 제어 

센터(10.3절 참조)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좀더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습

니다. 이 절에서는 대화식 세션 중 명령 센터나 CLP를 사용하면 특히 유용한 몇 가지 명령

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3.3.1 분리 레벨 제어
각 트랜잭션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트랜잭션의 영향으로부터 트랜잭션을 보호하

는 수준을 제어하는 분리 레벨을 갖습니다. UDB가 지원하는 네 개의 분리 레벨은 2.7.1절에

서 설명했습니다. 디폴트로 명령 센터와 CLP는 커서 안정성이라는 보호 레벨을 사용합니

다. CHANGE ISOLATION 명령을 사용하여 차후 트랜잭션의 보호 레벨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이 명령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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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다음 명령은 차후 트랜잭션에 대해 반복 읽기(RR) 레벨의 분리를 사용하도록 명령 센

터나 CLP에 지시합니다.

CHANGE ISOLATION TO RR;

3.3.2 연결 유형 제어
2.7.2절에서 설명했듯이 UDB는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지원합니다. 유형 1은 

한 번에 한 데이터베이스에만 연결할 수 있고, 유형 2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

는 분산 트랜잭션을 지원합니다. 유형 2 연결의 동작은 SYNCPOINT 옵션(2.7.2절 참조)으로 

정  제어되며, 이 옵션은 분산 트랜잭션의 조정 방식을 결정합니다. 
명령 센터와 CLP는 디폴트로 유형 1 연결을 획득합니다. 그러나 두 도구 모두 SET CLIENT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연결 유형과 SYNCPOINT 옵션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2단계 커미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유형 2 연결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명령입니다. 

SET CLIENT CONNECT 2 SYNCPOINT TWOPHASE;

CHANGE ISOLATION과 마찬가지로 SET CLIENT 명령은 세션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

지 않은 경우에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연결 유형 SYNCPOINT 옵션 및 다음 예와 같이 QUERY CLIENT 명령을 사용하여 기타 제

어 가능한 클라이언트 옵션의 현재 설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QUERY CLIENT;

추가 정보: 유형 2 연결을 사용할 때 각 SQL문을 실행한 후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커미트하

는 자동 커미트 기능을 해제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분산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없

습니다. 

3.3.3 도움말 보기
명령 센터 세션 중 도움말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창의 맨 위에 있는 도움말 아이콘이나 

정보 센터 아이콘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 센터와 CLP에서 좀더 텍스트 지향적인 

도움말 형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에 나와 있듯이 의문 부호를 명령으로 사용하여 

이러한 형식의 도움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UDB가 지원하는 모든 명령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 set client SET CLIENT와 같은 특정 명령의 구문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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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0204 SQLCODE-204와 연관된 메시지 SQL0204에 대한 설명을 표시

합니다.

? 42704 SQLSTATE42704에 대한 설명을 표시합니다.

3.3.4 주석
SQL92 표준에 따르면 SQL문에는 하나 이상의 주석을 둘 수 있고 각 주석은 두 개의 하이픈

으로 시작하여 행의 끝까지 이어집니다. 주석은 SQL문의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명령 센터와 CLP를 사용하면 SQL문과 명령에 주석을 임베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QL

92 표준과 달리 이 두 도구를 사용하려면 각 주석은 한 행에 단독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다
음 예는 두 개의 주석을 포함하는 SQL문을 나타낸 것으로 이들 중 하나만 명령 센터와 CLP
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SELECT suppno, price

FROM quotations

-- This comment is accepted by the Command Center

WHERE partno = ‘P231’    -- This comment is not

AND responsetime < 10;

이 책에서는 예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SQL92 스타일의 주

석을 일부 SQL 행에 사용했습니다. 명령 센터나 CLP를 사용하여 예를 실행하려면 각 주석

이 별도의 행에 놓이도록 이러한 예를 수정해야 합니다. 





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SQL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만의 SQL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예금을 작성하고 신용 카드를 승인하며 항공 티켓을 예매하는 등 여러 가

지 태스크를 수행하는 응용프로그램과 상호 작용합니다. 응용프로그램은 현재 태스크에 

고유한 인터페이스를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SQL문을 보호 아래에서 사

용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하고 사용자에게 제시할 정보를 얻습니다. 
UDB는 응용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적 SQL과 동

적 SQL을 제공합니다. 정적 SQL의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는 어떤 SQL
문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SQL문을 직접 응용프로그램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
러면 UDB 프리컴파일러가 프로그램을 처리하여 각 SQL문을 최적화된 액세스 플랜으로 변

환하고 이 플랜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응용프로그램에서 원래의 SQL문은 액세스 

플랜을 로드하여 실행하는 런타임 루틴에 대한 호출로 대체됩니다. 액세스 플랜을 미리 준

비하고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작업을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SQL 사용 방

법 가운데 정적 SQL이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정적 SQL은 티켓 구매 또는 은행 

예금 등과 같이 반복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응용프로그램에 아주 적합합니다. 또한 정적 SQL
은 특정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캡슐화”함으로써, 데이터

베이스 조작을 위한 권한을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부여하지 않고도 이들이 원하는 조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UDB는 C, C++, FORTRAN 및 COBOL용 정적 SQL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는 

개인용 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 플랫폼에서 많이 사용되는 C 및 C++에서 정적 SQL을 사용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적 SQL을 사용하는 

방법은 Embedded SQL Programming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정적 SQL의 대안이 동적 SQL입니다. 동적 SQL의 경우에는 응용프로그램이 런타임 시 데

이터베이스에 SQL문을 제공합니다. 동적 SQL을 사용하면 런타임 시 액세스 경로 선택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대신 미리 확정되지 않은 SQL문을 실행할 수 있는 융통

성을 프로그램에 제공합니다. UDB는 C, C++, FORTRAN, COBOL, REXX 및 Java용 동적 SQL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동적 SQL은 8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대

정적 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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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C 프로그램에서 정적 SQL 사용 
C 프로그램에 임베드된 각각의 정적 SQL문에는 EXEC SQL을 접두부로 첨부하여 명령문을 

SQL 프리컴파일러에 식별해 주어야 합니다. 각 SQL문은 세미콜론으로 끝나며 두 행 이상

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프리컴파일러는 모든 SQL문을 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

그램을 호출하는 순수한 C 명령문으로 SQL문을 대체합니다. 또한 프리컴파일러는 각 SQL
문에 대해 명령문 실행을 위한 플랜을 캡슐화하는 섹션을 준비합니다. 런타임 시 C 프로그

램이 SQL문을 실행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호출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은 섹션 중 하나를 로드하여 실행합니다. 주어진 프로그램에서 SQL문을 캡슐화하

는 모든 섹션을 총칭하여 패키지라고 합니다. SQL 프리컴파일러는 자신이 처리하는 각 프

로그램에 대해 패키지를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C 프로그램에 임베드된 SQL문에는 두 개의 하이픈으로 시작하여 행의 끝까지 이어지는 

SQL 스타일의 주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령 센터 및 CLP와 달리 SQL 프리컴파일러의 

경우에는 각 주석을 별도의 행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SQL문 밖의 주석에는 일반적인 

C 구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SQL문 내의 문자열 상수는 다음 예와 같이 행 연결 문자(백슬래시)를 사용하여 응용프로

그램의 다음 행에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EC SQL DELETE FROM parts

WHERE description LIKE ‘%Surplus%\

Equipment%’;

C 및 C++로 작성된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C 선행 처리기 명령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include <sqlenv.h>

헤더 파일 sqlenv.h(sqllib/include에 있음) 및 이 파일을 포함하는 다른 헤더 파일에

는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하는 데 필요한 구조, 함수 및 상수에 대한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 SQL 프리컴파일러는 보통 C 선행 처리기 이전에 호출되므로 사용자 프로그램

의 SQL문을 C 선행 처리기 기능(예: #define 및 #include)과 독립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파일의 자료를 SQL문에 포함시켜야 할 경우, 다음 예와 같이 SQL 프리컴파일러가 처리

하는 INCLUDE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EC SQL INCLUDE ‘myfile.s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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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호스트 변수
2.4.1절에서 상수나 컬럼 이름과 같은 기본 피연산자를 사용하여 SQL문의 표현식을 빌드하

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본 피연산자 중 하나가 호스트 변수입니다. 호스트 

변수란 SQL문이 임베드된 프로그램에 선언된 변수의 이름입니다. 호스트 변수의 이름은 

콜론 접두부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컬럼의 이름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표현식 x+y

는 컬럼 x의 값에 컬럼 y의 값을 더한 값을 나타내지만, 표현식 x+:y는 컬럼 x의 값에 호스

트 변수 y의 내용을 더한 값을 나타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검색하여 호스트 프로

그램에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변수를 출력 호스트 변수라고 합니다. 반면 호스트 프로그램

이 변수에 값을 제공하고 이 값이 SQL문에 사용될 때 이 변수를 입력 호스트 변수라고 합니

다. 다음 예는 데이터 조작 명령문에서 입력 호스트 변수의 사용 방법을 보여줍니다. 각 명

령문은 SQL 프리컴파일러가 처리하도록 표시하기 위해 접두부 EXEC SQL로 시작됩니다.

• 입력 호스트 변수를 이용하여 SUPPLIERS 테이블에 새 행을 삽입합니다.  
EXEC SQL

  INSERT INTO SUPPLIERS(suppno, name, address)

     VALUES(:suppno, :sname, :saddr);

• 입력 호스트 변수의 값을 토대로 특정 견적의 가격과 응답 시간을 갱신합니다.
EXEC SQL

   UPDATE quotations

   SET price = :newprice,

       responsetime = :newresponse

   WHERE suppno = ;suppno

   AND partno = :partno;

추가 정보: 데이터베이스 컬럼과 호스트 변수는 같은 이름 공간에 있지 않으므로, 호스트 

변수와 비교하거나 데이터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컬럼 다음에 호스트 변수의 이름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해보면 호스트 변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SQL문에 사용되는 호스트 변수는 서브스크립트와 같은 호스트 언어 수정자

가 없는 단순한 ID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x는 유효한 호스트 변수 참조지만, :x[5], :x.
salary 또는 :x -> salary는 SQL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SQL문에서 호스트 변수에 적

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호스트 언어 연산자는 비참조 연산자(:*x)로, 호스트 변수가 포인터 

유형으로 선언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 선언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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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표시기 변수의 해석

표시기 값 해석

(양수) 출력 호스트 변수에는 꼭 맞게 절단된 널(NULL)이 아닌 문자열 값이 있습

니다. 표시기 값은 절단되기 전 문자열 값의 원래 길이입니다. 입력 호스트 

변수의 경우, 양수 표시기 값은 0의 표시기 값과 동일합니다.

0 호스트 변수에 널(NULL)이 아닌 값이 있습니다.

-1 호스트 변수에 널(NULL) 값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페치된 널(NU
LL) 값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출력 호스트 변수에만 적용됩니다. 호스트 변수에는 오버플로우와 같은 

산술 오류로 얻어진 널(NULL) 값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바인드할 때 “우
호적 산술”이 작동 중(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 DFT_SQLMATHWARN 
= YES)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호스트 프로그램이 값을 교환할 때 널(NULL) 값의 표현 방식에 대한 문

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SQL 데이터 유형(예: Integer)은 널(NULL) 값을 허용하지만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유형(예: C의 long)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합니

다. UDB(및 다른 모든 DB2 제품)는 각 호스트 변수를 표시기 변수라는 2차 보조 변수와 연

관시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수 표시기 변수는 널(NULL) 값을 나타내며 0
과 양수 표시기 변수는 널(NULL)이 아닌 값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4-1을 참조하

십시오.)
SQL 표현식에서 각 호스트 변수에는 선택적으로 표시기 변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

음 구문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변수에는 모두 콜론이 접두부로 첨부되며 표시기 변수는 키워

드 INDICATOR로 식별됩니다.

호스트 변수에 표시기 변수가 없는 경우, 널(NULL) 값을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

다. 이러한 변수에 사용되는 널(NULL) 값을 검색하려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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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의 UPDATE문은 아래 예에 나와 있듯이 표시기 변수를 새 가격과 새 응답 시간에 대

한 입력 변수와 연관시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예에서 호스트 프로그램은 가격과 응

답 시간에 대해 널(NULL)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EC SQL -- Note price and responsetime may be null

   UPDATE quotations

   SET price = :newprice :indic1,

       responsetime = :newresponse :indic2

   WHERE suppno = :suppno

   AND partno = :partno;

4.1.2 SQL 선언 섹션
C 또는 C++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모든 변수는 컴파일러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선언되

어야 합니다. 또한 SQL문에 사용되는 호스트 변수의 선언도 SQL 프리컴파일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SQL 선언 섹션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습니

다. 이 섹션에는 프로그램에서 SQL문에 사용되는 모든 호스트 변수와 표시기 변수에 대한 

선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SQL 선언 섹션에는 호스트 언어 구문으로 작성된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각 

SQL 데이터 유형은 호스트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가 값을 교환할 때 사용하는 호스트 

언어 데이터 유형과 연관됩니다. 기본 1바이트 SQL 데이터 유형에 해당하는 C 데이터 유형

이 표 4-2에 나와 있습니다.

추가 정보: Decimal 데이터 유형과 동등한 C 언어 값이 없더라도 Decimal 값을 문자열이나 

부동 소수점 값으로 변환하여 C 프로그램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환은 내장 함수

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char 및 decimal 함수는 Decimal과 Char 데이터 유형 사

이의 변환에 사용할 수 있고, double 및 decimal 함수는 Decimal과 Double 데이터 유형 사

이의 변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cimal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값을 float 또는 double 유
형의 호스트 변수에 지정할 경우(또는 그 반대), 데이터 유형 변환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UDB는 표 4-2에 나열된 데이터 유형 외에 대형 오브젝트(LOB)를 처리하기 위한 몇 가지 

데이터 유형을 지원합니다. 이 데이터 유형을 사용하여 값을 교환하기 위한 호스트 변수를 

선언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6.1절에서 설명합니다.
Varchar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호스트 변수의 구조화된 형식에서 구조의 length 필드

는 데이터 값이 차지하는 data 필드의 바이트 수를 나타냅니다. 입력에서 length 필드는 

프로그램에서 설정해야 하며 필드 값은 선언된 data 필드의 길이보다 짧아야 합니다.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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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기본 SQL 데이터 유형에 해당하는 C 데이터 유형

SQL 데이터 유형 C 데이터 유형

Smallint 및 표시기 변수 Short

Integer Long

Decimal(p,s) (해당하는 C 데이터 유형이 없음)

Real Float

Double Double

Char(n) char[n+1] (널(NULL) 종료)

Varchar(n)

char[n+1] (널(NULL) 종료)
또는
struct

{
short length;

char data[n];

}

Date char[11]

Time char[9]

Timestamp char[27]

에서 length 필드는 시스템에서 출력 값의 길이(필요할 경우 선언된 data 필드의 길이로 

절단됨)로 설정됩니다.
C 프로그램에 여러 개의 SQL 선언 섹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선언 섹션은 C 선언이 유

효한 곳이면 프로그램 내의 어느 위치든 있을 수 있으며, EXEC SQL BEGIN DECLARE SECT
ION문과 EXEC SQL END DECLARE SECTION문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SQL 프리컴파일러는 

이러한 대괄호 역할의 명령문을 제거하고 변수 선언만 C 프로그램의 원래 위치에 남겨 둡

니다. 각 SQL 선언 섹션은 자신이 선언한 호스트 변수를 사용하는 SQL문 앞에 나와야 합니

다. 
SQL 선언 섹션에 선언된 변수는 C 명령문에서 사용될 때 통상적인 범위 지정 규칙을 따

릅니다. 그러나 SQL 프리컴파일러는 호스트 변수를 프로그램(컴파일 단위)의 모든 SQL문

에 대해 전역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SQL 선언 섹션에 선언된 각 변수의 이름은 프로

그램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C 프로그램에 임베드된 SQL 선언 섹션 내에서 C 스타일 주석(/*로 시작하여 */로 끝남) 또

는 SQL 스타일 주석(--로 시작하여 행 분리로 끝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 프로그램의 상단부에 임베드된 SQL 선언 섹션의 예입니다. 이 예에서 알 수 있

듯이 SQL 선언 섹션 내에서 호스트 변수의 이름 앞에는 접두부로 첨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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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long qonhand, qonorder, threshold;  /* Integers */

 char suppno[4];   /* Char(3)  */

 char partno[5];   /* Char(4)  */

 char orderdate[11];   /* Date     */

 struct

    {

    short length;

    char data[50];

    } sname, saddr;   /* Varchar(50)  */

 short indic1=0, indic2=0, indic3=0; /* Indicators  */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SQL 선언 섹션 내에서 선언은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 호스트 변수의 이름은 255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문자 EXEC 또는 SQL로 시작하면 안됩니

다.

• 선언에는 static 또는 extern과 같은 스토리지 클래스 스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한 행에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여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예와 같이 “()” 표기

가 아니라 “=” 표기로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int x = 7; /* OK           */

int x(7);  /* not accepted */

(호스트 변수 선언의 구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E를 참조하십시오.)

4.1.3 2바이트 문자열 교환
Graphic 및 Vargraphic 데이터 유형은 대부분의 아시아 언어가 그렇듯이 문자 인코딩이 2바

이트 이상인 문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2바이트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에는 두 가지 형식이 사용됩니다.

• 복수 바이트 형식(DBCS 형식이라고 함): 각 문자는 2바이트로 인코드됩니다. Graphic 및 Var
graphic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는 항상 이 형식을 사용합니다.

• 와이드 문자(wide character) 형식: 각 문자는 wchar_t로 인코드됩니다. 이는 C 컴파일러에 

의해 정의되며 2 또는 4바이트입니다. IBM CSet++ 컴파일러(헤더 파일 stddef.h에 있음)
는 wchar_t를 2바이트 데이터 유형(unsigned short)으로 정의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내

에서는 와이드 문자 형식이 사용되지 않지만 다수의 C 및 C++ 컴파일러가 이 문자 형식을 

사용합니다. 컴파일러가 와이드 문자 형식의 문자열을 조작하기 위한 함수 라이브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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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이드 문자 문자열 라이브러리는 wstring.h에 선언되며 wst

rcpy, wstrcat, wstrlen 등 다수의 함수를 포함합니다. C 및 C++ 컴파일러는 아래와 같

은 L 유형 리터럴도 인식하며 와이드 문자 형식을 사용하여 이를 표시합니다.
L “三つ子の魂百まで”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는 복수 바이트 형식이 사용되지만 다수의 컴파일러 기능이 와이드 

문자 형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픽 데이터가 출력 변수로 페치될 경우에는 복수 바이트

를 와이드 문자 형식으로 변환하고자 하고, 입력 변수로부터 읽어들일 경우에는 와이드 문

자에서 복수 바이트 형식으로 변환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프리컴파일러 옵션 WCHARTYPE 
CONVERT를 지정하는 경우, 시스템이 이러한 변환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프리컴파일러 

옵션 WCHARTYPE NONCONVERT를 지정하거나 이 옵션을 디폴트값으로 설정하는 경우, 
자동 변환이 수행되지 않으며 모든 입력과 출력 변수는 문자당 2바이트를 사용하여 복수 

바이트 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픽 유형 호스트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 SQL 선언 섹션에서 사용해야 하는 데이터 유

형은 선택하는 프리컴파일러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WCHARTYPE CONVERT를 지정하

는 경우, 그래픽 데이터에 대한 호스트 변수는 wchar_t의 배열로 선언해야 합니다. 반면 디

폴트값 또는 WCHARTYPE NONCONVERT를 지정하는 경우, 그래픽 호스트 변수는 sql.h

에 정의된 플랫폼 독립의 2바이트 데이터 유형인 sqldbchar의 배열로 선언해야 합니다. 
SQL 선언 섹션에 사용되는 선언 형식은 표 4-3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WCHARTYPE NONCONVERT(디폴트값)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프리컴파일하는 경우, 
C 함수 mbstowcs 및 wcstombs를 사용하여 복수 바이트를 와이드 문자 형식으로, 또는 그 

반대로 명시적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2바이트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mbedded 
SQL Programming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C와 SQL은 2바이트 리터럴(2바이트 문자로 된 상수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C 코드의 L 유형 리터럴은 L“double-byte data”와 유사하고 와이드 문자 형식

으로 표시됩니다. SQL 2바이트 리터럴은 G‘double-byte data’ 또는 N‘double-byte d

ata’와 유사하고 복수 바이트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SQL 선언 섹션에서 2바이트 변수를 초

기화할 때 L 유형 리터럴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변환하십시오.

표 4-3: 2바이트 데이터에 사용되는 데이터 유형

SQL 데이터 유형

W CHARTYPE 
NONCONVERT와 함께 사용되는

C 데이터 유형

W CHARTYPE 
CONVERT와 함께 사용되는

C 데이터 유형

Graphic(n)
sqldbchar[n+1]

(널(NULL) 종료)
wchar_t[n+1]

(널(NULL)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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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2바이트 데이터에 사용되는 데이터 유형 (계속)

SQL 데이터 유형

W CHARTYPE 
NONCONVERT와 함께 사용되는

C 데이터 유형

W CHARTYPE 
CONVERT와 함께 사용되는

C 데이터 유형

Vargraphic(n)

sqldbchar[n+1]

(널(NULL) 종료)
또는
struct

{

short length;

sqldbchar data[n];

}

wchar_t[n+1]

(널(NULL) 종료)
또는
struct

{

short length;

wchar_t data[n];

}

4.1.4 리턴 코드 및 메시지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실행이 완료된 각 SQL문은 상태 코드와 약간의 추가 정보를 리

턴합니다. 정보는 SQLCA라는 구조로 리턴되며, SQLCA는 다음과 같이 (헤더 파일 sqlca.h

에) 선언됩니다. 

struct sqlca

 {

 unsigned char sqlcaid[8]; /* eye-catcher: “SQLCA” */

 long sqlabc; /* length of SQLCA      */

 long sqlcode; /* result code          */

 short sqlerrml; /* length of msg tokens */

 unsigned char sqlerrmc[70]; /* message tokens       */

 unsigned char sqlerrp[8]; /* product code         */

 long sqlerrd[6]; /* row counts           */

 unsigned char sqlwarn[11]; /* warning flags        */

 unsigned char sqlstate[5]; /* standard result code */

 };

SQLCA 구조 내에 있는 필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sqlcaid: 문자열 “SQLCA”를 포함합니다. 

sqlabc: SQLCA 구조의 바이트 단위 길이인 136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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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code: SQL문의 실행 결과를 나타내는 코드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0은 정상 실

행, 음수 코드는 오류 조건, 양수 코드는 “데이터 없음”과 같은 특수 상황이나 경고를 

나타냅니다. 이 필드에 리턴되는 코드는 제품에 따라 다르며 데이터베이스 제품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UDB가 리턴하는 코드의 의미는 메시지 참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sqlerrml: sqlerrmc 필드에 들어 있는 데이터의 실제 길이를 포함합니다.

sqlerrmc: X’FF’로 분리된 0개 이상의 토큰을 포함하며, 주어진 리턴 코드에 해당하는 

오류 메시지에 사용될 특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리턴 코드가 “데이터베이

스에 테이블이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 sqlerrmc 필드에는 찾지 못한 테이블의 이름

이 포함됩니다.

sqlerrp: CONNECT문이 실행된 후 이 필드에는 제품과 버전을 식별하는 여덟 문자의 

“서명” 코드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SQL05000은 DB2 Universal Database 버전 5, 릴리

스 0, 수정 레벨 0을 나타냅니다. sqlcode가 오류를 표시하면 sqlerrp는 오류 코드를 

생성한 내부 UDB 모듈을 식별합니다.

sqlerrd: 추가 진단 정보를 포함하는 여섯 개의 정수 배열. 이 배열의 다음 항목은 사용

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sqlerrd[2] (배열의 세 번째 정수) INSERT, DELETE 또는 UPDATE문에 의해 수정된 

행의 수를 포함합니다.

sqlerrd[4] (배열의 다섯 번째 정수) 트리거 또는 외부 키 제한조건(7.1절 참조)의 시

행에 의해 수정된 행의 수를 포함합니다. 

sqlerrd[5] (배열의 여섯 번째 정수) 병렬 UDB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한 노드의 

노드 번호를 포함합니다. 

sqlwarn: 특정 경고 조건이 발생한 경우 “W”로 설정되는 문자의 배열(보통 공백). 다음

과 같은 경고 조건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sqlwarn[0] 다른 경고 문자 중 “W’로 설정된 것이 있으면 “W”로 설정됩니다. 

sqlwarn[1] 검색 시 문자열 값이 절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sqlwarn[2] 컬럼 함수에 전달된 값의 일부가 널(NULL)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

한 값은 무시됩니다.)
sqlwarn[3]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값의 수가 이 값을 수신하도록 제공된 호스트 

변수의 수와 다름을 나타냅니다. 

sqlwarn[4] UPDATE 또는 DELETE문에 WHERE절이 포함되지 않아 테이블의 모든 

행에 영향이 미치게 됨을 나타냅니다.

sqlwarn[6] 불가능한 날짜(예: 2월 31일)를 방지하기 위해 날짜 계산의 결과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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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나타냅니다.

sqlwarn[8] 문자열 값에 원하는 코드 페이지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가 들어 있어 대

체 문자로 교체하였음을 나타냅니다.

sqlwarn[9] “우호적 산술”(데이터베이스 구성 DFT_SQLMATHWARN=YES)로 인해 

산술 오류가 포함된 표현식이 무시되므로 컬럼 함수의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sqlwarn[10] SQLCA 구조의 필드 중 하나를 설정하는 동안 코드 페이지 변환 오류

가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sqlstate: SQL문의 실행 결과를 나타내는 다섯 문자 배열. 다섯 문자 sqlstate 코드는 

ANSI/ISO SQL92 표준에 따라 정의하므로 sqlcode에 사용되는 숫자 코드보다 한 데이

터베이스 제품에서 다른 제품으로의 이식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sqlstate의 처음 

두 문자는 “구문 오류”와 같은 오류 클래스를 식별하고 표준에 부합하는 모든 SQL 구
현에서 일정합니다. sqlstate의 마지막 세 문자는 오류 서브클래스를 식별하며 구현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에서 SQLCA 구조를 선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 명령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EXEC SQL INCLUDE SQLCA;

이 명령문은 사용자 프로그램에 SQLCA 구조의 정의를 포함하고 sqlca라는 이름으로 이 

구조의 한 인스턴스를 선언합니다. 따라서 sqlca.sqlcode 및 sqlca.sqlstate[0]과 같

은 규정 이름을 사용하여 SQLCA 구조의 여러 부분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드 sqlca.

sqlcode는 자주 사용되므로 INCLUDE SQLCA문은 단축 이름 SQLCODE를 sqlca.sqlcode

와 동일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주어진 SQLCA 구조 내의 코드에 해당하는 자세한 오류 메시지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sqlaintp라는 유틸리티 루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루틴은 SQLCA 구조를 취해 널(NU
LL) 종료 문자열을 리턴합니다. 이 문자열은 해당 구조의 코드와 연관된 메시지를 포함하

며, 표시가 가능하도록 메시지 내 적절한 위치에 삽입된 sqlerrmc 토큰으로 끝납니다. 이 

유틸리티 루틴에 대한 인터페이스(헤더 파일 sql.h에 선언됨)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 sqlaintp

 (

 char *buffer, /* message buffer               */

 short buff_size, /* size of message buff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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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t line_width, /* desired line width           */

 struct sqlca *sqlca /* to be decoded into a message */

 );

sqlaintp에 대한 첫 번째 매개변수는 버퍼에 대한 포인터로, 해독된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 사용자가 할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매개변수는 버퍼의 크기를 나타내며, 세 번째 매

개변수는 사용자가 희망하는 메시지 포맷 방식(행 분리 사이의 최대 문자 수)을 나타냅니

다. 대부분의 메시지는 512바이트의 버퍼에 맞습니다. sqlaintp로부터의 양수 리턴 코드

는 메시지의 길이를 나타내며, 음수 리턴 코드는 주어진 코드에 대해 메시지를 리턴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추가 정보: 3.3.3절에서 설명한 대로 “?” 명령을 대화식으로 사용하여 주어진 SQLCODE 또
는 SQLSTATE와 연관된 전체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4.1.5 WHENEVER문
응용프로그램이 SQL문을 실행할 때마다 명령문의 결과를 나타내는 코드가 SQLCA 구조에 

리턴됩니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각 명령문이 실행된 후 SQLCA의 내용을 점검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SQL 프리컴파일러는 WHENEVER문이

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른 SQL문과 마찬가지로 WHENEVER문에 EXEC SQL을 접두부로 첨부해도 실행 가능

한 명령문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프리컴파일러는 각 SQL문 다음에 SQLCA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자 프로그램에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생성된 코드에 의해 사용자 프로

그램은 SQLCA의 내용에 따라 표시된 몇몇 레이블로 갈라지거나 정상 실행을 계속합니다. 
WHENEVER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WHENEVER문은 원하는 수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어느 위치에든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각 SQL문 실행 후 프로그램의 동작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이 구문과 다른 구문 다이어그램에서 접두부 EXEC SQL은 생략되어 있지만 호스트 프로그램에 임베드된 모든 

SQL문에는 접두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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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문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경우(SQLCODE = 0), 프로그램의 다음 명령문으로 제어가 

전달됩니다.

• SQL문이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 행을 찾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SQLCODE+100을 

리턴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이전 WHENEVER NOT FOUND문(반드시 실행 순서가 아니라 

목록상의 순서)이 효력을 갖습니다. 이 SQLCODE는 FETCH, UPDATE 또는 DELETE문이나  

“단일 행 SELECT”문(4.1.10절 참조)에 의해 리턴됩니다.

• SQL문이 양수의 다른 SQLCODE나 경고 조건을 리턴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이전 WHENEV
ER SQLWARNING문(목록상의 순서)이 효력을 갖습니다. 

• SQL문이 오류 조건을 나타내는 음수의 SQLCODE를 리턴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이전 WHEN
EVER SQLERROR문(목록상의 순서)이 효력을 갖습니다.

위의 규칙에 따라 효력을 갖는 WHENEVER문은 프로그램이 정상 실행을 계속하거나 WH
ENEVER문의 GO TO절에 표시된 레이블로 갈라지도록 합니다. GO TO절에는 호스트 언어 

명령문의 레이블만 들어 있고, 선택적으로 콜론이 접두부로 첨부됩니다. SQLCA 구조에 표시

된 조건에 대해 WHENEVER문이 효력을 갖지 않을 경우, 디폴트 동작은 CONTINUE입니다.
WHENEVER문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주어진 지점에서 예외 조건을 처리하기 위한 루

틴을 최대 세 개까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루틴은 각각 오류, 경고, “찾을 수 없음” 조건에 대

한 것입니다. 이들 핸들러 내에서는 sqlaintp 유틸리티 루틴을 호출하여 SQLCA 구조에서 

발견된 코드와 연관된 메시지를 검색하기가 좋습니다. 

추가 정보: WHENEVER SQLERROR에 의해 호출된 오류 처리 루틴 내에서 SQL문을 사용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SQL문 중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 프로그램을 

무한 루프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외 조건이 발견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정의하기 위해 다음 코드 행을 C 프로그램에 

임베드할 수 있습니다.
EXEC SQL WHENEVER NOTFOUND GO TO end_of_loop;

EXEC SQL WHENEVER SQLERROR GO TO print_message;

EXEC SQL WHENEVER SQLWARNING CONTINUE;

추가 정보: WHENEVER문을 사용자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예: 함수 또는 서브루틴)에만 적

용하려는 경우, 이 명령문이 적용되는 섹션의 끝에 또 다른 WHENEVER문을 사용하여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WHENEVER는 실행 가능한 명령문은 아니지만 SQL 프리컴파일

러에 의해 해석됩니다. 프리컴파일러는 호스트 언어의 범위 지정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며, 
같은 조건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에서 또 다른 WHENEVER문이 발견될 때까지 각 WHENEV
ER문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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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커서 선언
INSERT, DELETE 및 UPDATE문은 응용프로그램에 임베드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이러한 

명령문은 명령문을 실행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수정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SQLCA 구조를 리턴합니다. 그러나 응용프로그램에 데이터를 리턴해야 하고 리

턴되는 행의 수가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베드된 쿼리는 좀 더 복잡합니다. 데이터

베이스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검색되는 행을 지정하여 이러한 행을 

한 번에 하나씩 사용자 프로그램에 페치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커서

라고 합니다.
커서는 쿼리와 연관된 이름과 유사합니다. 커서 선언은 커서의 이름을 선언하고 이와 연

관된 쿼리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OPEN, FETCH 및 CLOSE라는 세 명령문이 커서에 대

해 작용합니다. OPEN문은 결과 세트의 첫 번째 행을 검색하도록 커서를 준비합니다. FETCH
문은 결과 세트의 한 행을 검색하여 호스트 프로그램의 지정된 변수에 넣습니다. 각 FETCH
문 이후 커서가 방금 페치된 결과 세트의 행 위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FETCH문은 보통 결

과 세트의 모든 행이 페치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행됩니다. (이 조건은 SQLCODE +100과 

SQLSTATE 02000으로 표시됩니다.) CLOSE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커서가 사용한 모

든 자원을 해제합니다. (다시 필요하면 커서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커서 선언의 구문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8.3.1절의 “동적 커서 선언”도 참조). 커

서 선언은 커서의 이름(같은 프로그램의 나머지 커서와 달라야 함)을 선언하여 이를 특정 

쿼리와 연관시킵니다. 쿼리의 구문은 2.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커서 선언은 쿼리 결과 전달 

여부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FETCH문의 작업입니다.
커서 선언에 사용되는 쿼리는 약간의 호스트 변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

음 명령문은 주문 수량이 입력 호스트 변수 :threshold보다 큰 부품을 PARTS 테이블에서 

찾는 쿼리와 커서 이름 c1을 연관시킵니다. 

EXEC SQL DECLARE c1 CURSOR FOR

SELECT partno, qonhand, qonorder

FROM parts

WHERE qonorder > :threshold

ORDER BY part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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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테이블의 모든 컬럼이 검색되도록 표시하기 위해 SELECT *절을 사용하는 것은 

응용프로그램의 쿼리에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추가 컬럼으로 테이블이 확장되

는 경우에는 새 컬럼을 수신하기 위한 호스트 변수가 프로그램에 없기 때문에 “모든 컬럼”
으로부터 전달되는 값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실행을 계속하여 프

로그램이 바인드될 때 존재했던 모든 컬럼의 값을 검색합니다. 

커서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선택적 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WITH HOLD: 이 절은 커서가 COMMIT문 이후에도 열려 있게 합니다. COMMIT문(2.7.1절 

참조)은 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열려 

있는 모든 커서는 COMMIT문에 의해 닫힙니다. WITH HOLD로 정의된 커서는 열린 채로 

남아 있지만 잠금은 해제됩니다. (커서의 위치는 결과 세트의 다음 행 “이전”이 됩니다.)
ORDER BY: 이 절은 SELECT문의 ORDER BY절과 마찬가지로 결과 세트의 행이 전달되는 

순서를 지정합니다. ORDER BY절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이 정한 순서대로 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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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며 매번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ORDER BY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4.10
절을 참조하십시오.)

FETCH FIRST N ROWS ONLY: 이 절은 SELECT문의 유사한 절과 마찬가지로 쿼리의 결과 

세트를 지정된 행 수로 제한합니다.
FOR READ ONLY: 이 절은 위치 지정 UPDATE 또는 위치 지정 DELETE문에 대해 커서를 사

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명령문(4.1.11절 참조)은 커서가 위치한 행을 갱

신 또는 삭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서가 FOR READ ONLY로 사용되는 경

우, 특정한 쿼리 처리 방식이 배제됩니다. 커서를 FOR READ ONLY로 선언하면 시스템은 

커서와 연관된 쿼리를 처리할 때 임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쿼리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커서를 FOR READ ONLY로 선언한 후 위치 지정 UPDATE 또는 DE
LETE문에서 커서를 사용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FOR UPDATE: 이 절은 이 커서를 참조하는 위치 지정 갱신을 사용하여 갱신하려는 컬럼을 

선언할 때 사용됩니다. 이 정보는 쿼리 옵티마이저에 유용합니다. FOR UPDATE를 지정

하였지만 갱신할 컬럼을 나열하지 않을 경우, 옵티마이저는 위치 지정 갱신을 결과 세트

의 임의의(또는 모든) 컬럼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커서 정의에 FOR UPDATE
절이 포함된 경우, ORDER BY 또는 FETCH FIRST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OPTIMIZE FOR N ROWS: 이 절은 이 커서와 연관된 결과 세트의 N개 행만 페치하겠다고 쿼

리 옵티마이저에 알려줍니다. 이 절로 인해 쿼리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절을 생략하는 경우, 옵티마이저는 전체 결과 세트를 페치하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FETCH FIRST절과 달리 OPTIMIZE FOR절은 커서에 의해 페치될 수 있는 실

제 결과 세트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음 예는 PARTS 테이블의 특정 행을 검색하는 데 사용되며 QONORDER 컬럼의 위치 지

정 갱신에 사용될 커서를 선언합니다. QONORDER 인덱스에 있는 행의 순서는 컬럼이 갱신

되면 변경될 수 있으므로, FOR UPDATE절은 QONORDER 인덱스를 사용하여 PARTS 테이블

을 스캐닝함으로써 이 쿼리를 처리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옵티마이저에 알려줍

니다. 

EXEC SQL DECLARE c2 CURSOR FOR

SELECT partno, qonhand, qonorder

FROM parts

WHERE qonhand < 100

FOR UPDATE OF qonorder;

추가 정보: 모든 커서 선언에서 FOR UPDATE절(커서와 함께 위치 지정 갱신 또는 삭제를 사

용하려는 경우) 또는 FOR READ ONLY절(위치 지정 명령문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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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쿼리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2)

4.1.7 OPEN문
OPEN문은 결과 세트의 행을 페치하기 위해 커서를 준비합니다. 커서와 연관된 쿼리의 입

력 변수는 커서가 열릴 때 평가됩니다. 커서가 열려 있는 동안 쿼리의 결과 세트에서 위치

를 갖습니다. 이 위치는 행 위, 이전 또는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OPEN문은 결과 세트의 첫 

번째 행 앞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OPEN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8.3.1절의 “동적 Open문” 참조). 

예:
EXEC SQL OPEN c1;

4.1.8 FETCH문
FETCH문은 커서의 현재 위치 바로 뒤에 있는 결과 세트의 행을 페치하여 나열된 호스트 변

수에 이를 전달합니다. FETCH문에 이름 지정된 커서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커서의 현재 

위치 다음에 행이 없는 경우, FETCH문은 SQLCODE +100(SQLSTATE 02000)을 리턴하며 호

스트 변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방금 페치된 행이 커서의 위치가 됩니다. 
FETCH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8.3.1절의 “동적 Fetch문” 참조).

2) 이 충고를 따르지 않고 FOR UPDATE 또는 FOR READ ONLY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커서를 선언하는 경우, 
커서의 상태는 프리컴파일러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LANGLEVEL MIA 또는 LANGLEVEL SQL92E 옵션을 사용

하여 프로그램을 프리컴파일하는 경우, 시스템은 컬럼의 위치 지정 갱신에 커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

니다(4.1.11절에 나열된 이유 중 하나로 인해 커서가 갱신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한함). LANGLEVEL SAA1 
옵션을 사용하거나 LANGLEVEL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컴파일하는 경우, 시스템은 커서가 FOR READ ONLY
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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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EC SQL FETCH c1

INTO :partno :indic1, :qonhand :indic2, :qonorder :indic3;

FETCH문에 사용되는 호스트 변수는 호스트 변수로 페치되는 값과 호환 가능한 유형이

어야 합니다. (호환성 규칙은 6.6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결과 세트의 컬럼 중 널(NULL) 
값을 허용하는 컬럼이 있을 경우, 이들 컬럼과 연관된 호스트 변수는 표시기 변수를 가져야 

합니다. 
옵티마이저가 선택한 액세스 플랜에 따라 커서와 연관된 쿼리의 결과 세트는 완벽하게 

구체화되어 첫 번째 행이 페치될 때 임시 테이블에 저장되거나, 개별 FETCH문에 대한 응답

으로 한 번에 한 행이 구체화됩니다. 결과가 임시 테이블에 구체화되는 경우, 첫 번째 페치 

이후 발생한 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면 결과 세트가 각 행이 페치

될 때마다 구체화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을 반영합니다. 옵티마이저는 쿼리의 

처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첫 번째 페치 시 결과의 구체화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문자열 데이터가 호스트 변수로 페치되는 경우, 호스트 변수가 페치된 값을 보유할 수 있

을 만큼 크지 않으면 절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QLCA 구조의 sqlwarn[1] 플래그와, 호
스트 변수에 제공되는 표시기(있을 경우)는 함께 사용되며 다음 규칙에 따라 절단 발생 시 

경고를 표시합니다.3)

1. 널(NULL) 종료자를 포함하여 페치된 값이 호스트 변수에 들어 맞는 경우(예를 들어, 유형 

Char(5)의 컬럼 값이 유형 char[6]의 호스트 변수로 페치된 경우)

값이 널(NULL) 종료자와 함께 호스트 변수에 복사됩니다.

sqlcode는 0으로 설정되고 sqlstate는 “00000”으로 설정됩니다.

sqlwarn[1]은 공백으로 설정됩니다. 

표시기 변수(있을 경우)는 0으로 설정됩니다.

2. 페치된 값이 호스트 변수에 들어 맞지만 널(NULL) 종료자를 위한 공간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유형 Char(5)의 컬럼 값이 유형 char[5]의 호스트 변수로 페치된 경우)

값이 널(NULL) 종료자 없이 호스트 변수에 복사됩니다.

sqlcode는 0으로 설정되고 sqlstate는 “01004”로 설정됩니다.

sqlwarn[1]은 “N”으로 설정됩니다.

표시기 변수(있을 경우)는 0으로 설정됩니다.

3) 이들 규칙은 응용프로그램이 옵션 LANGLEVEL SAA1(디폴트값)을 사용하여 프리컴파일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옵션 LANGLEVEL1 SQL92E가 호출하는 다른 절단 규칙 세트는 Embedded SQL Programming Guid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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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치된 값이 너무 길어 호스트 변수에 들어 맞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유형 Char(5)의 컬

럼 값이 유형 char[4]의 호스트 변수로 페치된 경우)

호스트 변수는 페치된 값의 가능한 최대 바이트 수로 채워지며 널(NULL) 종료자는 제

외됩니다.

sqlcode는 0으로 설정되고 sqlstate는 “01004”로 설정됩니다. 

sqlwarn[1]은 “W”로 설정됩니다.

표시기 변수(있을 경우)는 절단되기 전 페치된 값의 원래 길이로 설정됩니다.4)

4.1.9 CLOSE문
CLOSE문은 커서를 닫고 보류 중인 자원(예: 결과 세트의 임시 사본)을 해제합니다. 닫힌 커

서가 나중에 다시 열리는 경우, 해당 입력 변수는 다시 평가되고 쿼리가 다시 실행되며 커

서는 새 결과 세트의 첫 번째 행 앞에 위치합니다. 
CLOSE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EXEC SQL CLOSE c1;

선택적 절 WITH RELEASE는 이 커서와 연관된 읽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고 시스템에 

알려줍니다. 이는 2.7.1절에서 설명했듯이 반복 읽기(RR) 또는 읽기 안정성(RS) 분리 레벨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 레벨은 페치하는 행에 대해 시스템

이 잠금을 확보하게 하여, 커서를 닫았다가 나중에 다시 열 경우 행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

장합니다. 이러한 잠금은 보통 트랜잭션의 종료 시까지 보유되지만 WITH RELEASE를 사용

하여 커서를 닫는 방법으로 그보다 전에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1.10 단일 행 SELECT 및 VALUES문
앞에서 보았듯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하여 호스트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일반

적인 방법은 검색할 데이터를 지정하는 쿼리를 작성하고 쿼리에 대한 커서를 선언한 후 커

4) 대형 오브젝트(LOB) 데이터 유형(6.1절 참조)의 경우, 문자열의 원래 길이가 표시기 변수에 리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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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열고 결과 세트의 행을 호스트 변수에 페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쿼리

의 결과가 한 행으로 구성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쿼리가 컬럼 함수(예: SUM 또는 AVG)
를 호출하는 경우(반면 GROUP BY절이 없음), 정확히 한 행으로 된 데이터를 리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커서를 선언하여 열고 한 행을 페치한 후 다시 커서를 닫는 것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한 행만을 리턴하도록 쿼리에 지시되면 SQL은 쿼리의 결과를 검색하여 호스트 변수 목

록에 넣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방법을 단일 행 SELECT문(또는 쿼리가 리터

럴 테이블로 구성된 경우 단일 행 VALUES문)이라고 합니다. 
단일 행 SELECT문은 단순한 쿼리 블록으로, 결과를 전달할 호스트 변수를 지정하는 INTO

절이 SELECT절 다음에 나옵니다. 쿼리 블록을 실행하여 결과가 단일 행인 경우, 이 행이 IN
TO절의 호스트 변수에 전달됩니다. 쿼리의 결과 세트가 공백인 경우, SQLCODE +100 및 SQL
STATE 02000이 리턴되고 호스트 변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결과 세트가 둘 이상의 행으로 

구성된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단일 행 VALUES문은 하나의 행과, 행이 전달될 호스트 변수를 지정하는 INTO절로 구성

되는 리터럴 테이블입니다. 단일 행 VALUES문은 예를 들어 현재 날짜와 시간을 검색하여 

호스트 프로그램 변수에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행 SELECT문과 마찬가지로 

단일 행 VALUES문은 리터럴 테이블에 둘 이상의 행이 들어 있을 경우 오류를 발생시킵니

다. 단일 행 VALUES문에 사용되는 리터럴 테이블은 CAST 표현식을 사용하여 널(NULL) 값
에 명시적 데이터 유형을 제공하지 않으면 NULL 컬럼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물론 EXEC SQL을 접두부로 첨부하여 호스트 프로그램에 임베드시키면 단일 행 SELECT
와 단일 행 VALUES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행 명령문의 구문은 4.1.11절에 나와 있

습니다. 
다음 예는 보유 중인 기어와 주문을 낸 기어의 총 수를 찾아서 널(NULL) 표시기와 함께 

이 수를 두 개의 호스트 변수에 전달합니다. 설명이 LIKE 술어를 충족시키는 PARTS 테이블

에 행이 없을 경우, 컬럼 함수는 널(NULL) 값을 리턴합니다.

EXEC SQL

 SELECT sum(qonhand), sum(qonorder)

 INTO :gearsonhand :indic1, :gearsonorder :indic2

 FROM parts

 WHERE description LIKE ‘%Gear%’;

다음 예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검색하여 두 개의 호스트 변수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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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 SQL

 VALUES(CURRENT DATE, CURRENT TIME)

 INTO :today, :rightnow;

4.1.11 위치 지정 UPDATE 및 DELETE문
커서는 쿼리 결과를 검색하여 호스트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것 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

이터의 행을 갱신 및 삭제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치 지정 UPDATE문이라는 특

별한 형태의 UPDATE문을 사용하여 커서의 위치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확히 한 행

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위치 지정 갱신에서는 검색 조건 대신 WHERE절에 “CURRENT OF”
절과 커서 이름이 포함됩니다. 명령문은 이름 지정된 커서가 위치한 한 행을 갱신합니다. 
마찬가지로 DELETE문도 위치 지정 DELETE문이라는 특별한 형태를 갖는데, WHERE절에 

커서를 이름 지정하고 이 커서가 위치한 한 행을 삭제합니다. 
갱신 또는 삭제할 행을 찾는 방법과는 별도로 위치 지정 UPDATE 및 DELETE문은 검색 

조건을 포함하는 UPDATE 및 DELETE문과 똑같이 동작합니다. 따라서 위치 지정 명령문에 

대한 특수 구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대신 2.5.2절의 UPDATE문과 2.5.3절의 DELETE문에 

대한 구문 다이어그램을 참조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들 다이어그램을 위치 지정 

UPDATE 및 DELETE문으로 변환하려면 WHERE절을 다음에 표시된 “위치 지정” WHERE
절로 대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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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치 지정 명령문의 몇 가지 예입니다. (호스트 프로그램에 임베드되는 명령문의 

앞에는 접두부 EXEC SQL이 필요합니다.)

• 커서 C10이 위치한 QUOTATIONS 테이블의 행을 갱신합니다. 
EXEC SQL

 UPDATE quotations

 SET price = 900,

     responsetime = 14

 WHERE CURRENT OF c10;

• 커서 C20이 위치한 SUPPLIERS 테이블의 행을 삭제합니다.
EXEC SQL

 DELETE FROM suppliers

 WHERE CURRENT OF c20;

커서가 위치한 행이 삭제되면 커서의 위치는 결과 세트의 다음 행 “이전”이 됩니다. (또는 

다음 행이 없을 경우, 결과 세트의 마지막 행 “이후”가 됩니다.) 위치 지정 삭제는 커서가 위

치한 행을 삭제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커서를 위치 지정 UPDATE 또는 DELETE문에 사용하려면 특정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야 합니다. 이들 요구사항 중 일부는 커서 자체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것들은 (DECLARE 
CURSOR문에서) 커서와 연관되어 있는 쿼리(이를 커서 쿼리라고 함)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두는 목적은 커서의 현재 행이 갱신 또는 삭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의 행을 고유하게 식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커서 쿼리는 FROM절에 단 하나의 테이블이나 뷰를 가져야 하며 위치 지정 UPDATE 또는 

DELETE문에 이름 지정된 테이블이나 뷰와 같아야 합니다. 뷰일 경우에는 (2.6.5절에 정의

된) 읽기 전용 뷰이면 안됩니다. 

2. 커서 쿼리에는 다음 기능이 포함되면 안됩니다. 이들은 커서의 현재 행에 해당하는 데이터

베이스의 고유 행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합니다. 

• DISTINCT, GROUP BY 또는 HAVING

• 컬럼 함수(AVG, MAX, MIN, SUM, COUNT, STDEV 또는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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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 연산자(ALL 옵션이 있거나 없는 UNION, INTERSECT 또는 EXCEPT)
3. 커서 선언에는 ORDER BY 또는 FETCH FIRST절이 포함되면 안됩니다.

4. 커서 선언에는 FOR UPDATE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5) 위치 지정 갱신의 경우, FOR UPDAT
E절에는 갱신할 컬럼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는 컬럼 목록을 생략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내재적으로 모든 컬럼에 갱신이 적용됩니다.)

5. 커서는 열려 있어야 하고 행에 위치해야 합니다. (즉, 커서에 대해 FETCH문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4.1.12 대화식 SQL에서 커서 사용
커서의 목적 중 하나는 쿼리 결과의 행을 한 번에 하나씩 호스트 프로그램 변수에 전달하는 

것이므로, 커서가 임베드된 SQL과 함께 응용프로그램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명령 센터와 CLP도 커서 선언, OPEN, FETCH 및 CLOSE문, 위치 

지정 갱신 및 삭제를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명령문 중 하나가 대화식

으로 실행될 때 EXEC SQL이 접두부로 첨부되지 않으면 호스트 변수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식 SQL 세션에서 커서를 사용하면 한 번에 한 행씩 쿼리의 결과를 검토하면서 바로 

행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용프로그램에 임베드하기 전에 커서 논리를 대화식으로 

실행하여 이를 디버그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PARTS 테이블의 행을 검토

한 후 이 중 한 행을 갱신하기 위해 대화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일련의 명령문을 보여줍니

다. 

DECLARE c1 CURSOR FOR

 SELECT partno, qonhand, qonorder

 FROM parts

   FOR UPDATE OF qonorder;

OPEN c1;

FETCH c1;

FETCH c1;

FETCH c1;

UPDATE parts

5) 이것은 절대적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충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LANGLEVEL SQL92E 또는 LANGLEVEL MIA 
옵션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프리컴파일한 경우, FOR UPDATE로 선언되지 않은 커서에 위치 지정 갱신 또는 삭제

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위치 지정 명령문을 사용할 때마다 커서를 FOR UP
DATE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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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qonorder = qonorder + 25

 WHERE CURRENT OF c1;

CLOSE c1;

4.1.13 복합 SQL
응용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실행될 때 각 SQL문은 보통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

에서 메시지를 교환합니다. 메시지 트래픽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UDB는 서버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로 프로그램이 SQL문의 “번들”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번들을 

복합 SQL문이라고 합니다. 복합 명령문은 갱신 작업 중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하지 않

고 관련된 여러 개의 갱신을 수행해야 하는 응용프로그램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합 SQL문은 항상 정적 특성을 가지며, 이는 각 SQL문의 모든 입력 변수의 값이 명령문 

실행 이전에 바인드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호스트 변수를 사용하여 하나의 개별 명령문 정

보를 복합 SQL문 내의 다른 명령문에 전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제한이 따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복합 명령문 내의 개별 명령문이 결과를 클라이언트 머신에 리턴하지 

않으므로 복합 명령문이 종료될 때까지 호스트 변수의 값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 

이상의 개별 명령문이 동일한 호스트 변수에 값을 지정하는 경우, 호스트 변수는 마지막으

로 지정된 값을 보유합니다.
복합 SQL문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는 명령문이 ATOMIC인지 또는 NOT-ATOMIC인지 지

정해야 합니다. ATOMIC인 경우, 개별 명령문이 실패하면 복합 명령문 내의 모든 개별 명령

문이 롤백됩니다. NOT-ATOMIC인 경우, 복합 명령문 내의 다른 명령문이 성공하지 못해도 

같은 복합 명령문 내의 다른 명령문의 실행으로 변경된 사항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UDB 
서버가 일률적 복합 명령문을 받아들이지만 DRDA 연결을 통해 접속되는 다른 데이터베이

스 서버는 이 명령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합  SQL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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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EC SQL

BEGIN COMPOUND ATOMIC STATIC 

  INSERT INTO orders(suppno, partno, quantity, orderdate)

       VALUES(:s, :p, :q, CURRENT DATE);

  UPDATE parts

       SET qonorder = qonorder + :q

       WHERE partno = :p;

END COMPOUND;

복합 SQL문은 정적 SQL 응용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서로 중첩되지 않습니다. 
커서에 대한 조작(OPEN, FETCH, CLOSE)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영향을 주는 명령문(CO
NNECT, RELEASE)은 복합 명령문 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합 명령문은 마지막 개별 

명령문으로 COMMIT를 포함할 수 있지만 ROLLBACK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위의 구문 다이어그램에서 보았듯이 응용프로그램은 복합 명령문 내에 있는 특정 수의 

개별 명령문만 실행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수가 STOP AFTER절의 호스트 변수

에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호스트 프로그램에 임베드된 모든 SQL문과 마찬가지로 복합 SQL문은 결과를 표시하는 

SQLCA 구조를 리턴합니다. 복합 명령문 내의 개별 명령문 중 하나 이상이 오류나 경고 조

건을 리턴하는 경우, 이 오류와 경고는 SQL 참조서에 설명된 스킴을 사용하여 SQLCA 구조 

내에 결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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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예제 프로그램 PARTS1: 부품 주문
Embedded SQL의 예로,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여 웨어하우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로 

부품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PARTS1이라는 C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

램은 필요한 부품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라는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이 설명에 

부합하는 모든 부품 번호를 찾아서 각 부품 번호에 대해 필요한 부품 수량과 필요 시기를 

사용자에게 문의합니다. 재고량으로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레코

드만을 갱신합니다. 반면 부품을 새로 주문해야 하는 경우, 프로그램은 최소의 비용으로 지

정된 시간 안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찾아 주문을 합니다. 프로그램은 사용자

가 입력한 설명에 부합하는 모든 부품을 찾아 처리한 후 또 다른 부품 설명을 입력하라는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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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프로그램은 Embedded SQL에 사용되는 기호, 구조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필수 헤더 파일 sqlenv.h를 임베드합니다. sqlenv.h 파일은 sqllib/include 디렉토리

에 들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시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여러 개의 다른 헤더 파일을 임

베드합니다. 이 예에서는 INCLUDE SQLCA문을 사용하여 리턴 코드가 포함될 sqlca라는 구

조를 선언합니다.

단계 2: SQL 선언 섹션에는 Embedded SQL문에 사용되는 모든 호스트 변수의 호스트 언어 선언이 

포함되며, 표 4-2에 나열된 C 언어 데이터 유형을 사용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시작부분에

서 PARTS 테이블에 대한 쿼리임을 나타내기 위해 C1이라는 커서를 선언합니다. 이 커서가 

열릴 때마다 입력 변수 :userdescrip를 평가하고 이 설명에 부합하는 모든 부품을 찾습니

다. (근사치를 허용하기 위해 LIKE 술어를 사용합니다.) 위치 지정 갱신에 이 커서를 사용할 

계획이므로 FOR UPDATE절을 포함시킵니다. 

예제 프로그램 PARTS1 단계: 부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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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1: Include some header files

*/

#include <stdlib.h>

#include <string.h>

#include <stdio.h>

#include <sqlenv.h>

EXEC SQL INCLUDE SQLCA;

void main()

 {

 /*

 ** STEP 2: Declare some host variables and a cursor

 */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char dbname[9] = “testdb”; /* name of database   */

 char partno[5]; /* part number   */

 long qonhand; /* quantity on hand   */

 long qonorder; /* quantity on order   */

 long qneeded; /* quantity needed   */

 long rneeded; /* response time needed (days)   */

 long shortfall; /* qty. needed minus qty. available  */

 long bestprice; /* best qualifying price for part   */

 short priceIndicator; /* -1 (null) if no qualifying quotes */

 char bestsuppno[4]; /* supplier no. with best price   */

 char userdescrip[21]; /* user’s description of part   */

 char actualdescrip[21]; /* actual description of part   */

 char msgbuffer[500]; /* buffer for DB2 error message   */

 short moreToDo = 1; /* 1 until program is ready to exit  */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EXEC SQL DECLARE C1 CURSOR FOR

   SELECT partno, description, qonhand, qonorder

   FROM parts

   WHERE description LIKE ‘%’ || :userdescrip || ‘%’

   FOR UPDATE OF qonhand, qonorder;

예제 프로그램 PARTS1 코드: 부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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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WHENEVER문은 SQL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리턴 코드가 수신될 경우 제어를 전달할 레

이블을 지정합니다. 이 오류 핸들러를 설정한 후 PARTS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면 필요한 

첫 번째 부품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도록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단계 4: 부품 설명을 추가로 입력하라는 프롬프트에 계속 응답하는 동안 while 루프가 실행됩니다. 
새 부품 설명을 입력할 때마다 커서 C1을 열고 새 설명에 부합하는 첫 번째 부품을 페치합

니다. 부품 설명을 검색할 때 “LIKE” 술어를 사용하므로, 사용자가 “Wheel”을 입력하면 “Sm
all Wheel”, “Red Wheel”, “Wheel Cover”와 같은 설명이 있는 부품을 찾습니다. 일치하는 부품

이 없을 경우, FETCH문은 SQLSTATE 02000을 리턴합니다.

단계 5: 사용자의 설명에 부합하는 각 부품에 대해 필요한 수량과 데드라인을 입력하도록 사용자

에게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부족분”(필요한 부품 수량에서 보유 중인 부품 수

량을 초과하는 만큼의 수량)을 계산합니다. 부족분이 없는 경우, (위치 지정 갱신을 사용하

여) PARTS 테이블만을 갱신하여 요청된 부품이 웨어하우스에서 빠져나갔음을 나타냅니

다. 좀더 세 한 프로그램이라면 이미 발주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주문을 토대로 예상 

도착 시간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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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3: Establish an error-handler and connect to the database
*/
EXEC SQL WHENEVER SQLERROR GO TO badnews;
EXEC SQL CONNECT TO :dbname;

printf(“\nEnter one-word description of parts needed:”);
scanf(“%s”, userdescrip);

/*
** STEP 4: For each description entered by the user, open the 
** cursor and fetch the matching parts
*/
while (moreToDo)

 {
 EXEC SQL OPEN C1;

 EXEC SQL FETCH C1
 INTO :partno, :actualdescrip, :qonhand, :qonorder;

if (!strncmp(sqlca.sqlstate, “02000”, 5))
{
printf(“Sorry, no parts meet that description.\n”);
}

/*
** STEP 5: For each matching part, prompt the user for how
** many are needed and how soon
*/
while(strncmp(sqlca.sqlstate, “02000”, 5))

{
printf(“\nPart number %s is a %s.\n”, partno, actualdescrip);
printf(“Enter quantity needed and how soon (in days): “);
scanf(“%d %d”, &qneeded, &rneeded);

if (qneeded > 0)
{
shortfall = qneeded – qonhand;
if (shortfall <= 0)

{
EXEC SQL

UPDATE parts
SET qonhand = qonhand - :qneeded
WHERE CURRENT OF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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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6: 보유 중인 부품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부품에 대한 

주문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지정된 시간 안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의 

QUOTATIONS 테이블에서 최저 가격을 찾습니다. 적합한 견적이 없을 경우(최저 가격이 널

(NULL)인 경우), 메시지를 인쇄하고 다른 부품 설명을 입력하도록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단계 7: 이 시점에서 부품에 대한 주문을 해야 하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최적 가격을 알 수 있

습니다. 이제 주문을 할 시간입니다. 한 가지 복잡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둘 이상의 공

급업체로부터 최저 가격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 동일한 최저 가격을 

제시한 모든 공급업체 가운데 공급업체 번호가 가장 낮은 공급업체를 임의로 선택합니다. 
주문을 할 예정임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인쇄하고 이 주문 레코드를 ORDERS 테이블에 삽

입합니다. 또한 주문이 들어간 새 부품을 반영하도록 (위치 지정 갱신을 사용하여) PARTS 
테이블을 갱신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요건에 부합하는 여러 개의 견적이 동일한 최저 가격을 제시하

는 경우, SELECT문이 응답 시간이 가장 빠른 견적을 선택하게 하려면 단계 7의 SELECT문

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겠습니까? (둘 이상의 견적이 최저 가격과 최저 응답 시간에서 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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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f(“\nYour request has been filled form inventory. \n”);
}

else
{
/*
** STEP 6: Find the minimum-cost supplier
*/
EXEC SQL
  SELECT min(price) into :bestprice :priceIndicator
  FROM quotations
  WHERE partno = :partno
  AND responsetime <= :rneeded;

if (priceIndicator < 0)
{
printf(“\nSorry, no supplier can fill your request.\n”);
}

else
{
/*
** STEP 7: Generate an order and update the database
*/
EXEC SQL
  SELECT min(suppno) into :bestsuppno
  FROM quotations
  WHERE partno = :partno
  AND price = :bestprice
  AND responsetime <= :rneeded;

printf(“Place an order with supplier %s ”, bestsuppno);
printf(“for part %s, quantity %d\n”, partno, shortfall);
EXEC SQL
  INSERT INTO orders
  VALUES(:bestsuppno, :partno, :shortfall, CURRENT DATE);
EXEC SQL
  UPDATE parts
  SET qonorder = qonorder + :shortfall
  WHERE CURRENT OF C1;
} /* end of case where a good quotation is found */

} /* end of case where an order is needed */

} /* end of case where qneeded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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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8: 커서 C1이 리턴한 모든 행(즉, 사용자의 설명에 부합하는 모든 부품)을 처리한 후에는 커서

를 닫고 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을 커미트하여 이를 영구적으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 또 다

른 부품 설명을 입력하도록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표시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계 9: 레이블 badnews는 SQL문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리턴 코드에 대한 핸들러를 식별합니

다. 이 핸들러는 sqlaintp 유틸리티 루틴을 사용하여 실패한 SQL문과 연관된 메시지를 검

색한 후 메시지를 인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PARTS1 패키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게 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다음 메시지를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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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xpected return code from DB2.

Message: SQL0805N Package “YOURNAME.PARTS1” was not found.

SQLSTATE=51002

EXEC SQL FETCH C1

INTO :partno, :actualdescrip, :qonhand, :qonorder;

} /* end of loop while matching parts are found */

/*

** STEP 8: Close the cursor, commit the updates, and prompt 

** the user for a new part description

*/

EXEC SQL CLOSE C1;

EXEC SQL COMMIT;

printf(“\nEnter description of next part, or Q to quit: ”);

scanf(“%s”, userdescrip);

if (!strcmp(userdescrip, “Q”))

{

moreToDo = 0;

printf(“Goodbye, come back soon!\n”;

}

} /* end of loop while more to do */

EXEC SQL CONNECT RESET;

return;

badnews:

/*

** STEP 9: Handler for bad return codes.

** Retrieves and prints an error message.

*/

printf(“Unexpected return code from DB2.\n”);

sqlaintp(msgbuffer, 500, 70, &sqlca);

printf(“Message: %s\n”, msgbuffer);

return;

}      /* end of 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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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 프로그램에서 정적 SQL 사용

C++은 C의 수퍼세트이므로 SQL문을 C 프로그램에 임베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법을 

C++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Embedded SQL문에서 C와 C++ 프로그램을 

모두 처리하는 데에는 동일한 프리컴파일러(같은 PREP 명령으로 호출됨)가 사용됩니다. UDB
가 사용하는 파일 이름 확장자 규칙은 표 4-4에 나와 있습니다. 

C++ 클래스를 선언할 때, 클래스 정의 내의 SQL 선언 섹션에 클래스의 데이터 구성원을 

포함시켜 이를 호스트 변수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클래스의 데이터 구성원

인 호스트 변수를 사용하여 클래스의 구성원 함수 내에 SQL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호스트 변수가 SQL문에 사용될 때마다 실행 중인 구성원 함수의 오브젝트를 식별하는 

“this” 포인터가 호스트 변수를 내재적으로 규정합니다. 
C++ 클래스의 구성원 함수에 SQL문을 사용하는 예는 PARTS2라는 예제 C++ 프로그램에

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Request라는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Request 클래스의 

각 인스턴스는 부품 번호가 제공된 부품에 대한 특정 수량의 요청을 나타냅니다. Request 
클래스의 구성원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해야 하므로 Request 클래스(partno 
및 qneeded)의 데이터 구성원은 SQL 선언 섹션 내에 위치합니다.

Request 클래스는 howSoon()이라는 구성원 함수를 가지며, 이 함수는 요청이 충족되는 

시기를 나타내는 정수를 리턴합니다. 원하는 부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howSoon()
은 0을 리턴합니다. 주품을 주문할 수 있는 경우, howSoon()은 주어진 부품에 대해 공급업

체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최소 응답 시간을 리턴합니다. 부품 번호를 알 수 없거나 이 부

품에 대한 견적이 없을 경우, howSoon()은 –1을 리턴합니다. 리턴 값을 계산하기 위해 how

Soon()에는 PARTS 및 QUOTATIONS 테이블을 쿼리하는 두 개의 SQL문이 들어 있습니다. 
howSoon() 구성원 함수는 (“this” 포인터에 의해 내재적으로 규정된) Request 클래스의 데

이터 구성원을 호스트 변수로 사용하고 몇 개의 추가 호스트 변수를 해당 SQL 선언 섹션에 

선언합니다. 

표 4-4: C 및 C++ 프로그램에 대한 파일 이름 규칙

파일

OS/2 및 W indows에서의 

확장자

UNIX 플랫폼에서의 

확장자

Embedded SQL을 갖는 C 프로그램(프리컴

파일러에 대한 입력)
.sqc .sqc

순수한 C 프로그램(프리컴파일러의 출력) .c .c

Embedded SQL을 갖는 C++ 프로그램(프리컴

파일러에 대한 입력)
.sqx .sqC

순수한 C++ 프로그램(프리컴파일러의

출력)
.cxx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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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클래스는 howMuch()라는 또 다른 구성원 함수를 가지며, 이 함수는 요청된 부

품의 최저 비용을 나타내는 정수를 리턴합니다(이미 보유 중일 경우에는 0, 주어진 부품 번

호에 대한 가격 견적이 없을 경우에는 –1). howSoon() 함수와 마찬가지로 howMuch()는 고

유의 SQL 선언 섹션을 가지며 Request 클래스의 데이터 구성원을 호스트 변수로 사용하여 

PARTS 및 QUATATIONS 테이블을 쿼리하는 SQL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owSoon() 구성

원 함수가 리턴하는 최소 시간과 howMuch() 구성원 함수가 리턴하는 최저 비용이 동시에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유는 이들이 다른 공급업체의 견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예는 기본 프로그램이 오브젝트를 작성하고 해당 구성원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

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본 프로그램과 여러 구성원 함수가 전역 SQL 오류 핸들러를 공유하

는 방식도 보여줍니다.

예제 C++ 프로그램 PARTS2: 부품 요청 처리

#include <stdlib.h>

#include <string.h>

#include <sqlenv.h>

#include <iostream.h>

EXEC SQL INCLUDE SQLCA;

void handler(int n)

 {

 // Retrieves and prints error messages from DB2

 char msgbuffer[500];

 cout << endl << “Unexpected DB2 return code at point ” << n << endl;

 sqlaintp(msgbuffer, 500, 70, &sqlca);

 cout << “Message: ” << msgbuffer << endl;

 }

class Request

{

private: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char partno[5]; // part number of part needed

long qneeded;   // quantity of part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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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 SQL END DECLARE SECTION;

public:                      // methods

Request (char *p, long q) // constructor method

{

strncpy(partno, p, 5);

qneeded = q;

}

long howSoon()           // minimum time to get parts

{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long qonhand1, mintime;

short qtyind1, timeind;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EXEC SQL

SELECT qonhand INTO :qonhand1 :qtyind1

FROM parts WHERE partno = :partno;

if (SQLCODE == 0 && qtyind1 == 0 && qonhand1 >= qneeded)

return 0;

EXEC SQL

SELECT min(responsetime) INTO :mintime :timeind

FROM quotations

WHERE partno = :partno

AND responsetime IS NOT NULL;

if (SQLCODE < 0) handler(1);

if (SQLCODE < 0 || timeind < 0) return –1;
else return mintime;

}              // end of howSoon method

long howMuch()               // minimum cost of parts

{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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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qonhand2, minprice;

short qtyind2, priceind;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EXEC SQL

SELECT qonhand INTO :qonhand2 :qtyind2

FROM parts WHERE partno = :partno;

if (SQLCODE == 0 && qtyind2 == 0 && qonhand2 >= qneeded)

return 0;

EXEC SQL

SELECT min(price) into :minprice :priceind

FROM quotations

WHERE partno = :partno AND price IS NOT NULL;

if (SQLCODE < 0) handler(2);

if (SQLCODE < 0 || priceind < 0) return –1;
else return minprice * qneeded;

}        // end of howMuch method

};          // end of class Request

void main()

{

long time, cost, qty;

char pno[5];

Request *req;

EXEC SQL CONNECT TO testdb;

if (SQLCODE < 0) handler(3);

while (cin >> pno >> qty)

{

// Create a new Request object

req = new Request(pno, qty);

// Invoke the howSoon and howMuch methods

// of the Request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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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req->howSoon();

cost = req->howMuch();

cout << endl << “Request for ” << qty

<< “units of part ” << pno << endl;

if (time < 0) cout << “No time information is available.”

<< endl;

else cout << “Minimum time is ” << time << “days.” 

   << endl;

if (cost < 0) cout << “No cost information is available.”

 << endl;

else cout << “Minimum cost is ” << cost << “cents.” 

   << endl;

// Delete the Request object and commit to release locks

delete req;

EXEC SQL COMMIT;

if (SQLCODE < 0) handler(4);

} // end of input loop

EXEC SQL CONNECT RESET;

if (SQLCODE < 0) handler(5);

}          // end of main()

4.3 응용프로그램 빌드

UDB를 실행하도록 응용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프로세스를 응용프로그램 빌드라고 합니다. 
응용프로그램을 빌드하려면 서버 머신이나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SDK(Software Developer’s 
Kit)를 사용해야 합니다. 빌드 프로세스는 그림 4-1에 나와 있듯이 여러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절에서는 myprog.sqc 파일에 Embedded SQL문을 포함하고 있는 C 프로그램에서 시작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빌드 단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C++ 및 다른 호스트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단계도 이와 유사합니다.)

1. 특정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사용할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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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예제 프로그램이 TEST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작업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가

정하고 명령 센터에서 다음 명령문을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CONNECT TO testdb;

2. 다음 단계는 UDB 프리컴파일러를 호출하여 Embedded SQL문에 대한 프로그램을 스캔하고 

각 명령문에 대해 최적화된 액세스 플랜을 생성합니다. 명령 센터에서 다음 명령문을 입력

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PREP myprog.sqc;

PREP 명령은 4.3.1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위의 예와 같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호출되면 이 명령은 소스 프로그램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에 있는 각 정적 SQL문에 대해 최

적화된 액세스 플랜을 생성합니다. (데이터 정의 명령문과 같은 일부 SQL문 유형의 경우에

는 실질적인 최적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각 명령문에 대한 액세스 플랜을 섹션이라 하고 

모든 섹션의 콜렉션을 패키지라 하며, 패키지는 현재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또한 프리컴파일러는 소스 프로그램의 사본이 들어 있는 순수한 C 언어 파일을 생성합니

다. 소스 프로그램에서 SQL문은 호출로 대체됩니다. 호출을 통해 UDB가 패키지에 포함된 

액세스 플랜을 검색하고 실행합니다. 
Embedded SQL 소스 파일에서 호환 가능한 C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프리컴파

일이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플랜이 들어 있는 패키지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프

로그램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디폴트로 PREP 명령은 프리컴파일과 바인딩을 모두 수행합

니다. (그러나 원할 경우 이들 프로세스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바인드 중 SQL문에 있는 

테이블과 기타 오브젝트의 이름은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특정 오브젝트로 분석됩니

다. SQL문에 구조적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거나 액세스 권한이 없

는 오브젝트에 액세스하려는 경우, 바인드에 실패하며 오류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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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MYPROG라는 이름의 응용프로그램 빌드 

PREP 명령의 BINDFILE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프리컴파일러는 사용자 프로그램에 대한 

패키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SQL문과 기타 정보가 들어 있는 바인드 파일이라는 추

가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바인드 파일에서 패키지를 생성하고 BIND라는 또 다른 명령

으로 패키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바인드 파일을 작성하면 나중에 프리

컴파일러를 호출하지 않고도 이 파일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리바인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리바인드될 때마다 UDB 옵티마이저는 현재 사용 가능한 인덱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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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데이터베이스 조건에 기초하여 각 SQL문에 대한 최적의 액세스 플랜을 선택합니다. 
이 절의 예제 프로그램에서 바인드 파일의 이름은 myprog.bnd입니다.

3. 프로그램 프리컴파일의 다음 단계는 작성된 C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이를 다른 프로그램

과 라이브러리 함수에 링크하여 실행 파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응용프로그램은 고유의 

Embedded SQL문을 포함하는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구성됩니다. 파일은 개별적으로 프리

컴파일 및 컴파일하여 서로 링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 한 파일만 main() 함수를 포함해

야 합니다. 
프리컴파일러가 생성한 파일은 순수한 C 프로그램이므로 보통 C 프로그램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파일을 컴파일하여 링크할 수 있습니다. 이 태스크에 대한 특정 명령

은 사용 중인 컴파일러와 운영 체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컴파일러와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컴파일 및 바인드하는 명령의 예는 Building Applications for UNIX 
Environments 및 Building Applications for Windows and OS/2 Environments를 참조하십시오. 

프리컴파일러가 생성한 C 프로그램은 절대 수정하면 안됩니다. 응용프로그램을 수정해

야 할 경우에는 .sqc 파일을 수정하여 PREP 명령을 반복하십시오.

4. 프로그램을 프리컴파일, 컴파일 및 링크하고 나면 실행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른 응용프

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운영 체제 명령행에 이름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프로그

램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myprog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프리컴파일러가 생성한 호출을 실행하며, 이로써 UDB 런타임 시

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패키지를 검색하고 패키지 섹션에 포함된 액세스 플랜을 실행합

니다.

UDB는 응용프로그램 빌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명령 파일 세트를 

제공합니다. 이들 파일이 사용자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사용해야 

할 명령의 컴파일과 바인드를 위한 유용한 템플리트는 될 수 있습니다. 명령 파일은 플랫폼

과 컴파일러마다 다릅니다. 명령 파일은 sqllib/samples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예를 들

어, C 및 C++ 응용프로그램을 빌드하기 위한 파일은 sqllib/samples/c 및 sqllib/sampl

es/cpp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들 명령 파일의 이름입니다.

• bldmsemb.bat는 Windows NT 및 Windows 95에서 Microsoft Visual C++ 컴파일러에 사용됩

니다.

• bldvaemb.bat는 Windows 및 OS/2에서 IBM Visual Age 컴파일러에 사용됩니다.

• bldxlc는 AIX에서 IBM XLC 컴파일러에 사용됩니다.

• bldcset는 AIX에서 IBM CSet++ 컴파일러에 사용됩니다.

• bldcc는 HP-UX 및 Solaris 플랫폼에서 C 및 C++ 컴파일러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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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명령 파일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일을 편집해야 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1. 명령 파일은 UDB 샘플 응용프로그램을 빌드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util이라는 오류 점

검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응용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명령 파일에서 util.c와 util.o에 대한 참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명령 파일은 사용자의 머신에서 특정 라이브러리가 설치되는 위치에 대해 가정을 설정합

니다. 예를 들어, bldmsemb.bat 파일은 include 파일의 UDB 라이브러리가 %DB2PATH%

\include에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컴파일 및 링크 

명령을 편집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UDB 응용프로그램 빌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BM 서적, Building Applications for Windows 
and OS/2 Environments 및 Building Applications for UNIX Environments를 참조하십시오. 

4.3.1 프로그램 프리컴파일
UDB 프리컴파일러는 PRECOMPILE(PREP라고도 함) 명령으로 호출됩니다. PREP는 SQL문

이라기보다 명령이지만 SQL문과 같이 명령 센터나 CLP에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PREP 명
령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PREP 명령은 프로그램에 있는 각각의 Embedded SQL문에 대한 최적화

된 액세스 플랜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작성하고 원본 SQL문을 포함하는 바인드 파일도 생

성합니다. 
프로그램을 프리컴파일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으로 프로

그램을 프리컴파일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BINDADD 권한 및 패키지가 저장되는 

스키마에 대한 CREATEIN 특권(또는 이 스키마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IMPLICIT_SCHEMA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미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프리컴파일하는 경우, 패키지에 대한 BIND 특권 또는 패키지를 포함하는 스키마에 대한 

ALTERIN 특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SQL문을 실행하는 데 필

요한 특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권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PUBLIC(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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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성원인 그룹이 아님)에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6)

PREP 명령은 다수의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옵션은 Command Reference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옵션은 옵션 이름과 옵션 값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보다 유용한 옵션

을 요약한 것입니다.

• BINDFILE 옵션이 지정되면 프리컴파일러는 바인드 파일을 작성하고 PACKAGE 옵션이 지

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패키지 작성을 생략합니다. 

• BLOCKING 옵션은 쿼리의 결과 세트를 서버 머신에서 클라이언트 머신으로 한 번에 한 행

씩 리턴할지 또는 여러 행의 블록으로 리턴할지를 제어합니다. 행 블록을 리턴하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교환되는 메시지의 수가 줄어들어 성능은 향상되지만 커서가 위치 

지정 갱신과 삭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킵니다(예: DELETE FROM table1 WHE
RE CURRENT OF cursor1). 디폴트로 시스템은 위치 지정 갱신이나 삭제에 절대 사용되지 

않는 커서에 대해서는 행의 블록화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동적 SQL문을 준비

하여 실행하는 경우, 시스템은 사용자가 커서에 대해 위치 지정 갱신이나 삭제를 준비하여 

실행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이 위치 지정 갱신이나 삭제를 

동적으로 준비하여 실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려는 경우, BLOCKING ALL을 지정하면 됩

니다. 이와 같이 약속하면 시스템은 어떤 경우에 (이 옵션이 지정되지 않았으면 수행하지 

않을) 행의 블록화를 수행합니다. 

• COLLECTION 옵션은 패키지가 작성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디폴트 

스키마 이름은 PREP 명령이 실행될 때 사용된 사용자 ID입니다.

• CONNECT 1 옵션은 프로그램이 (각 트랜잭션에서 한 데이터베이스에만 연결하는) 유형 1 
연결을 사용하도록 지정합니다. 반면 CONNECT 2 옵션은 프로그램이 (동일한 트랜잭션에

서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유형 2 연결을 사용하도록 지정합니다. (유형 1과 유형 2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7.2절을 참조하십시오.)

• DATETIME 옵션은 패키지에 의해 생성된 날짜와 시간에 대한 우선 형식을 지정합니다(예: 
CURRENT DATE 및 CURRENT TIME 특수 레지스터의 값). 형식은 USA(미국 표준), EUR(유
럽 표준) 또는 JIS(일본 표준)와 같은 세 문자 코드로 지정됩니다.

• DEGREE 옵션은 프로그램의 SQL문을 실행할 때 사용되는 파티션 내 병렬 처리 등급(각 머

신의 동시 프로세스 수)을 지정합니다. DEGREE 옵션의 값은 1 - 32767의 정수 또는 단어 ANY
(시스템이 파티션 내 병렬 처리 등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일 수 있습니다. DEGREE에 대

한 디폴트값은 DFT_DEGREE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에 의해 제어되며, 이 매개

변수의 디폴트값은 1입니다.

• EXPLSNAP 옵션은 옵티마이저가 생성한 액세스 플랜을 표시하기 위해 제어 센터에서 사용

할 수 있는 “Explain 스냅샷” 정보의 수집(10.8.4절 참조)을 제어합니다. EXPLSNAP YES를 

지정하면 프로그램의 각 정적 SQL문에 대해 스냅샷 정보가 수집됩니다. 

6) 이러한 규칙을 두는 이유는 UDB가 지속적으로 그룹 내에서 사용자의 구성원 자격을 모니터하지 않으며, 사용

자가 특권 그룹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의 패키지를 무효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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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PATH 옵션은 프로그램의 정적 SQL문에 있는 함수 이름과 데이터 유형 이름을 분석

할 때 검색되는 스키마의 목록을 순서대로 지정합니다. 디폴트 함수 경로는 스키마 SYSIBM 
및 SYSFUN과 프로그램을 프리컴파일할 때 사용한 사용자 ID로 구성됩니다. (함수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3절을 참조하십시오.)

• ISOLATION 옵션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분리 레벨을 두 문자 코드 형식(RR = 반복 읽기, RS 
= 읽기 안정성, CS = 커서 안정성, UR = 언커미트 읽기)으로 지정합니다. (분리 레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7.1절을 참조하십시오.)

• MESSAGES 옵션을 사용하면 프리컴파일러 메시지가 저장될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메시지는 표준 출력 스트림으로 보내집니다.)

• QUERYOPT 옵션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SQL문에 대한 액세스 플랜을 선택할 때 적용되는 

최적화 기법의 클래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QUERYOPT 옵션에 유효한 값으로는 0, 1, 2, 3, 
5, 7, 9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값이 클수록 옵티마이저는 최적의 액세스 플랜을 선택할 때 

더 많은 시간과 메모리를 사용하며 더 나은 플랜과 향상된 런타임 성능을 가져올 수 있습니

다. 극단 값 0과 9는 부분적으로 수준 미달인 플랜을 생성하거나 최적화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응용프로그램에는 클래스 5가 적합합니

다. QUERYOPT의 디폴트값은 DFT_QUERYOPT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에 의해 

제어되며 이 매개변수의 디폴트값은 5입니다. 

추가 정보: QUERYOPT와 OPTLEVEL 옵션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OPTLEVEL 옵션은 SQL
문의 최적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자주 사용되지 않는 옵션입니다.

• SYNCPOINT 옵션은 유형 2 연결에 사용하여 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트랜잭션

에 대한 커미트와 롤백의 처리 방식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에 유효한 값으로는 ONEPHASE, 
TWOPHASE 및 NONE이 있습니다. 디폴트값은 ONEPHASE입니다. (SYNCPOINT 옵션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2.7.2절을 참조하십시오.)

• WCHARTYPE 옵션은 그래픽(복수 바이트) 데이터가 호스트 변수와 교환되는 형식을 제어

합니다. WCHARTYPE NONCONVERT(디폴트값)는 2바이트 C 유형 sqldbchar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때처럼 문자당 2바이트로 교환되도록 지정합니다. WCHARTYPE 
CONVERT는 C 컴파일러가 정의한 wchar_t 유형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교환되며 C “와이

드 문자(wide character)”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되도록 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PREP 명령과 몇몇 옵션 사용법을 보여줍니다.

• 가장 단순한 형태의 PREP 명령은 컴파일될 프로그램의 이름만을 지정합니다.
PREP prog1.sqc;

• 다음 명령은 반복 읽기 분리 레벨을 사용하여 prog2라는 C 프로그램을 프리컴파일하여 패

키지와 바인드 파일을 모두 생성합니다. 작성되는 패키지의 이름은 business.prog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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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 prog2.sqc BINDFILE PACKAGE

COLLECTION business ISOLATION RR;

• 다음 명령은 prog3이라는 C++ 프로그램을 프리컴파일하여 SCIENCE와 MATH 스키마를 

포함하는 날짜와 함수 경로를 유럽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프리컴파일러 메시지는 현재 디

렉토리에 있는 prog3.msg 파일로 보내집니다.
PREP prog3.sqC DATETIME EUR MESSAGES prog3.msg

FUNCPATH sysibm, sysfun, science, math;

• 다음 명령은 prog4라는 C 프로그램을 프리컴파일합니다. 성능이 아주 중요하므로 사용자

는 최적화의 최대 수준, 모든 커서의 블록화 및 EXPLSNAP YES를 지정하며, 이는 제어 센터

를 사용하여 각 정적 SQL문의 액세스 플랜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PREP prog4.sqc QUERYOPT 9 BLOCKING ALL EXPLSNAP YES;

• 다음 명령은 prog5라는 C 프로그램을 프리컴파일합니다. 프로그램에 여러 데이터베이스

를 갱신하는 트랜잭션이 들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유형 2 연결과 2단계 커미트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PREP prog5.sqc CONNECT 2 SYNCPOINT TWOPHASE;

4.3.2 패키지 리바인드
사용자 프로그램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패키지에는 프로그램을 바인드할 때 

SQL문에 대해 찾아낸 최적의 액세스 플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다시 바인

드하는 경우, 시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은 다른 액세스 플랜을 필요로 합니다. 이
러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범주로 나뉩니다.

1. 패키지에 인덱스와 같은 특정한 물리적 구조를 이용하는 액세스 플랜이 들어 있을 수 있습

니다. 주어진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인덱스가 삭제되는 경우, 이 패키지는 유효하지 않음으

로 표시되고 패키지 액세스 플랜은 다음 번에 패키지가 호출될 때 자동으로 새 액세스 플랜

으로 대체됩니다. 내재적 리바인드라는 이 프로세스는 새 플랜 작성에 따른 약간의 지연 및 

응용프로그램의 성능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언제든지 누락된 인덱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체 액세스 플랜을 찾을 수 

있으므로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인덱스의 유실은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패

키지가 액세스하는 테이블 중 하나가 삭제되거나 필요한 특권 중 하나가 취소되는 경우, 패
키지는 좀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은 패

키지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고 다음 번에 패키지가 호출될 때 내재적 리바인드를 

시도합니다. 테이블이나 특권이 리스토어되지 않은 경우, 내재적 리바인드에 실패하며 응

용프로그램이 SQL문을 실행하려 할 때 오류 코드를 수신하게 됩니다.

2. 또한 패키지가 작성된 후 프로그램 성능을 향상시킬 새 인덱스가 작성되거나, 다른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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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을 사용할 경우 성능이 더욱 좋아질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자 데이터의 통계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러한 조건을 발견하여 그에 맞게 패키지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패키지가 가장 최근의 인덱스와 통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아래 설

명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패키지를 명시적으로 리바인드해야 합니다. 

3. 프로그램의 일부 SQL문에 스칼라 함수(예: length) 또는 컬럼 함수(예: avg)에 대한 호출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6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사용자는 UDB를 사용하여 시스템 제공 함

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SQL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 함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같

은 이름으로 여러 개의 함수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인수 데이터 유형은 달라야 합니다(예: 
foo(Integer) 및 foo(Float)). 프로그램이 바인드될 때 함수 결정이라는 프로세스가 프

로그램의 함수 호출과 가장 근접한 실제 함수를 찾아서 프로그램의 액세스 플랜에 사용합

니다. 그러나 선택된 함수 중 하나가 사용자 정의 함수일 경우, 나중에 이 함수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패키지는 작동 불능 상태가 됩니다. 작동 불능 패키지는 아래 설명된 방

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리바인드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패키지의 명시

적 리바인드는 함수 결정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원래 선택되었던 함수와 다른 함수를 선택

합니다. 예를 들어, 함수 foo(Integer)가 삭제되는 경우, 시스템은 대체 함수 foo(Float)를 

선택하고 인수를 증가시켜 이를 호출합니다. 그러나 패키지를 명시적으로 리바인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이 이러한 대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보수적 바인딩 시멘틱(conserva
tive binding semantics)이라는 규정은 프로그램의 동작이 예기치 않게 변경되는 것을 막아줍

니다. 

언제라도 기존 패키지를 리바인드하여 시스템이 모든 해당 액세스 플랜을 재생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리바인드하도록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

다.

• 패키지가 바인드된 이후 작성된 새 인덱스를 활용하기 위해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대해 수집된 최신 통계를 활용하기 위해

• 패키지가 바인드된 후 작성된 함수를 활용하거나, 사용자 정의 함수의 삭제로 인한 작동 불

능 상태에서 패키지를 구제하도록 함수 결정 프로세스를 호출하기 위해

• 유효하지 않은 패키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리바인드하도록 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호출에 따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 패키지 바인드 시 사용된 옵션(예: 분리 레벨)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해

패키지를 명시적으로 리바인드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방

법 중 하나를 사용하려면 패키지가 바인드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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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키지를 명시적으로 리바인드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REBIND 명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REBIND 명령은 하나의 매개변수, 즉 리바인드할 패키지의 이름만 취합니다. 이 

명령은 바인드 파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데이터베이스(패키지를 작성할 때 출처가 된 원

본 SQL문의 사본이 들어 있음)에 저장되어 있는 패키지에 직접 작동합니다. 이들 명령문은 

패키지가 마지막으로 바인드될 때 사용되었던 옵션을 사용하여 새 패키지에 리바인드됩니

다. 리바인드 프로세스에서 모든 테이블과 함수 이름은 스크래치로부터 분석되고, 패키지

에 있는 모든 SQL문에 대해 새 액세스 플랜이 생성됩니다. REBIND 명령은 매우 효율적이

므로, 프로그램이나 바인드 옵션을 변경하지 않고 패키지를 리바인드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yprog 프로그램에 대한 REBIND 명령의 예입니다.
REBIND myprog

2. 프로그램을 프리컴파일할 때 바인드 파일을 작성한 경우, BIND 명령을 사용하여 이 파일을 

리바인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바인드할 때 사용한 옵션 중 하나(예: 분리 레벨)를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REBIND보다는 BIND 옵션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BIND 명
령에는 PREP 명령과 같은 특권이 필요하며 PREP의 옵션을 대부분 지원합니다. (그러나 CO
NNECT, SYNCPOINT 및 WCHARTYPE 옵션은 BIND 명령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들 옵

션을 변경하려면 PREP 명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myprog 프로그램의 분리 레벨을 변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BIND 명령의 예입니다.
BIND myprog ISOLATION RS

3.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프리컴파일러를 다시 호출해야 

합니다. 
PREP myprog.sqc

추가 정보: 프리컴파일러가 생성한 C 프로그램은 수정하지 마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사항은 다음 번에 프리컴파일러를 호출할 때 유실됩니다. 소스 코드를 변경해야 할 경

우에는 프리컴파일러에 대한 입력으로 작용하는 파일에서 변경하십시오.





사에서 어떤 부서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을까? Oshkosh에서 Oslo까지 최단 항공편은 

어떤 것일까? 지난해 회사에서 동력 사슬톱으로 사고가 난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궁금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장에서는 UDB의 쿼리 성능을 사용하여 

단일 SQL문으로 이러한 질문과 기타 중요 질문에 응답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이 장에 소개되는 많은 언어 기능에는 서브쿼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SQL은 서브쿼리

의 개념을 지원합니다. 서브쿼리는 다른 쿼리의 내부에서 사용되어 즉각적인 결과를 계산

합니다. 하지만 원래 SQL은 서브쿼리의 사용에 대한 규칙과 제한사항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SQL에서는 서브쿼리에 의해 생성된 테이블에 항상 컬럼 이름

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서브쿼리를 실제 테이블이나 뷰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없었

습니다. 이러한 규칙과 제한사항은 SQL92 표준과 UDB 시스템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직교

성과 표현 능력이 크게 향상된 새 SQL 버전으로 탄생하였습니다.
UDB가 “universal database”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각종 관계형 및 비

관계형 소스의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설명하게 될 테이블 함수

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SQL을 사용하여 쿼리하고 데이터베이스

의 다른 테이블에 조인할 수 있는 테이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 논의한 SQL의 기본 기능 중 조인 및 그룹화와 같은 일부 기능이 UDB에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명시적 조인이라는 새 구문을 사용하면 새 방식으로 테이블을 조인할 수 

있습니다. SQL 쿼리는 수퍼 그룹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능을 사용하여 테이블의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룹화할 수 있고, 온라인 분석 처리(OLAP)에서 유용한 CUBE와 ROLL
UP이라는 새 조작을 제공합니다. 

UDB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재귀 쿼리에 대한 지원으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를 반복적으로 검색합니다. 재귀 쿼리는 지정된 사람의 자손, 지정된 

구성품의 모든 구성요소 또는 지정된 목적지로 가는 모든 경로를 찾는 것과 같은 여러 중요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재귀 쿼리의 UDB 구문을 사용하면 주어진 문

제점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검색하거나 사용자가 정의한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최적의 솔루

션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핵심은 정보 검색 능력에 있습니다. 이 장에서 설명하는 쿼리 기

능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몇 가지 언어적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SQL의 표현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UDB는 ANSI/ISO SQL92 표준과의 호환성을 인증 받았고 SQL92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언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들 기능은 차세대 SQL 표준(현재 SQL3이

라고 함)에 포함시키기 위해 고려 중입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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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CASE 표현식

종종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는 데이터베이스 컬럼의 값에 대해 짧은 인코딩을 사용하여 공

간을 절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컬럼의 값을 검색할 때 응용프로그램은 짧은 코드

보다는 값의 실제 의미를 표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CASE 표현식이라는 강력

한 언어 기능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일례입니다. 

5.1.1 단순형
CASE 표현식은 스칼라 값을 평가하며 x + y 또는 foo(x)와 같은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SE는 SELECT절, WHERE절 또는 UPDATE문의 SET
절에 자주 사용됩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CASE 표현식은 테스트 표현식의 값에 따라 여

러 가지 결과 표현식 중 하나를 평가합니다. 
단순형의 CASE 표현식을 예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육군 장교 목록을 포함하는 테이블

을 가정합니다. 

OFFICERS

STATUS 컬럼은 “현역”, “예비역” 및 “퇴역 장교”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다음 

쿼리를 사용하여 상태 코드로 표현되는 설명 텍스트와 함께 장교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SELECT name,

CASE status

WHEN 1 THEN ‘Active Duty’

WEEN 2 THEN ‘Reserve’

WHEN 3 THEN ‘Special Assignment’

WHEN 4 THEN ‘Retired’

ELSE ‘Unknown’

END AS status

FROM officers;

단순형의 CASE 표현식에 대한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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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문 다이어그램에서 기호 test-expression, candidate-expression, result-expression 및 default-
expression은 모두 2.4.1절에 설명된 규칙에 따라 구성되는 일반 표현식을 나타냅니다.

단순형 CASE 표현식의 값은 해당하는 후보 표현식이 테스트 표현식과 같은 첫 번째 결과 

표현식의 값입니다. 테스트 표현식이 후보 표현식 중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CASE 
표현식의 값은 디폴트 표현식이고, 디폴트가 지정되지 않으면 NULL이 됩니다. CASE 표현

식을 작성할 때 모든 후보 표현식의 데이터 유형이 테스트 표현식의 데이터 유형과 호환되

고, 모든 결과 표현식과 디폴트 표현식의 데이터 유형이 서로 호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형 CASE 표현식의 다른 예로,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해 등록세를 계산해야 하는 자동

차 응용프로그램을 가정합니다. 

VEHICLES

법률에 의해 승용차에 대한 세금은 차량 무게에 따라, 트럭에 대한 세금은 바퀴 수에 따

라, 그리고 오토바이에 대한 세금은 균등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다음 쿼리는 차

종에 따라 갱신이 필요한 차량별로 적절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SELECT license

CASE type

WHEN ‘Car’ THEN 0.05 * weight

WHEN ‘Truck’ THEN 25.00 * nwheels

WHEN ‘Motorcycle’ THEN 35.00

ELSE NULL

END AS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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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vehicles

WHERE year(renewal_date) <= 1997;

5.1.2 일반형
CASE 표현식은 좀더 일반적인 형태를 갖습니다. 즉, 결과 표현식과 쌍을 이루는 검색 조건 

세트로 구성됩니다. 검색 조건에는 유형에 관계없이 술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술

어가 AND, OR 및 NOT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CASE 표현식의 값은 TRUE를 평가한 첫 번

째 검색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 표현식입니다. 검색 조건 중 어떤 것도 TRUE가 아닐 경우, 
CASE 표현식의 값은 디폴트 표현식이고, 디폴트가 제공되지 않으면 NULL이 됩니다. 이 형

태의 CASE 표현식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 조건의 구문은 2.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형의 CASE 표현식과 마찬가지로 결과 

표현식과 디폴트 표현식은 2.4.1절에서 설명한 규칙에 따라 구성된 일반 표현식을 나타냅니

다. 
일반형의 CASE 표현식에 대한 예로, 다음 테이블을 사용하여 행정 구역 내의 사유지 목

록을 유지보수하는 특정 행정 구역을 가정합니다. 

PROPERTIES

행정 구역에 대한 재산세율이 각 사유지의 크기에 따라 변경될 경우, 세율 컬럼은 다음과 

같이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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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properties

SET taxrate =

CASE

WHEN area < 10000 THEN .05

WHEN area < 20000 THEN .07

ELSE .09

END;

CASE 표현식을 사용하여 결과 계산에서 0으로 나누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

가 다음과 같은 테이블에 모든 자사 소유 머신에 대한 레코드를 보유한다고 가정합니다. 

M ACHINES

다음 쿼리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머신이 있는 경우 0으로 나누지 않도록 주의하면

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각 머신 유형에 대한 평균 사고율을 계산합니다. 

SELECT type,

CASE

WHEN sum(hours_used) > 0

THEN sum(accidents)/sum(hours_used)

ELSE NULL

END AS accident_rate

FROM machines
GROUP BY type;

CASE 표현식은 특정 유형의 쿼리를 작성이 쉽고 실행이 효율적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들 유형은 CASE 표현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우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MACHINES 테이블을 사용하여 “chain saw” 기계 유형과 관련된 모든 사고의 세부사항

을 알고자 한다고 가정합니다. CASE 표현식을 사용하면 다음 쿼리를 작성하여 MACHINES 
테이블을 한 번만 검토해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SELECT sum(CASE

WHEN type = ‘chain saw’ THEN accidents

ELSE 0e0

END) / sum(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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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machines;

추가 정보: 이 예에서 상수 0e0은 부동 소수점 0입니다. 부동 소수점으로 계산을 수행하도

록 강제하기 위해 정수 0보다는 부동 소수점 0을 사용합니다. 상수가 0으로 표시된 경우, 계
산은 정수 계산법으로 수행되며 결과가 소수이므로 0으로 반올림됩니다. 

단순한 함수를 계산할 때에도 CASE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의 이식

성을 높이거나 외부 함수 호출의 오버헤드를 막기 위해 함수 호출보다는 CASE 표현식을 사

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DB가 SYSFUN 스키마에서 제공하는 절대값 함

수를 CASE 표현식을 사용하여 시뮬레이트할 수 있습니다. 표현식 abs(x)는 다음 표현식과 

동일합니다. 

CASE 

WHEN x >= 0 THEN x

ELSE –x
END

절대값을 계산하기 위한 CASE의 사용 예로, 어떤 사람이 대학을 찾고 있는데 학생 수가 

약 8,000명인 대학을 이상적인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다

음과 같은 테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COLLEGES

다음 쿼리는 등록자 수가 8,000명에 근접한 순서로 Colorado와 Utah에 위치한 모든 대학을 

나열합니다. (즉, 등록자 수가 8,000명에 가장 가까운 대학이 목록의 맨 처음에 있습니다.)

SELECT name, enrollment,

CASE

WHEN enrollment >= 8000 THEN enrollment – 8000
ELSE 8000 – enrollment

END AS difference

FROM colleges

WHERE state IN (‘CO’, ‘UT’)

ORDER BY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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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 CASE 표현식 내에 또 다른 표현식을 중첩시키는 방법의 예를 살펴보고 CASE 표
현식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규 입사자와 이들의 근무 시작일이 포함

된 테이블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HIRES

법률 담당 부서에서는 근속 5주년 기념일이 있는 달의 마지막 날에 해당 직원은 회사의 

연금 수령안에 대해 기득권을 부여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쿼리는 신규 입사자

가 기득권을 수령하게 되는 년, 월, 일을 계산합니다. (윤년을 찾아내기 위해 내장 함수 mod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ELECT name,

month(startdate) AS vestmonth,

CASE

WHEN month(startdate) IN (4, 6, 9, 11) THEN 30

WHEN month(startdate) = 2 THEN

 CASE
  WHEN mod(year(startdate)+5, 4) = 0 THEN 29
  ELSE 28

 END
ELSE 31

END as vestday,

year(startdate) + 5 AS vestyear

FROM hires;

추가 정보: UDB에서 CASE 표현식을 사용할 때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CASE 표현식이 

SELECT절, VALUES절(리터럴 테이블), IN-술어 또는 GROUP BY나 ORDER BY절에서 사용

되는 경우, 검색 조건에 결과가 테이블인 서브쿼리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단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규칙입니다. 

5.1.3 RAISE_ERROR 함수
UDB는 CASE 표현식 내에서 특히 유용한 raise_error라는 내장 함수를 지원합니다. 이름

이 암시하듯이 raise_error 함수는 현재 SQL문의 처리를 중단하고 오류 조건을 제기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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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SQL문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을 롤백하지만 현재 트랜잭션은 

그대로 진행시키므로 사용자나 응용프로그램은 트랜잭션의 다른 명령문을 커미트 또는 롤

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raise_error 함수는 두 개의 문자열 매개변수, 즉 SQLSTATE와 메시지 문자열을 갖습니

다. SQLSTATE는 정확히 다섯 개의 대문자 또는 숫자로 된 문자열입니다. raise_error에 

대한 호출에 지정된 SQLSTATE는 SQLCODE –438과 함께 SQLCA 구조로 응용프로그램에 

리턴됩니다. 사용자 정의 오류 조건을 표시하기 위해 SQLSTATE를 선택할 때 IBM이나 SQL
92 표준이 예약해둔 값은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자가 7 - 9 사이의 숫자 또는 I - Z 사이의 

문자(마지막 문자 포함)인 SQLSTATE를 선택하면 충돌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1) raise_e
rror의 두 번째 매개변수는 최대 70자의 메시지 문자열로, SQLCA 구조의 SQLERRMC 필드

에서 응용프로그램에 리턴됩니다.
CASE문 내에서 raise_error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전 절에서 사용된 

PROPERTIES 테이블을 사용하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선거가 해당 카운티의 일부 도시에 대

한 세율을 인상시켜 놓았습니다. 다음 명령문을 사용하여 새로운 세율을 반영하도록 PROP
ERTIES 테이블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문은 테이블에 예상하지 못한 도시가 포함되

어 있을 경우 SQLSTATE 70007을 리턴합니다.

UPDATE properties

SET taxrate =

CASE city

 WHEN ‘San Jose’ THEN taxrate

 WHEN ‘Santa Clara’ THEN taxrate + .005

 WHEN ‘Campbell’ THEN taxrate + .005

 WHEN ‘Los Gatos’ THEN taxrate + .008

 ELSE raise_error(‘70007’,

‘Parcel ’ || parcelno || ‘ has unknown city’) 

END;

추가 정보: raise_error 함수는 모든 데이터 유형과 호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raise

_error 함수는 결과 표현식이 Integer, Varchar 또는 기타 다른 데이터 유형인 CASE 표현식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 데이터 유형을 필요로 하는 방식(예를 들어, 모든 

결과 표현식이 raise_error에 대한 호출인 CASE 표현식 내에서)으로 raise_error 함수

를 사용하는 경우, CAST(raise_error(‘77777’, ‘BadNews’) AS Integer)와 같은 CAST 
표현식으로 명시적 데이터 유형을 제공해야 합니다. raise_error가 리턴하는 실제 값은 

널(NULL) 값입니다.

1) SQLSTATE에 대한 다른 값도 허용됩니다. 이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B2 SQL 참조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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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NULLIF 및 COALESCE 함수
UDB의 내장 스칼라 함수 중 특별한 형태의 CASE 표현식처럼 동작하는 두 개의 함수, 즉 nu

llif와 coalesce가 있습니다. nullif 함수는 첫 번째 매개변수가 두 번째 매개변수와 동

일할 경우 널(NULL) 값을 리턴하는 CASE 표현식의 약식 표기입니다. 두 매개변수가 같지 

않으면 첫 번째 매개변수를 리턴합니다. 이 함수는 –1과 같은 지정 값이 널(NULL) 값에 대

한 자체 수행 인코딩으로 사용되는 경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nullif(salary, -1)은 

다음 표현식의 약식 표기입니다. 

CASE 

WHEN salary = -1 THEN NULL

ELSE salary

END

coalesce 함수는 매개변수의 변수를 가져와서 널(NULL)이 아닌 값을 갖는 첫 번째 매개

변수를 리턴합니다. (모든 매개변수가 널(NULL)인 경우 결과는 널(NULL)입니다.) coalesce
에 대한 호출에서 전달되는 모든 매개변수는 호환 가능한 데이터 유형을 가져야 하지만 반

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개변수는 Integer, Decimal 및 Double과 같은 여러

가지숫자 데이터 유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coalesce에 대한 호출 결과의 데이터 유형은 

입력 데이터 유형 중 “가장 큽니다.” (즉, 모든 입력 데이터 유형을 승격시킬 수 있는 데이터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coalesce(x, y, z)를 호출한 경우(여기서 x는 널(NULL) Integer
이고 y는 Decimal 값 5.7이며 z는 Double 유형의 널(NULL) 값임), 결과는 데이터 유형 Double
과 값 5.7을 갖습니다. (coalesce 함수로 데이터 유형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6.6.2절을 참조하십시오.)
coalesce 함수의 사용 예로, 5.1.1절에 소개된 OFFICERS 테이블(RANK와 TITLE 컬럼을 가

짐)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쿼리를 사용하여 특정한 상태 범주의 모든 장교의 이름과 계급

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급이 널(NULL)이면 계급을 직함으로 대체합니다. 

SELECT name, coalesce(rank, title) AS rank_or_title

FROM   officers

WHERE  status IN (1, 2, 3);

이 쿼리에서 표현식 coalesce(rank, title)은 다음 CASE 표현식의 약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CASE

WHEN rank IS NOT NULL THEN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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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title

END

coalesce 함수는 이전 DB2 제품과의 호환을 위해 이름 value를 사용하여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현식 value(rank, title)은 표현식 coalesce(rank, title)과 

동일합니다.

추가 정보: 리터럴 테이블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VALUES 키워드(2.4.9절 참조)와 value 
함수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values와 VALUES를 혼동할 위험이 있고 함수 이

름 coalesce가 SQL92 표준에 사용되기 때문에 함수 호출에서 value보다는 함수 이름 

coalesce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2 서브쿼리

SQL은 처음 소개된 때부터 괄호로 묶어 외부 레벨 SQL문 내에서 사용하

는 서브쿼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브쿼리는 단순한 쿼리 블록으

로 구성되거나, 조인, UNION과 같은 세트 조작, 또는 고유의 서브쿼리를 

포함하는 좀더 복잡한 쿼리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브쿼리

의 결과는 테이블이지만, 단일 값을 계산하는 매우 중요한 서브쿼리도 있

습니다. 서브쿼리의 결과는 서브쿼리가 임베드된 외부 레벨 명령문이 실

행될 때 사용됩니다. 특정 상황 하에서는 외부 레벨 명령문의 실행 중 서브

쿼리를 두 번 이상 평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서브쿼리의 사용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테이블이 들어 있는 직원과 부

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EM P

DEPT

Menlo Park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이름과 급여를 찾아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쿼

리를 통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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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name, salary

FROM   emp

WHERE  deptno IN

(SELECT deptno

 FROM dept

 WHERE location = ‘Menlo Park’);

이 쿼리에는 Menlo Park에 위치한 모든 부서를 찾는 서브쿼리가 들어 있고, 서브쿼리 세

트는 다시 이들 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찾기 위해 외부 레벨 쿼리에서 사용됩니다. 
이 예에서는 외부 레벨 쿼리를 시작하기 전에 서브쿼리를 완벽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상관 서브쿼리라고 하는 다른 유형의 서브쿼리가 있는데, 이는 외부 레벨 쿼리에 사용

된 테이블의 모든 행에 대해 한 번만 평가됩니다. 서브쿼리에는 외부 레벨 쿼리의 행을 나

타내는 상관 이름이라는 ID가 들어 있기 때문에 서브쿼리가 상관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

다. 상관 이름은 외부 레벨 쿼리의 FROM절에 정의되며 선택적으로 키워드 AS가 선행하기

도 합니다. 다음은 급여가 소속 부서 예산의 10%를 초과하는 직원을 찾는 상관 서브쿼리의 

예로 상관 이름 x를 사용합니다. 

SELECT name, salary

FROM   emp AS x

WHERE  salary >

(SELECT 0.1 * budget

 FROM   dept

 WHERE  deptno = x.deptno);

여러분은 아마 이 쿼리가 다음과 같이 처리될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EMP 테이블의 각 

행 x에 대해 서브쿼리를 평가하여 x의 부서에 대한 예산을 찾은 다음, 이 예산의 1/10을 x의 

급여와 비교합니다.” (물론 옵티마이저는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 쿼리를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에서 서브쿼리는 스칼라라는 단일 값(이 경우 부서 예산의 1/10)을 리턴합니다. 

이전 예에서 서브쿼리는 단일 컬럼으로 구성된 테이블로 생각할 수 있는 동일한 데이터 유

형의 값 세트(부서 번호)를 리턴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INSERT문 내의 서브쿼리 예에

서처럼, 서브쿼리가 다수의 행과 컬럼으로 구성되는 테이블을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CREATE TABLE artists(name Varchar(30),

deptno Char(3),

salary Decimal(8,2));

INSERT INTO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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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name, deptno, salary

 FROM   emp

 WHERE  job = ‘Artists’);

일반적으로 서브쿼리를 작성하는 사용자는 서브쿼리가 사용되는 명령문의 컨텍스트에 

서브쿼리의 결과가 적절히 들어 맞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SQL문에 컬럼 이름이 사용될 때마다 시스템은 특정 테이블의 컬럼에 맞게 이름을 분석

해야 합니다. 서브쿼리는 이와 같은 이름 분석 규칙을 좀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서브쿼리에 

컬럼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 시스템은 이를 서브쿼리의 FROM절에 있는 테이블 중의 한 컬

럼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이들 테이블 중 주어진 이름의 컬럼을 갖는 테이블이 없는 경우, 
시스템은 서브쿼리가 들어 있는 다음 상위 레벨의 쿼리를 조회하여 FROM절의 테이블 중에

서 컬럼 이름을 분석하려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주어진 이름의 컬럼을 갖는 테이블을 찾을 

때까지 상위 레벨 쿼리 블록에서 계속됩니다. 물론 상관 이름을 사용하여 특정 테이블에 맞

게 컬럼을 강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컬럼 이름을 명확히 분석할 수 없는 경우, 오류가 발

생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급여가 부서 예산의 10%를 초과하는 직원을 찾는 쿼리를 반복하

는데, 이번에는 컬럼 이름의 분석을 예시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쿼리를 작성합니다. 이 

예의 서브쿼리에서 BUDGET는 컬럼 DEPT로 해석되지만 SALARY는 EMP 컬럼으로 해석됩

니다. (왜냐하면 서브쿼리의 FROM절에 있는 테이블에 SALARY 컬럼이 없기 때문입니다.)

SELECT name, salary

FROM   emp

WHERE  deptno IN

(SELECT deptno

 FROM   dept

 WHERE  salary > 0.1 * budget);

UDB의 서브쿼리는 직교성과 종결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언어 설계 원칙을 따릅니다. 서
브쿼리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전에 이들 두 원칙과 그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

니다.
직교성의 원칙에 따르면 언어의 기능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

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해야 합니다. Chris Date, Hugh Darwen 등은 SQL에서 서브쿼리의 사용

을 규정하는 원래 규칙에는 직교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SQL에

서 테이블을 리턴하는 서브쿼리는 쿼리의 FROM절에서 테이블 이름 대신 사용할 수 없었습

니다. 직교성에 따르면 테이블을 리턴하는 서브쿼리는 테이블이 예상될 때에는 언제나 사

용 가능해야 하며 스칼라를 리턴하는 서브쿼리는 스칼라가 예상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

능해야 합니다. SQL92 표준에서도 이를 서브쿼리에 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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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UDB에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종결의 원칙에 따르면 언어로 된 표현식으로 계산되는 오브젝트는 이들 표현식에 대한 

입력으로 작용하는 오브젝트와 같은 유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익숙한 산술 연산자 +, 
-, * 및 /는 숫자에 대해 작용하여 그 결과를 숫자로 산출하기 때문에 마감 특성을 갖습니다. 
(사실 나누기 연산자는 두 번째 피연산자가 0이면 마감 원칙을 위반합니다.) 한 연산자의 결

과가 다른 연산자의 입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마감은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SQL문 내

에서 서브쿼리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 특성이 필요합니다. 
SQL이 작동하는 기본 오브젝트는 이름이 지정된 컬럼이 있는 테이블입니다. 종결 특성

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SQL 쿼리의 결과도 이름이 지정된 컬럼이 있는 테이블이어야 합니

다. 일반적으로 SQL 쿼리의 결과는 테이블이지만 테이블의 일부 컬럼은 명확한 이름을 갖

지 않을 수 있는데, avg(salary) 또는 salary + bonus와 같은 계산 결과를 포함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UDB를 이용하면 쿼리의 SELECT 목록에서 키워드 AS를 사용하여 컬럼 이

름을 쿼리의 결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쿼리는 NAME과 PAY라는 두 컬럼

이 있는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SELECT name, salary + bonus AS pay

FROM   emp

WHERE  job = ‘Programmer’;

보통 컬럼 이름은 대소문자가 구분되지 않으며(모두 대문자로 바뀜) 공백을 포함하지 않

습니다. 그러나 원할 경우, 큰따옴표로 묶인 문자열인 분리 ID를 사용하여 출력 컬럼에 이

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분리 ID는 대소문자가 구분되며 공백이나 SQL 키워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예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좀더 설명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SELECT name AS “Employee Name”,

salary + bonus AS “Total Pay”

FROM emp

WHERE job = ‘Programmer’;

사용자 고유의 컬럼 이름을 생성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이름이 쿼리 블록의 결과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이름이 정의된 같은 쿼리 블록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쿼리 블록은 “Total Pay”를 결과 컬럼 중 하나의 이름으로 정의합니다. 이 이

름은 외부 레벨 쿼리나, 쿼리 블록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 ORDER BY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쿼리 블록 자체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salary + bon
us와 같은 표현식에 기초하여 그룹을 형성하려는 경우, GROUP BY절에서는 실제 표현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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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리에 UNION과 같은 집합 연산자로 연결된 쿼리 블록이 둘 이상 포함된 경우, 참여하는 

각 쿼리 블록에 같은 컬럼 이름을 지정하여 쿼리의 결과에 컬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다음 예에서는 NAME과 COST라는 컬럼 이름으로 직원과 부서의 결합 목록을 생성합니

다. ORDER BY절은 개별 쿼리 블록이 아니라 UNION의 결과에 작용하여, 결과 행은 내림차

순으로 비용을 정렬합니다. 

SELECT name, salary + bonus AS cost

FROM   emp

UNION

SELECT deptname AS name, budget AS cost

FROM   dept

ORDER  BY cost DESC;

SELECT 목록의 출력 컬럼에 이름을 지정하는 것은 외부 레벨 쿼리와 서브쿼리에 모두 

유용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외부 레벨 쿼리에 생성된 컬럼 이름은 출력을 정렬하고 

좀더 설명적인 출력 레이블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됩니다. 서브쿼리에서는 생성된 컬럼 이름

이 서브쿼리의 결과를 마치 테이블인 것처럼 외부 쿼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종결 특성을 

보존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5.2.1 스칼라 서브쿼리
2.4.1절에서 설명했듯이 표현식은 컬럼 이름, 제한조건, 호스트 변수, 함수 및 특수 레지스터

와 같은 기초적 부분을 사용하여 구성된 스칼라 값을 나타냅니다. UDB에서 표현식을 사용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스칼라 값(즉, 정확하게 한 컬럼을 갖는 한 행)을 리턴하는 서브쿼

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가 사용되어야 할 곳에 서브쿼리가 사용되는 경우, 이를 

스칼라 서브쿼리라고 합니다. 스칼라 서브쿼리가 두 행 이상 또는 두 컬럼 이상을 리턴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스칼라 서브쿼리가 0의 행을 리턴하는 경우, 해당 결과는 널(NULL) 
값으로 해석됩니다. (스칼라 서브쿼리가 사용된 컨텍스트가 어떤 이유로 널(NULL) 값을 허

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우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비교 술어 내에서 두 개의 스칼라 서브쿼리를 사용하여 평균 보너스가 평

균 급여보다 많은 부서의 이름과 위치를 찾습니다.

SELECT d.deptname, d.location

FROM   dept AS d

WHERE (SELECT avg(bonus)

       FROM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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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deptno = d.deptno)

>   (SELECT avg(salary)

       FROM   emp

       WHERE  deptno = d.deptno)

스칼라 서브쿼리는 다음 예에서 알 수 있듯이 SELECT절에도 종종 사용됩니다. 다음 예

에서는 Sausalito에 위치한 모든 부서의 부서 번호, 이름 및 최대 급여를 나열합니다. 

SELECT d.deptno, d.deptname,

(SELECT max(salary)

 FROM   emp

 WHERE deptno = d.deptno) AS maxpay

FROM dept AS d

WHERE d.location = ‘Sausalito’;

이 예에서 직원이 없는 Sausalito의 부서는 최대 급여로 널(NULL) 값을 가지며 결과 세트

에 널(NULL) 값이 표시됩니다. 이 예는 아래의 예와 다릅니다. 아래 예에서는 유사한 쿼리

를 조인으로 나타냅니다. 쿼리를 조인으로 만들면 직원이 없는 Sausalito의 부서는 결과 세

트에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SELECT   d.deptno, d.deptname, max(e.salary) AS maxpay

FROM     dept AS d, emp AS e

WHERE    d.deptno = e.deptno

AND      d.location = ‘Sausalito’

GROUP BY d.deptno, d.deptname;

다음 예에서는 업무와 등급에 따라 직원에 대한 급여 인상안이 들어 있는 테이블이 존재

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SALARYPLAN

SALARYPLAN 테이블을 사용하여 적절한 급여 인상분을 적용함으로써 부서 번호 A74의 

직원 급여를 갱신합니다. 갱신은 UPDATE문의 SET절에 스칼라 서브쿼리를 사용하여 수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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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emp AS e

SET salary = salary + (SELECT raise FROM salaryplan p)

WHERE p.job = e.job

AND p.rating = e.rating)

WHERE deptno = ‘A74’;

일부 직원이 SALARYPLAN 테이블에 없는 업무 및(또는) 등급을 가진 경우, 위의 UPDATE
문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스칼라 서브쿼리는 결과를 리턴하지 

않으며, 이는 널(NULL) 값으로 해석됩니다. 이 널(NULL) 값이 직원의 현재 급여에 추가되

면 급여는 널(NULL)이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UPDATE문을 

수정하여 방지할 수 있습니다.

UPDATE emp AS e

SET salary = salary +

                coalesce((SELECT raise FROM salaryplan p

                          WHERE  p.job = e.job

                          AND    p.rating = e.rating), 0)

WHERE deptno = ‘A74’;

위의 예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 스칼라 서브쿼리의 사용에는 보통 상관 이름이 관련됩니다.

2. 스칼라 서브쿼리는 SQL 코드의 들여쓰기에 비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5.2.2 테이블 표현식
위의 모든 예에서 스칼라 값 대신 서브쿼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브쿼리도 여러 개

의 행과 컬럼으로 구성된 테이블을 리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브쿼리를 테이블 표현식

이라 하고 테이블의 이름이 있어야 할 FROM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LECT문의 FROM절은 쿼리가 작용하는 테이블을 나열합니다. FROM절에 나열된 각 테

이블에는 선택적으로 상관 이름이 제공되는데, 이는 현재 쿼리 내에서 테이블의 이름으로 

작용합니다. 상관된 서브쿼리에서 상관 이름이 사용되는 방법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리자보다 급여가 많은 직원을 찾으시오” 같은 쿼리처럼 테이블을 자체 테이블에 조인해

야 하는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다음 쿼리에서는 EMP 테이블을 e와 m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테이블인 것처럼 자체 테이블에 조인합니다.



2175.2  서브쿼리

SELECT e.name, e.salary, m.name, m.salary

FROM emp AS e, emp AS m

WHERE e.manager = m.name

AND e.salary > m.salary

UDB에서는 FROM절의 테이블 이름 대신 테이블 표현식(서브쿼리)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테이블 표현식은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테이블인 것처럼 쿼리에 참여합니다. 테이블 표

현식은 괄호로 묶어야 하며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부여하는 AS절이 와야 합니다. 가상 테

이블의 컬럼 이름은 테이블 이름이 있는 AS절 또는 서브쿼리의 SELECT절에 지정할 수 있

습니다.
EMP 테이블에 대한 특정 쿼리를 목적으로, 업무가 “배관공”인 직원만을 고려하여 SALA

RY와 BONUS 컬럼을 PAY라는 하나의 컬럼에 결합된 것처럼 처리하고, STARTDATE 컬럼을 

실제 날짜가 아닌 연도만 들어 있는 컬럼으로 처리하고자 한다고 가정합니다. 다시 말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EMP로부터 파생된 테이블 표현식에 대해 쿼리를 작성하고자 합

니다. 

PLUM BERS

다음 쿼리는 연봉이 $42,000 미만이고 1990년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모든 배관공의 이름, 
연봉 및 입사 연도를 나열하는 테이블 표현식을 사용합니다. 테이블 표현식에 테이블 이름

(PLUMBERS)과 컬럼 이름 세트(NAME, PAY, STARTYEAR)가 모두 제공되는 방식에 유의하

십시오.

SELECT name, pay, startyear

FROM (SELECT name, salary + bonus, year(startdate)

      FROM   emp

      WHERE  job = ‘Plumber’)

     AS plumbers(name, pay, startyear)

WHERE pay < 42000 AND startyear < 1990;

서브쿼리의 술어와 컬럼 정의를 외부 레벨 쿼리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위의 예에서 테이

블 표현식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테이블 표현식을 사

용하여 달리 표시할 수 없는 쿼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테이블 표현식

에 그룹화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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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 책임자가 사내의 수행 평가 등급 분포를 분석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분

석의 일환으로 인사 책임자는 각 부서의 직원에게 부여된 최저 및 최고 등급을 계산하는 테

이블 표현식을 사용합니다. 테이블 표현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RATINGSTATS

등급은 1 - 10 사이의 숫자이며, 인사 책임자는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의 차이가 4보다 큰 

부서를 찾고자 합니다. 다음 쿼리처럼 RATINGSTATS 테이블 표현식을 정의 및 사용하여 해

당 부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SELECT deptno, minrating, maxrating

FROM(SELECT deptno, min(rating), max(rating)

     FROM   emp

     GROUP  BY deptno)

     AS ratingstats(deptno, minrating, maxrating)

WHERE maxrating – minrating > 4;
GROUP BY를 외부 쿼리 블록으로 이동하고 WHERE절을 HAVING절로 변경하면 테이블 

표현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쿼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쿼리 블록을 좀더 

자세히 그룹화해야 할 경우, 쿼리에 테이블 표현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쿼리

의 예로, 인사 책임자가 각 등급 값에 대해 해당 값이 부서의 최대 등급인 부서의 수를 찾고

자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쿼리는 위에서 정의한 RATINGSTATS 테이블 표현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SELECT maxrating, count(*) AS n_depts

FROM (SELECT deptno, min(rating), max(rating)

      FROM   emp

      GROUP  BY deptno)

      AS ratingstats(deptno, minrating, maxrating)

GROUP BY maxrating;

이 쿼리에서는 그룹화가 테이블 표현식과 외부 쿼리 블록에서 모두 수행되었으므로 테

이블 표현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쿼리의 결과는 다음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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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쿼리 블록에서 서브쿼리를 테이블에 상관시켜 상관 테이블의 각 행에 대해 서브쿼

리가 한 번씩 평가되도록 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표현식에 사용된 서

브쿼리가 같은 FROM절 앞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 상관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

력한 기능의 예로, 주어진 부서에 대한 인원 수와 총 급여를 계산하는 테이블 표현식을 정

의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표현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가상 테이블이 됩니다.

STATS

다음 쿼리는 Sausalito에 위치한 모든 부서의 인원 수와 총 급여를 계산합니다.

SELECT deptno, headcount, totalpay

FROM dept AS d,

     TABLE(SELECT count(*), sum(salary) + sum(bonus)

           FROM   emp AS e

           WHERE  e.deptno = d.deptno)

     AS stats(headcount, totalpay)

WHERE location = ‘Sausalito’;

이 예의 테이블 표현식에 왜 단어 TABLE이 선행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단어 TABLE이 임의의 테이블 표현식의 앞에 오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테이

블 표현식이 외부의 다른 것과 상관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

만 이것은 규칙입니다.

위의 쿼리의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직원이 없는 Sausalito 소재 부서는 HEADCOUNT에 0, 
TOTALPAY에 널(NULL)로 표시됩니다. 이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독자가 직접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실제 쿼리를 작성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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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원 수와 총 급여는 가장 외부 SELECT절에 있는 두 개의 별도 상관 스칼라 서브쿼리로 계

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위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작성이 좀더 어렵고 수행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2. DEPT와 EMP 테이블을 조인하여 DEPTNO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단점은 직원

이 없는 Sausalito 소재 부서가 결과에 전혀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서를 쿼

리 결과에 표시하기 위해 조인을 왼쪽 외부 조인(5.4절 참조)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 방식

에서는 직원이 없는 Sausalito 소재 부서에 인원 수 1이 있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추가 정보: 위의 예에서 sum(salary + bonus)보다 sum(salary) + sum(bonus)를 작성

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널(NULL) 값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는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만 보너스는 널(NULL)인 직원의 급여를 계산에 포함하

고자 합니다. 표현식 sum(salary) + sum(bonus)는 널(NULL)이 아닌 모든 급여와 보너

스를 고려하여 두 개의 합계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반면, 표현식 sum(salary + bonus)는 

급여와 보너스가 모두 널(NULL)이 아닌 경우만 직원의 급여와 보너스를 포함시킵니다. 

5.3 테이블 함수 
이전 절에서 서브쿼리를 FROM절에 사용하여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

다. UDB는 가상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테이블 함수라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

다. 테이블 함수는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사용자 정의 함수로, 테이블을 리턴합

니다. 테이블 함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6.4.8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테이블 함수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외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테이블로 표시되게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함수는 C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므로, 운영 체제 호출을 수행

하고 파일의 데이터를 읽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SQL의 기능을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쿼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에 로그온되어 있는 사용자 목록을 리턴하는 테이블 함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한 개의 컬럼을 갖는 테이블 형식으로 UDB에 표시되므로, 사용자 

목록을 다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조인하는 쿼리를 작성하여 현재 로그온되어 있으며 

SQL 전문가인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제 테이블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 우리가 여러 도시에 상점을 두고 있는 사무용품 공급

체인에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상점에서는 독자적 형태로 모든 매출 항목을 기록하

는 POS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계획 수립을 위해 데이터에 SQL 쿼리를 실행하고 이를 UDB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조인할 수 있도록 UDB를 사용하여 이 데이터에 액세스하고자 

합니다. 6.4.8절에서 설명한 기법을 사용하여 상점 이름을 매개변수로 하고 해당 상점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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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기록이 들어 있는 테이블을 리턴하는 SALES라는 테이블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SALES 
함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컬럼을 갖는 테이블이 됩니다. 

5.2.2절에서 테이블 표현식을 사용했던 것과 같이 쿼리의 FROM절에서 SALES와 같은 테

이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함수에 대한 호출은 괄호로 묶습니다. 앞에는 단

어 TABLE이 오고, 뒤에는 함수에 의해 리턴되는 테이블의 함수 이름으로 작용하는 상관 이

름이 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쿼리는 1997년 Boulder 상점에서 판매된 스테이플러의 평균 

가격을 찾습니다. 

SELECT avg(price) AS avgprice

FROM   TABLE(sales(‘Boulder’)) AS sales

WHERE  product = ‘Stapler’

AND    year(saledate) = 1997;

SALES 함수는 POS 데이터를 UDB에 대한 테이블로 표시하므로 그룹화와 같은 SQL 조작

을 사용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쿼리는 Denver 상점의 1997년 월별 

총 수익을 나열합니다.

SELECT   month(saledate) AS month,

         sum(quantity * price) AS revenue

FROM     TABLE(sales(‘Denver’)) AS sales

WHERE    year(saledate) = 1997

GROUP BY month(saledate);

테이블 함수를 사용하면 UDB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 외부의 가상 테이

블에 조인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데이터베이스에 각 연도, 상점 및 제품에 대해 계획된 월

간 매출을 지정하는 SALESPLAN 테이블이 들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SALESPLAN 테이블의 

다음 항목은 1997년 동안 Denver 상점이 매월 20개의 스테이플러를 판매하도록 계획되어 있

음을 보여줍니다. 

SALES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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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제 쿼리는 SALESPLAN 테이블을 SALES 테이블 함수에 의해 리턴된 가상 테이

블에 조인하여 1997년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 계획을 최소 50% 초과한 달을 찾습니다. 각각

의 경우에 쿼리는 월, 점포, 제품, 계획된 매출 및 실제 판매량을 찾아냅니다.

SELECT month(sales.saledate) AS month,

plan.store,

plan.product,

plan.monthly_units AS units_planned,

sum(sales.quantity) AS units_sold

FROM salesplan AS plan, TABLE(sales(plan.store)) AS sales

WHERE plan.year = 1997

AND plan.product = sales.product

AND plan.year = year(sales.saledate)

GROUP BY month(sales.saledate),

plan.store, plan.product, plan.monthly_units

HAVING sum(sales.quantity) >= 1.5 * plan.monthly_units;

위 예의 FROM절에서 조인될 첫 번째 테이블에는 상관 이름 PLAN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상관 이름은 나중에 FROM절에서 사용되어 테이블 함수 호출의 매개변수를 형성합니

다. 이는 5.2.2절의 테이블 표현식 내부에서 상관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쿼리의 결과는 다음과 유사합니다. 

추가 정보: 위의 예에서는 출력 데이터를 월, 상점 및 상품별로 그룹화하려 합니다. GROUP 
BY절은 표현식 month(sales.saledate), plan.store 및 plan.product로 구성하여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plan.monthly_units가 SELECT절에 표시되므로 plan.monthly_

units가 GROUP BY절에 포함되어야 쿼리가 실행되며, 시스템은 그 값이 GROUP BY절의 

다른 컬럼에 의해 고유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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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명시적 조인

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들어 있는 대학 데이터베이스를 책임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TEACHERS

CLASSES

때때로 대학의 사무 주임은 모든 교수(직위 포함)와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 과정(등
록자 수 포함)에 대한 마스터 목록을 인쇄해야 합니다. 다음 쿼리처럼 TEACHERS와 CLASS
ES 테이블을 조인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LECT t.name, t.rank, c.subject, c.enrollment

FROM   teachers AS t, classes AS c

WHERE  t.name = c.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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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절에서 배웠듯이 이 쿼리는 TEACHERS 테이블의 행과 CLASSES 테이블의 행을 한 

쌍으로 합니다. WHERE절은 이들 행의 쌍 중 실제 조인에 참여하는 쌍, 즉 교수 행의 NAME 
값이 강의 행의 TEACHERS 값과 일치하는 쌍을 지정합니다. 조인되는 두 테이블 사이의 관

계를 지정하는 술어가 조인 조건입니다.
또한 SQL은 조인 쿼리에서 발생하는 일을 좀더 쉽게 가시화할 수 있도록 명시적 조인이

라는 대체 구문을 제공합니다. 이 대체 구문에서 조인될 테이블은 키워드 JOIN에 의해 연결

되며 조인 조건을 지정하는 ON절이 뒤따릅니다. 조인 조건을 포함하여 명시적 조인은 개념

상으로 쿼리의 FROM절 내에 있습니다. 명시적 조인은 WHERE, GROUP BY 및 HAVING절

과 같은 쿼리의 기타 절에 의해 작동하는 조인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다음 쿼리는 위의 

쿼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명시적 조인 구문을 보여줍니다.

SELECT t.name, t.rank, c.subject, c.enrollment

FROM   teachers AS t JOIN classes AS c ON t.name = c.teacher;

방금 살펴본 두 개의 조인 쿼리는 기본 조인(또는 내부 조인)의 예로 모두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산출합니다. 

위의 쿼리 결과를 살펴보면 강의 스케줄이 없는 교수(예: Prof. Walker) 또는 TEACHERS 테
이블의 이름과 일치하는 지정된 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강의(예: German 130)가 포함되지 않

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당국은 이들 두 유형의 데이터를 모두 또는 어느 하나

라도 마스터 목록에 포함시키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로 외부 조인이라는 쿼리가 

생겨납니다. 
외부 조인에는 반드시 왼쪽 테이블과 오른쪽 테이블이라는 두 개의 테이블 조인이 관련

됩니다. 외부 조인은 “파트너”를 갖지 않은 행, 즉 오른쪽 테이블에 일치하는 행이 없는 왼

쪽 테이블의 행(또는 그 반대)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본 조인과 다릅니다. 외부 조인 쿼리에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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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쪽 외부 조인에는 오른쪽 테이블에 일치하는 값이 없는 왼쪽 테이블의 행이 포함됩니다

(예: 강의를 맡지 않은 교수). 이들 행에는 누락된 오른쪽 테이블 데이터 대신 널(NULL) 값
이 제공됩니다. 

2. 오른쪽 외부 조인에는 왼쪽 테이블에 일치하는 값이 없는 오른쪽 테이블의 행이 포함됩니

다(예: 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강의). 이들 행에는 누락된 왼쪽 테이블 데이터 대신 널(NULL) 
값이 제공됩니다.

3. 완전 외부 조인에는 두 가지 유형의 행이 포함됩니다. 이 예에서는 강의를 맡지 않은 교수

와, 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강의가 모두 포함되며 누락된 데이터 대신 널(NULL) 값이 보충

됩니다.

왼쪽 및 오른쪽 외부 조인은 이미 설명한 명시적 조인 구문에서 단어 JOIN을 LEFT OUTER 
JOIN, RIGHT OUTER JOIN 또는 FULL OUTER JOIN으로 대체하여 SQL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SELECT t.name, t.rank, c.subject, c.enrollment

FROM teachers AS t FULL OUTER JOIN classes AS c

     ON t.name = c.teacher;

결과: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 외부조인의 결과에는 약간의 행이 추가되어 있지만 내부 조인

의 결과와 똑같습니다. LOJ로 레이블된 행은 오른쪽 테이블 파트너가 없는 왼쪽 테이블 행

이고, ROJ로 레이블된 행은 왼쪽 테이블 파트너가 없는 오른쪽 테이블 행입니다. 두 경우 모

두 누락된 데이터가 널(NULL)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쿼리가 FULL OUTER JOIN 대신 LEF
T OUTER JOIN을 지정한 경우, LOJ로 레이블된 행은 결과 세트에 표시되지만 ROJ로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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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행은 결과 세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쿼리가 RIGHT OUTER JOIN을 지정한 

경우, 결과 세트에 ROJ 행은 포함되지만 LOJ 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시적 조인 구문을 사용하면 관심없는 행을 걸러내기 위한 술어를 작성할 수 있는 두 위

치(ON절 및 WHERE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들 두 절 모두 AND, OR 및 NOT으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술어로 구성된 검색 조건을 포함합니다. ON절이 서브쿼리를 포함할 수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WHERE절과 ON절은 완전히 똑같은 구문입니다. 그러나 ON절의 술

어는 보통 WHERE절의 같은 술어와 동일한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다음에 나오는 명시적 조인을 처리하는 데 따른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2)

1. 명시적 조인의 왼쪽 테이블과 오른쪽 테이블의 카티션 곱으로 구성되는 행의 쌍 세트가 형

성됩니다. 여기서 모든 왼쪽 행은 모든 오른쪽 행과 쌍을 이룹니다. 

2. 명시적 조인의 ON절이 이 행의 쌍 세트에 적용되어 검색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모든 행

의 쌍을 필터링합니다.

3. 명시적 조인이 왼쪽 외부 조인일 경우, 필터링한 행의 쌍 세트에 표시되지 않은 각각의 왼

쪽 테이블 행이 다시 추가되고, 오른쪽 테이블에는 널(NULL) 값이 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조인이 오른쪽 외부 조인일 경우, 필터링한 행의 쌍 세트에 표시되지 않은 각각의 오른쪽 

테이블 행이 다시 추가되고, 왼쪽 테이블에는 널(NULL) 값이 표시됩니다. 물론 조인이 완

전 외부 조인일 경우, 표시되지 않은 왼쪽 테이블 행과 표시되지 않은 오른쪽 테이블 행이 

모두 추가됩니다. 이때 필터링하거나 증가된 행의 쌍 세트는 명시적 조인의 결과가 됩니다.

4. 명시적 조인이 임베드된 쿼리는 명시적 조인의 결과를 일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된 테이블

로 취급합니다. 명시적 조인으로 생성된 테이블은 명시적 또는 내재적 조인 구문을 사용하

여 다른 테이블에 조인될 수 있습니다. WHERE절의 술어는 (행의 쌍 세트가 ON절에 의해 

필터링되고 누락된 행을 적용한 후) 명시적 조인의 결과에 적용됩니다. GROUP BY 및 HAVI
NG절과 같은 쿼리의 다른 부분도 명시적 조인의 결과를 일반 테이블인 것처럼 취급합니

다.

이러한 규칙의 의미는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사무 주임이 1997
년 가을 학기에 제공될 강의의 마스터 목록을 인쇄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사무 주임은 TE
ACHERS 및 CLASSES 테이블의 왼쪽 외부 조인을 사용하여 1997년 가을 학기에 강의를 맡

지 않은 교수를 포함시키려 합니다(CLASSES 테이블에서 파생된 컬럼에는 널(NULL) 값을 

사용함). 사무 주임은 1997년 가을 학기에 있는 강의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술어 QUARTER = 

‘Fall 97’을 포함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술어를 ON절이나 WHERE절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2) 물론 이들 단계는 명시적 조인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적 알고리즘일 뿐이며, 옵티마이저는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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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어 QUARTER = ‘Fall 97’이 ON절에 포함되는 경우, 외부 조인의 결과에 TEACHERS 
테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행이 추가되기 전에 이것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1997년 가을 학기

에 강의를 맡지 않은 교수가 조인 결과에 추가되며 CLASS 데이터는 널(NULL)로 표시됩니

다. 이 쿼리와 그 결과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1997년 가을 학기에 강의를 맡지 않은 Barnes 
교수와 강의를 전혀 맡지 않은 Walker 교수를 포함하여 모든 교수가 목록에 있습니다. 

SELECT t.name, t.rank, c.subject, c.enrollment

FROM teachers AS t LEFT OUTER JOIN classes AS c

     ON t.name = c.teacher AND c.quarter = ‘Fall 1997’;

결과:

위에 표시된 결과는 대학의 사무 주임이 얻고자 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ON절이 아

닌 WHERE절에 필터링 술어를 포함시켰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SELECT t.name, t.rank, c.subject, c.enrollment

FROM teachers AS t LEFT OUTER JOIN classes AS c

     ON t.name = c.teacher

WHERE c.quarter = ‘Fall 1997’;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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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에서 왼쪽 외부 조인은 Barnes 교수와 Walker 교수를 포함시켰지만 WHERE절은 1997
년 가을 학기에 강의를 맡지 않은 이들을 필터링함으로써 왼쪽 외부 조인의 작업을 수행하

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예에서는 명시적 조인 구문을 사용할 때 술어 배치 시 주의해야 할 필

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부 조인은 반드시 정확히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해 수행됩니다. 외부 조인으로 세 개 이

상의 테이블을 결합해야 하는 경우, 두 단계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테이블

을 두 번째 테이블에 외부 조인하고 그 결과를 다시 세 번째 테이블에 외부 조인할 수 있습

니다. 한 쿼리에 둘 이상의 외부 조인이 포함될 수 있고 이들 조인이 수행되는 순서는 괄호

를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쿼리의 결과가 외부 조인의 순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괄호는 중요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테이블을 살

펴보겠습니다.

T1  T2 T3

다음 쿼리는 T1과 T2를 왼쪽 외부 조인하고 그 결과를 T3에 오른쪽 외부 조인합니다.

SELECT key1, key2, key 3, data

FROM (t1 LEFT OUTER JOIN t2 ON key1 = key2)

      RIGHT OUTER JOIN t3 ON key2 = key3;

결과:

다음 쿼리는 같은 외부 조인을 반대로 수행하여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SELECT key1, key2, key3, data

FROM t1 LEFT OUTER JOIN

     (t2 RIGHT OUTER JOIN t3 ON key2 = key3)

     ON key1 = ke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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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5.5. 확장된 FROM절

2.4.8절에서 FROM절을 사용하여 쿼리 블록에 참여하는 테이블을 나열함으로써 선택적으

로 각 테이블에 상관 이름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5.2 - 5.4절에서

는 FROM절에 단순한 테이블 이름 및 뷰 이름의 목록 이상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

습니다. 일반적으로 FROM절은 테이블 참조 목록으로 구성되며, 각 테이블 참조는 기존 테

이블의 이름을 지정하거나 가상 테이블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쿼리 블록의 처

리 중 이들 테이블 참조가 표시하는 모든 테이블이 (개념적으로) 구체화되어 거대한 데카르

트곱을 형성합니다. 쿼리 블록에 있는 다른 절(예: WHERE, GROUP BY, HAVING 및 SELECT
절)이 형성된 이 카티션 곱을 처리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구문 다이어그램은 FROM절에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유형의 테이블 참

조를 보여줍니다. 

1. 가장 단순한 형태의 테이블 참조는 단순히 테이블 또는 뷰의 이름이며, 선택적으로 테이블

에 대한 로컬 이름을 제공하는(또한 컬럼의 이름을 바꾸는) 상관 절이 뒤따라 나옵니다.

2. 다른 테이블 참조 형태는 테이블 표현식이라는 쿼리로, 여기서 테이블이 파생될 수 있습니

다. 테이블 표현식이 외부의 다른 것과 상관된 경우, 괄호로 묶고 단어 TABLE을 선행시켜

야 합니다. 테이블 표현식에는 반드시 파생된 테이블(및 이의 컬럼)의 이름을 지정하는 상

관 절이 뒤따라 나옵니다.

3. 테이블 참조는 0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가지며 테이블을 리턴하는 테이블 함수가 될 수 있

습니다. 테이블 표현식과 마찬가지로 테이블 함수에는 반드시 테이블(및 선택적으로 컬럼)
에 이름을 부여하는 함수에 의해 리턴된 상관 절이 뒤따라 나옵니다. 

4. 네 번째 테이블 참조 형태는 명시적 조인입니다. 명시적 조인의 피연산자는 네 가지 형태 

중 하나인 테이블 참조입니다. 테이블 참조에 둘 이상의 명시적 조인이 들어 있으면 괄호를 

사용하여 조인이 수행되는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조인의 각 피연산자가 고유

의 상관 절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명시적 조인에는 절대 상관 절이 뒤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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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조인의 ON절에 있는 조인 조건은 왼쪽과 오른쪽 조인에 있는 테이블 참조로부터 

얻어진 행을 조인하는 기준을 지정합니다. 조인 조건은 구문상으로 검색 조건(2.4.4절의 구

문 참조)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추가됩니다.

1. 조인 조건은 서브쿼리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2. 조인 조건에 참조된 모든 컬럼은 조인 중인 테이블의 컬럼이어야 합니다.

테이블 참조가 상관 이름을 갖는 경우, 이 상관 이름은 쿼리 블록 전반에서 해당 테이블 

이름으로 작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테이블 참조가 컬럼 이름을 포함하는 상관 절을 갖는 경

우, 이 절은 테이블 참조의 모든 컬럼에 이름을 제공해야 하고 이들 컬럼 이름은 쿼리 블록 

전반에서 사용되어 컬럼의 자연 이름을 대체해야 합니다.
모두 다른 형태의 테이블 참조를 하나의 FROM절 내에 혼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쿼리 작

성에 있어서 커다란 융통성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융통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예제 쿼

리는 테이블 표현식, 테이블 함수 및 명시적 조인을 사용합니다. 쿼리는 특정 품목에 대해 

1997년 상점의 판매 계획을 최소 50% 초과한 달을 찾는 것으로 5.3절의 쿼리와 동일합니다. 

SELECT month(sales.saledate) AS month,

plan.store,

plan.product,

plan.monthly_units AS units_planned,

sum(sales.quantity) AS units_sold

FROM    (SELECT year, store, product, monthly_units

         FROM salesplan

         WHERE year = 1997) AS plan

   JOIN TABLE(sales(plan.store)) AS sales

        ON plan.product = sales.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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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plan.year = year(sales.saledate)

GROUP BY month(sales.saledate),

         plan.store, plan.product, plan.monthly_units

HAVING sum(sales.quantity) >= 1.5 * plan.monthly_units;

5.6 수퍼 그룹 
2.4.7절에서 설명한 SQL의 GROUP BY 기능을 사용하면 테이블을 행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각 그룹에 대한 특성(예: 그룹의 행 수 또는 컬럼이나 표현식의 평균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

다. 이 절에서는 수퍼 그룹이라는 UDB의 새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는데, 수퍼 그룹을 사용

하면 단일 쿼리에서 두 가지 이상의 그룹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데이터 포인

트(예: 시간, 위치 및 측정 유형)가 여러 차원에 걸쳐 있는 대규모 콜렉션으로, 각 차원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러한 일

반적인 분석 유형을 온라인 분석 처리(OLAP)라고 합니다.
이 절에서는 쿼리 예시를 위해 다음 페이지의 테이블에 있는 인구조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쿼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 군, 시의 순으로 인구조사 테

이블의 행을 표시합니다. 물론 테이블 자체에는 내재된 순서가 없습니다. 테이블에는 약간

의 널(NULL) 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확인되지 않은 생일과 수입이 있기 때문이며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사람은 CITY에 대해 널(NULL) 값을 갖습니다. 
CENSUS 테이블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그룹화 쿼리는 해당 테이블의 한 

컬럼의 값에 따라 테이블을 그룹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다음 예에서는 각 도의 평균 수입을 

찾습니다.

SELECT state, avg(income) AS avg_income

FROM   census

GROUP  BY state;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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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US

이 쿼리를 작성할 때 각 도의 평균 수입 외에 전체 인구조사의 전반적인 평균 수입을 계

산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UDB에서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인구조

사 데이터를 한 번 검토하여 도별 평균 수입과 전체 평균을 한 번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러한 형태의 질문을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UDB는 두 가지 이상의 그룹화

를 지정하는 쿼리 작성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용도로 GROUP BY절에는 ROLLUP, CUBE 및 

GROUPING SETS의 세 가지 절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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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ROLLUP
ROLLUP은 1차원으로 데이터 콜렉션을 분석해야 할 때마다 사용되지만 둘 이상의 세부 레

벨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평균 수입뿐 아니라 도별 평균 수입을 찾는 것이 대

표적인 예입니다. ROLLUP 기능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쿼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SELECT state, avg(income) AS avg_income

FROM   census

GROUP  BY ROLLUP(state);

결과:

그룹화 표현식이라는 하나 이상의 표현식을 ROLLUP절 내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는 하나의 그룹화 표현식 STATE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먼저 모든 그룹화 표현식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룹화한 다음 마지막 그룹화 표현식을 제외한 모든 표현식을 기준으

로, 다시 마지막 두 개의 표현식을 제외한 모든 표현식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룹화합니다. 
첫 번째 그룹화 표현식만을 기준으로 그룹화한 후 시스템은 전체 테이블로 구성되는 하나

의 최종 그룹화를 작성합니다.3) 위의 예에서 전체 CENSUS 테이블을 나타내는 그룹은 STA
TE 컬럼 내에서 널(NULL) 값으로 표시됩니다. 

ROLLUP의 진정한 기능을 보려면 좀더 복잡한 쿼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예는 각 시, 군 및 

도와, 전체 인구조사에서 총 인구와 평균 수입을 찾도록 시스템에 요청합니다.

SELECT state, county, city,

count(*) AS population,

avg(income) AS avg_income

FROM census

GROUP BY ROLLUP(state, county, city);

3) 이것이 그룹화 계산이 수행되는 실제 순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그룹화 계산은 실제로 한 번의 테이블 참

조로 동시에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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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위의 예제 쿼리는 ORDER BY절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결과 세트의 행 사이에 순서가 보

장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결과가 계산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순서로 결과

를 표시하였습니다. 먼저 STATE, COUNTY, CITY별로 인구조사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아홉 

개의 행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CITY에 대해 널(NULL) 값을 지정하고 STATE와 COUNTY별

로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네 개의 행이 있고, COUNTY와 CITY에 대해 널(NULL) 값을 지정

하고 STATE별로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두 개의 행이 있고, 전체 인구조사를 나타내며 STATE, 
COUNTY 및 CITY에 대해 널(NULL) 값을 갖는 마지막 한 행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 ROLLUP 내에서 표현식의 순서는 중요합니다. 한 종류의 그룹이 논리적으로 다

른 그룹(예: STATE 내의 COUNTY) 내에 포함된 경우, 가장 포괄적인 그룹을 처음에 나열하

도록 하십시오(COUNTY 앞에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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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는 하나의 쿼리가 네 개의 서로 다른 레벨의 그룹화를 계산하였으며, 이 경우 

ROLLUP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네 개의 별도 쿼리가 필요합니다. ROLLUP 기능은 편의성

과 효율성 면에서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나 쿼리 결과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난감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쿼리 결과의 다음 두 행에서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 행 중 첫 번째 행은 (STATE, COUNTY, CITY) 레벨에서의 그룹을 나타내며, 도시 외곽

의 농촌 지역인 Florida의 Dade County에 살고 있는 주민이 포함됩니다. (CENSUS 테이블을 

보면 Jim과 Joan 두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행은 (STATE, COUNTY) 
레벨에서의 그룹을 나타내며 시에 관계없이 Florida, Dade County에 사는 모든 사람을 나타

냅니다. (CENSUS 테이블에는 여섯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행의 널(NULL) 
값은 “도시 없음”을 나타내는 반면, 두 번째 행의 널(NULL) 값은 “모든 도시”를 나타냅니다. 
이제 각 행에 적용되는 그룹화 레벨을 표시하여 이러한 경우를 구분해줄 방법이 필요합니

다. 다행히도 UDB는 이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grouping이라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grouping 함수는 두 가지 유형 이상의 그룹화를 수행하는 쿼리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되

었습니다. 함수의 인수는 그룹화 컬럼 중 하나이고, 지정된 컬럼이 상위 레벨 그룹으로 병

합된 경우 함수는 1을 리턴합니다. 따라서 널(NULL)의 CITY 값이 “모든 도시”를 나타내는 

특별한 행의 경우에는 grouping(city)의 값이 1입니다. 그러나 일반 행의 경우에는 grou

ping(city)의 값이 0입니다.
grouping 함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이 ROLLUP 쿼

리를 실행할 때 grouping 함수를 ROLLUP의 각 컬럼에 적용하고, 쿼리 결과의 행을 해석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트 변수에 그 결과를 페치합니다. grouping 함수가 1을 리턴할 

때마다 인수 컬럼에는 “모든 값”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널(NULL) 값이 포함됩니다.
쿼리가 표시할 값을 검색할 때 CASE 표현식에 grouping 함수를 사용하여 “모든 값”을 

나타내기 위한 문자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용도로는 어떤 문자열이든 사용할 수 있지

만 유효한 데이터 값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자열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의 예제 

쿼리에서는 grouping 함수가 널(NULL) 값의 의미가 “모든 값”이라고 나타낼 때마다 널(N
ULL) 값 대신 CASE 표현식을 사용하여 문자열 “(-all-)”을 표시합니다. 

SELECT CASE grouping(state)

   WHEN 1 THEN ‘(-all-)’ ELSE state END AS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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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grouping(county)

   WHEN 1 THEN ‘(-all-)’ ELSE county END AS county,

CASE grouping(city)

   WHEN 1 THEN ‘(-all-)’ ELSE city END AS city,

count(*) AS pop,

avg(income) AS avg_income

FROM census

GROUP BY ROLLUP(state, county, city);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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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쿼리 결과에서 시를 널(NULL) 값으로 하여 Dade country에 사는 사람의 그룹을 나타내

는 행은 시에 관계없이 Dade country에 사는 모든 사람의 그룹을 나타내는 행과 쉽게 구별이 

됩니다.4)

WHERE 및 HAVING절을 어떻게 ROLLUP 쿼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며 모든 레벨의 그룹화에서 그룹에 적용됩

니다. 예를 들어, 다음 쿼리를 사용하여 인구조사에서 최소한 두 명의 여성이 있는 각 시, 군 

및 도의 여성 인구와 여성의 평균 수입을 찾을 수 있습니다.

SELECT CASE grouping(state)

 WHEN 1 THEN ‘(-all-)’ ELSE state END AS state,

CASE grouping(county)

 WHEN 1 THEN ‘(-all-)’ ELSE county END AS county,

CASE grouping(city)

 WHEN 1 THEN ‘(-all-)’ ELSE city END AS city,

count(*) AS pop,

avg(income) AS avg_f_income

FROM census

WHERE sex = ‘F’

GROUP BY ROLLUP(state, county, city)

HAVING count(*) >= 2;

결과:

4) 이 절의 모든 쿼리 결과에서 쿼리의 의미를 가시화하기 위해 결과 세트의 끝에 요약 행을 표시하였습니다. ORD
ER BY가 지정되지 않으면 결과 세트에서 요약 행의 실제 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값”을 표시하

도록 선택된 문자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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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리 결과를 통해 인구조사 데이터에 두 명 이상의 여성이 포함되는 곳은 한 개 도시(Hou
ston), 세 개 군(Dade, Orange 및 Harris), 두 개 도(Florida 및 Texas) 및 전체 테이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6.2 CUBE
5.6.1절의 예는 여러 가지 상세 레벨에서 1차원(이 예에서 차원은 지리임)으로 데이터를 그

룹화할 때 ROLLUP 연산자가 얼마나 유용한지 보여줍니다. 이와 달리 CUBE 연산자는 2차

원 이상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됩니다. 
CENSUS 테이블의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성별과 나이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별과 나이는 독립된 변수이므로 인구조사 데이터를 그룹으로 형성하

기 위해서는 다음 목록에 나와 있듯이 네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1. 성별과 나이별로 그룹화(일반 그룹: 1955년생 여성)

2. 성별만으로 그룹화(일반 그룹: 생일 관계없이 모든 여성)

3. 나이만으로 그룹화(일반 그룹: 1955년생 남녀)

4. 테이블을 모든 성별과 출생 연도를 포함하는 단일 그룹으로 간주

CUBE 연산자는 가능한 모든 방식을 사용하여 표현식에 따라 그룹화하도록 시스템에 요

청합니다. 예를 들어, GROUP BY CUBE(sex, year(birthdate))를 지정하는 경우, 시스템

은 아래 쿼리에 나와 있듯이 네 가지 방법으로 그룹을 형성합니다. 

SELECT sex,

       year(birthdate) AS birth_year,

       max(income) AS max_income

FROM census

GROUP BY CUBE(sex, year(birt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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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CUBE 쿼리의 결과에 있는 행을 살펴보면 행이 어떤 유형의 그룹을 나타내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결과 세트에는 SEX와 BIRTH_YEAR 컬럼에 

모두 널(NULL) 값을 갖는 행이 두 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행 중 하나는 성별과 

출생 연도를 알 수 없는 그룹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성별과 모든 출생 연도를 포함하는 

그룹을 나타냅니다. 이들 그룹을 구분하려면 grouping 함수를 한번 더 사용해야 합니다. 
CUBE 쿼리에서 grouping 함수는 CUBE 연산자 내에 사용된 임의의 컬럼이나 표현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ROLLUP 쿼리와 같이 그룹화 표현식의 널(NULL) 값이 특별한 의미인 

“모든 값”을 가질 때마다 grouping 함수는 1을 리턴합니다. 예를 들어, grouping(sex) =1
일 경우, SEX 컬럼의 널(NULL) 값은 “모든 성별”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별이 아니라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 CASE 표현식 내에서 grou

ping 함수를 사용하여 특별한 의미 “모든 값”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하는 기호나 단어를 표

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all-)”을 사용하여 모든 여성 그룹과 알 

수 없는 출생 연도를 가진 여성 그룹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쿼리의 결과를 5.6.2
절 예의 결과와 비교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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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CASE grouping(sex)

   WHEN 1 THEN ‘(-all-)’ ELSE sex END AS sex,

CASE grouping(year(birthdate))

   WHEN 1 THEN ‘(-all-)’

   ELSE char(year(birthdate)) END AS birth_year,

max(income) AS max_income

FROM census

GROUP BY CUBE(sex, year(birthdate));

추가 정보: CASE 표현식 내에서 표현식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값은 호환 가능한 유형이어

야 합니다. 이 예에서는 값의 유형이 문자열 “(-all-)”과 호환 가능하도록 year(birthdate)

를 정수에서 문자열로 변환하기 위해 CASE 내에 char 함수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결과:

CUBE라는 용어는 쿼리가 2차원 이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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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예에서는 2차원(성별과 출생 연도)으로 분석이 수행되었으므로 이 쿼리는 큐브라고 

하기 보다는 제곱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n 차원으로 적용되는 CUBE 연
산자는 2n개의 서로 다른 그룹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GROUP BY CUBE(sex, year(birthd

ate))는 네 가지 유형의 그룹을 포함하는 2차원 결과를 생성하지만, GROUP BY CUBE(sta
te, sex, year(birthdate))는 여덟 가지 유형의 그룹을 포함하는 3차원 결과를 생성합

니다. HAVING절(있을 경우)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쿼리 결과의 각 그룹에 적용됩니다. 
다음 예는 가능한 모든 방식을 사용하여 인구조사 데이터를 도, 성별 및 출생 연도별로 

그룹화하는 3차원 쿼리(진정한 큐브)입니다. 이 예는 각 그룹의 사람 수와 각 그룹의 평균 

수입을 표시하지만, 최소한 네 명의 구성원을 갖는 그룹에 한해서입니다. 

SELECT CASE grouping(state)

   WHEN 1 THEN ‘(-all-)’ ELSE state END AS state,

CASE grouping(sex)

   WHEN 1 THEN ‘(-all-)’ ELSE sex END AS sex,

CASE grouping(year(birthdate))

   WHEN 1 THEN ‘(-all-)’

   ELSE char(year(birthdate)) END AS birth_year,

count(*) AS count,

avg(income) AS avg_income

FROM census

GROUP BY CUBE(state, sex, year(birthdate))

HAVING coun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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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위의 결과 세트에서 3차원의 CUBE 연산자에 의해 생성된 여덟 가지 유형의 그룹에 대한 

각 예를 최소한 하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 성별 및 출생 연도별로 형성된 모든 그룹 

중에서 단 한 그룹(1957년 Florida 출생의 남성)만이 최소한 네 명의 구성원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그룹은 16개의 그룹만 최종 결과에 남을 때까지 HAVING절을 통

해 필터링됩니다. 

5.6.3 GROUPING SETS
5.6.1절과 5.6.2절에서는 1차원이나 다차원으로 상세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GROUP 
BY절에서 ROLLUP 및 CUBE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UDB는 다른 

형태의 특수 그룹화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ROLLUP을 수행하지 않고 1차원으로 데

이터를 분석하거나, 완전한 CUBE를 형성하지 않고 다차원으로 분석하거나, 갑자기 떠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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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특정한 형태의 그룹화를 요청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UDB를 사용하면 GROUPING SE
TS라는 연산자를 통해 정확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그룹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GROUPING SETS를 사용하려면 시스템에 형성하고자 하는 형태의 그룹 목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룹화 기준에 두 개 이상의 컬럼 또는 표현식이 포함되는 경우, 그룹화 기준을 괄

호로 묶어야 합니다. 공백의 괄호()를 사용하여 전체 테이블이 적용되는 단일 그룹을 나타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제 쿼리는 인구조사 데이터를 도와 성별 기준으로 그룹화하고 출

생 연도별로 또 다른 그룹 세트를 형성한 후 마지막으로 전체 CENSUS 테이블로 구성되는 

하나의 거대한 그룹을 형성합니다. 각 그룹에 대해 이 쿼리는 그룹의 사람 수와 그룹의 평

균 수입을 표시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쿼리는 grouping 함수를 사용하여 널(NUL
L) 값이 특별한 의미인 “모든 값”을 가질 때마다 특수 문자열을 표시합니다. 

SELECT CASE grouping(state)

   WHEN 1 THEN ‘(-all-)’ ELSE state END AS state,

CASE grouping(sex)

   WHEN 1 THEN ‘(-all-)’ ELSE sex END AS sex,

CASE grouping(year(birthdate))

   WHEN 1 THEN ‘(-all-)’

   ELSE char(year(birthdate)) END AS birth_year,

count(*) AS count,

avg(income) AS avg_income

FROM census

GROUP BY GROUPING SETS ((state, sex), year(birthd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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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 쿼리 결과의 총 그룹 수는 세 개의 각 그룹화 세트가 생성한 그룹 수의 합계입니다. (ST
ATE, SEX)는 네 개의 그룹을 생성하고, YEAR(BIRTHDATE)도 네 개의 그룹을 생성하며 공

백의 그룹 세트 ()는 전체 테이블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룹을 생성하여 총 아홉 개의 그룹을 

만듭니다. 

5.6.4 다중 그룹화 스펙
GROUP BY절이 개별 컬럼이나 표현식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지정하고, ROLLUP을 사용하

여 1차원 분석을 수행하고 CUBE를 사용하여 다차원 분석을 수행하며, GROUPING SETS를 

사용하여 임의의 그룹 콜렉션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들 

기능을 같은 GROUP BY절에 결합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GROUP 
BY절에는 쉼표로 분리된 여러 개의 그룹화 스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그룹화 스펙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ROUP BY절이 생성하는 그룹의 총 수는 

각 그룹화 스펙이 생성하는 그룹 수의 곱입니다. 예를 들어, GROUP BY STATE가 세 개의 그

룹을 생성하고 GROUP BY SEX가 두 개의 그룹을 생성하는 경우, GROUP BY STATE, SEX는 

여섯 개의 그룹을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GROUP BY ROLLUP(STATE, COUNTY)이 일곱 

개의 그룹을 생성하는 경우, GROUP BY SEX가 두 개의 그룹을 생성하는 경우, GROUP BY 
ROLLUP(STATE, COUNTY), SEX는 아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14개의 그룹을 생성합니다. 

SELECT CASE grouping(state)

   WHEN 1 THEN ‘(-all-)’ ELSE state END AS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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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grouping(county)

   WHEN 1 THEN ‘(-all-)’ ELSE county END AS county,

sex,

count(*) AS pop,

avg(income) AS avg_income

FROM census

GROUP BY ROLLUP(state, county), sex;

결과:

아래의 구문 다이어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그룹화 스펙을 하나의 GROUP BY절에

서 사용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또한 간략하게 표시하기 위해 이 구문 다이어그램에서는 

누락시켰지만 UDB는 특정 조합의 그룹화 방법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GROUPING SETS 
연산자 내에서 ROLLUP과 CUB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SQL 참조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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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공통 테이블 표현식 
5.2절에 소개한 직원과 부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합계 급여가 최고액인 부서를 찾

아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쿼리에는 두 레벨의 집계가 관련되기 때문에 쿼리가 어렵습니

다. 먼저 sum 함수를 사용하여 부서별로 각 직원의 급여를 합계에 결합해야 합니다. 그런 다

음 max 함수를 사용하여 모든 부서 합계액 가운데 최고액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쿼리를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뷰를 작성한 후 이 뷰를 사용하는 쿼리를 작성하는 방

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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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VIEW payroll(deptno, totalpay) AS

   SELECT deptno, sum(salary) + sum(bonus)

   FROM emp

   GROUP BY deptno;

SELECT deptno

FROM payroll

WHERE totalpay =

   (SELECT max(totalpay)

    FROM payroll);

쿼리를 표시하기 위해 뷰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기존 뷰의 이름과 충

돌하지 않는 이름을 생각해내야 하고 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뷰를 삭제해야 합

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 대한 뷰에 들어 가기 위해 약간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단일 쿼리를 처리하기 위해 뷰가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뷰
를 정의하지 않고 단일 명령문에 위의 쿼리를 표시한다면 훨씬 질서가 있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위의 SELECT문을 검토해 보면 PAYROLL 뷰를 두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AYROLL에 대한 각 참조를 뷰에 대한 정의와 같은 정의를 갖는 테이블 표현식으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SELECT deptno

FROM (SELECT deptno, sum(salary) + sum(bonus) AS totalpay

      FROM emp

      GROUP BY deptno) AS payroll1

WHERE totalpay = 

  (SELECT max(totalpay)

   FROM (SELECT deptno, sum(salary) + sum(bonus) AS totalpay

         FROM emp

         GROUP BY deptno) AS payroll2);

이 쿼리는 유효하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째, 같은 쿼리에서 동일한 테이블 표

현식을 두 번 반복하면 질서가 없어 보입니다. 더욱 나쁜 것은 각 테이블 표현식이 개별적

으로 평가되어 비효율적이며, 쿼리가 실행 중일 때 다른 사용자가 EMP 테이블을 갱신한다

면(쿼리의 분리 레벨이 RR이 아닌 경우)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은 테이블 표현식을 한 번만 정의하고 여기에 이름을 부여한 후 영구 뷰를 작성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로 쿼리에서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UDB가 제공하는 공통 테이

블 표현식이라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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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테이블 표현식은 SQL문의 시작부분에서 WITH절의 형태를 취합니다. 아래에서 알 

수 있듯이 WITH절의 구문은 뷰 정의의 구문과 유사합니다.

공통 테이블 표현식은 현재 SQL문을 처리하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는 하나 이상의 임시 

뷰를 정의합니다. WITH절에 정의되는 임시 뷰는 명령문 내에서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사용 횟수에 관계없이 각 임시 뷰는 한 번만 평가되므로 SQL문이 일치하지 않는 데

이터를 보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통 테이블 표현식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급여 합계

가 최고액인 부서를 찾는 쿼리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WITH payroll(deptno, totalpay) AS

(SELECT deptno, sum(salary) + sum(bonus)

 FROM emp

 GROUP BY deptno)

SELECT deptno

FROM payroll

WHERE totalpay =

(SELECT max(totalpay)

 FROM payroll);

여러 레벨의 집계를 수행해야 하는 쿼리가 놀랍게도 자주 발생합니다. 다음은 공통 테이

블 표현식으로 대부분의 직원을 훌륭하게 처리하는 부서를 찾는 또 다른 예입니다. 

WITH staff(deptno, headcount) AS

(SELECT deptno, count(*) FROM emp GROUP BY deptno)

SELECT deptno, headcount

FROM staff

WHERE headcount =

(SELECT max(headcount) FROM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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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보았듯이 공통 테이블 표현식은 단일 SQL문의 지속 기간 동안에만 정의되는 뷰

처럼 동작하여 사용자와 시스템의 실제 뷰 작성 및 삭제 작업을 덜어줍니다. 실제 뷰와 비

교할 때 공통 테이블 표현식의 또 다른 장점은 호스트 프로그램 변수에 대한 참조를 표현식

의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프로그램에서만 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

로 실제 뷰 정의는 호스트 변수를 절대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 테이블 표현식은 

특정 SQL문 내에서만 사용되며, 이 SQL문이 프로그램에 임베드된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선

언된 호스트 언어 변수에 액세스합니다.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대부분의 직원이 프로그램 

변수 x에 포함된 업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찾도록 이전 예를 수정하겠습니다. 

WITH staff(deptno, headcount) AS

  (SELECT deptno, count(*)

   FROM emp

   WHERE job = :x

   GROUP BY deptno)

SELECT deptno, headcount

FROM staff

WHERE headcount =

  (SELECT max(headcount) from staff);

공통 테이블 표현식은 동일한 테이블 표현식을 두 번 이상 사용해야 하는 쿼리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테이블 표현식을 자체적으로 조인하는 쿼리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

음 예와 같이 공통 테이블 표현식을 사용하여 표현식이 사용될 때마다 여기에 서로 다른 상

관 이름을 제공함으로써 수행됩니다. 이 예에서는 한 부서의 평균 급여가 다른 부서의 평균 

급여의 두 배를 초과하는 부서의 쌍을 찾습니다.

WITH deptavg(deptno, avgsal) AS

  (SELECT deptno, avg(salary)

   FROM emp

   GROUP BY deptno)

SELECT d1.deptno, d1.avgsal, d2.deptno, d2.avgsal

FROM deptavg AS d1, deptavg AS d2

WHERE d1.avgsal > 2 * d2.avgsal;

SELECT절 또는 VALUES절을 사용하여 뷰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규칙은 영구 뷰뿐 아니라 공통 테이블 표현식을 사용하여 정의된 임시 뷰에도 적용됩니



2515.7  공통 테이블 표현식

다. 다음 예에서는 VITAL이라는 공통 테이블 표현식(임시 뷰)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부서 

쌍의 목록과 우리 회사에 핵심적인 업무가 포함됩니다. 정의된 임시 뷰를 EMP 테이블에 조

인하여 부서 번호와 업무가 목록에 있는 직원의 이름을 찾습니다. 

WITH vital(deptno, job) AS

  (VALUES(‘A29’, ‘Machinist’),

  (‘J16’, ‘Fork Lift Operator’),

  (‘M07’, ‘Welder’))

SELECT e.name

FROM emp e, vital v

WHERE e.deptno = v.deptno

AND e.job = v.job;

공통 테이블 표현식(WITH절)은 다음 위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위의 모든 예와 같은 최상위 쿼리(SEECT문).

2. CREATE VIEW문 내에 바로 중첩된 SELECT. 따라서 이전 예의 쿼리는 다음과 같이 VITALE
MP라는 영구 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CREATE VIEW vitalemp(name) AS

 WITH vital(deptno, job) AS

      (VALUES(‘A29’, ‘Machinist’),

             (‘J16’, ‘Fork Lift Operator’),

             (‘M07’, ‘Welder’))

 SELECT e.name

 FROM emp e, vital v

 WHERE e.deptno = v.deptno

 AND e.job = v.job;

3. INSERT문 내에 바로 중첩된 SELECT. 따라서 위의 쿼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VITALEMP라

는 기존 테이블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INSERT INTO vitalemp(name)

 WITH vital(deptno, job) AS

      (VALUES(‘A29’, ‘Machinist’),

      (‘J16’, ‘Fork Lift Operator’),

      (‘M07’, ‘Welder’))

 SELECT e.name

 FROM emp e, vital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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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e.deptno = v.deptno

 AND e.job = v.job;

추가 정보: WITH절은 단일 행 SELECT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용프로그램에 쿼

리를 임베드하였고 이 쿼리가 공통 테이블 표현식을 사용할 경우, 결과가 단일 행으로 구성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커서를 사용하여 쿼리의 결과를 페치해야 합니다.  

5.8 재귀

5.7절에서는 공통 테이블 표현식(WITH절)을 사용하여 단일 SQL문 

내에서 사용할 임시 뷰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
통 테이블 표현식은 아직까지 설명하지 않은 재귀라는 또 다른 강력

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 테이블 표현식이 자체 정의 내에서  

스스로를 사용하는 경우 재귀에 해당합니다. 재귀는 매우 강력한 기

능으로, 재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호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할 

특정한 형태의 질문을 단일 SQL문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재귀 쿼리는 작성이 까다롭고 시스템을 루프에 빠뜨릴 수도 있으므

로 재귀를 사용할 때에는 규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간단한 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구조를 갖는 연방 직원

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FEDEM P

관리자가 Hoover이고 급여가 $100,000보다 많은 직원의 이름과 급여를 FEDEMP 테이블

에서 찾고자 한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쿼리(비재귀)를 이용하면 쉽게 수행됩니다.

SELECT name, salary

FROM   fedemp

WHERE  manager = ‘Hoover’

AND    salary > 100000;

수입이 $100,000보다 많고 관리 체인 중 어느 곳이든 Hoover가 있는 직원을 찾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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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재귀 쿼리가 필요합니다. 재귀 쿼리는 

다음의 세 가지 규칙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WITH절을 사용하여 공통 테이블 표현식을 정의하십시오. 공통 테이블 표현식은 임시 뷰를 

계산하며, 이 예에서는 임시 뷰에 AGENTS라는 이름을 지정합니다. 공통 테이블 표현식은 

다음의 두 파트 사이에서 UNION ALL(정규 UNION이 아니고, 다른 세트 조작도 아님)로 정

의되어야 합니다. 

a. 초기 서브쿼리라고 하는 UNION ALL의 첫 번째 파트는 재귀가 관련되지 않는 일반적 서

브쿼리입니다. 재귀 쿼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은 초기 서브쿼리를 평가합니다. 
이 예에서는 초기 서브쿼리가 Hoover에 바로 보고하는 모든 직원을 찾습니다. 

b. 재귀 서브쿼리라고 하는 UNION ALL의 두 번째 파트는 이미 임시 뷰에 있는 행에 기초하

여 더 많은 행을 임시 뷰에 추가합니다. 재귀 서브쿼리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새 행이 이

전 행과 관련되는 방식을 정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하며 쿼리가 필요한 모든 행을 발견했

을 때 중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예에서 재귀 쿼리는 이미 뷰에 있는 

직원의 관리 대상이 되는 직원을 AGENTS 뷰에 추가합니다. 시스템은 관리자가 아닌 직

원 세트에 도달하면 뷰에 대한 새 행 추가를 중지합니다. 재귀 쿼리는 다음과 같은 규칙

을 따릅니다.

• 컬럼 함수, SELECT DISTINCT, GROUP BY 또는 HAVING 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통 테이블 표현식이 임베드된 공통 테이블 표현식에 대한 참조를 포함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참조를 가진 하위 서브쿼리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재귀 쿼리의 각 컬럼은 초기 서브쿼리의 해당 컬럼과 호환 가능해야 합니다. (초기 서

브쿼리의 해당 컬럼보다 길면 안됩니다.)

추가 정보: 재귀 서브쿼리에 대한 해당 컬럼의 데이터 유형과 길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초기 

서브쿼리의 컬럼을 하나 이상 캐스트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재귀 쿼리가 실패하고 코드

가 SQLCODE –344 또는 SQLSTATE 42825인 경우, 이 기법을 사용하십시오. 

2. WITH절이 임시 뷰를 정의한 후에는 SELECT문에서 뷰를 사용하여 원래 질문을 표시하십

시오. 이 예에서는 관리 체인의 여러 곳에서 Hoover가 있는 모든 직원으로 AGENTS라는 임

시 뷰가 구성되며, 이에 후속하는 쿼리는 급여가 $100,000보다 많은 직원을 뷰에서 선택합

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쿼리를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WITH agents(name, salary) AS

 ((SELECT name, salary  -- Initial Sub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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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fedemp

   WHERE  manager = ‘Hoover’)

 UNION ALL

  (SELECT  f.name, f.salary  --Recursive Subquery

   FROM   agents AS a, fedemp AS f

   WHERE  f.manager = a.name))

SELECT name -- Final Query

FROM   agents

WHERE  salary > 100000;

이 쿼리의 처리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재귀 서브쿼리가 실행될 때마다 임시 뷰 AGENTS
를 읽게 되는데 이때 재귀 서브쿼리의 이전 반복에서 뷰에 추가된 행만을 본다는 것을 반드

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귀 서브쿼리의 첫 번째 평가 시 한 번 제거된 관리자가 Hoover
인 모든 직원을 AGENTS에 추가하고, 두 번째 평가에서는 두 번 제거된 관리자가 Hoover인 

직원을 AGENTS에 추가합니다. 시스템은 임시 뷰에 더 이상의 행이 추가되지 않을 때까지 

재귀 서브쿼리를 계속해서 평가합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시스템이 무한히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7절에서 공통 테이블 표현식(WITH절)을 쿼리, 뷰 정의 및 INSERT문에 사용할 수 있다

는 것을 배웠습니다. 재귀가 관련되는 WITH절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
귀 쿼리가 CREATE VIEW문 내에 사용되는 경우, 재귀 뷰를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재귀 

쿼리가 INSERT문 내에 사용되는 경우, 재귀 쿼리의 결과가 목표 테이블에 삽입됩니다. INS
ERT문 내에서 재귀를 사용하는 것은 합성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컬럼 이름으로 COUNTER와 RANDOM을 사용하여 NUMBERS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생성하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COUNTER 컬럼에는 1 - 1000 사이의 모든 정수가 들어 있고 

RANDOM 컬럼에는 1 - 1000 사이의 임의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다음 명령문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채울 수 있습니다. (INSERT문에서 재귀의 사용에 유의하십시오.)

CREATE TABLE numbers (counter Integer, random Integer);

INSERT INTO numbers(counter, random)

 WITH temp(n) AS

     (VALUES(1) -- Initial Subquery

   UNION ALL

      SELECT n+1 FROM temp -- Recursive Subquery

      WHERE n < 1000)

 SELECT n, interger(rand()*1000)

 FROM 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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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귀 INSERT문에 의해 생성되는 합성 데이터는 많은 사용자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위
의 예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1,000개의 임의 정수가 필요한 통계 실험에 대한 입력으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Char 및 translate 함수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면 임의 문자열 데이터

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5.8.1 재귀 계산
연방 직원을 검색하는 예에서 문제는 직급(Hoover 아래의 모든 직원)을 탐색하고 일부 조건

(급여가 $100,000보다 많음)을 충족시키는 모든 행을 인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데

이터 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탐색하는 동안 약간의 계산을 수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부분 팽창 문제”라는 고전적 재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가 특정 비행기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과 각 부품의 조립에 사용되는 부

속 부품의 테이블을 유지보수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테이블의 데이터 중 일부가 아래에 나

와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각 날개에 하나의 보조 날개가 있고, 각 보조 날개에는 두 

개의 경첩이 있으며, 각 경첩에는 네 개의 리벳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OM PONENTS

이 데이터를 살펴보는 또 다른 방법은 각 노드가 비행기에 사용되는 부품을 나타내는 그

래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노드는 숫자가 표기된 선으로 연결되어 각 부품을 조립하는 데 

어떤 종류의 부속 부품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그림 5-1에서는 이 데이터를 표시한 

그래프로 구성요소 데이터베이스가 이전 예의 직원 데이터베이스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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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첩은 보조 날개와 착륙 장치에서 모두 

사용되고 리벳은 많은 부품에서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유형에 대한 수학적 명칭은 

유향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입니다. 비순환이라는 용어는 그래프가 순환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품도 자체의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국산 리벳이 부족하여 고위 경영진으로부터 날개에 사용되는 리벳의 총 수가 몇 개인지

를 묻는 긴급한 질문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날개에 사용되는 

모든 구성요소를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조립품의 각 레벨에서 몇 개의 리벳이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레벨에서 사용되는 리벳의 수를 더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각 부속 조립품이 날개에서 몇 번 사용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첩에는 네 

개의 리벳이 필요하지만 날개에는 다섯 개의 경첩이 필요합니다(보조 날개에 두 개, 착륙 

장치에 세 개). 

그림 5-1: 그래프로 표시한 부품 및 구성요소

재귀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 이전 예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규칙을 따르겠습니다. 먼저 UN
ION ALL로 연결된 초기 서브쿼리와 재귀 서브쿼리로 구성되는 공통 테이블 표현식 또는 

임시 뷰를 작성합니다. 임시 뷰의 이름은 WINGPARTS이고 뷰의 각 행은 날개의 구성요소

와, 날개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구성요소의 수량(예: 착륙 장치에 사용되는 경첩의 수)
을 기술합니다. 초기 서브쿼리는 날개를 조립하는 데 바로 사용되는 부품을 나열하고 재귀 

서브쿼리는 날개 안의 하위 부속 조립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나열합니다. 리벳과 같이 부속 

부품이 없는 기본 부품에 도달하면 재귀가 중단되므로 데이터베이스의 비순환 특성은 규

칙의 중단을 허용합니다.
필요한 임시 뷰를 정의하는 쿼리의 초기 WITH절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2575.8  재귀

WITH wingparts(subpart, qty) AS 

((SELECT subpart, qty --Initial

  FROM components     -- Subquery

  WHERE parts = ‘wing’)

UNION ALL

 (SELECT c.subpart, w.qty * c.qty  --Recursive

  FROM wingparts w. components c  --Subquery

  WHERE w.subpart = c.part));

임시 뷰 WINGPARTS를 아래 테이블처럼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의 실선은 중요한 

의미는 없으며, 단지 “1세대 부속 부품”, “2세대 부속 부품”, “3세대 부속 부품” 등으로 나타

내는 것입니다. 

W INGPARTS

 

(직접 사용)
(직접 사용)
(직접 사용)
(직접 사용)
(버팀목에서 출발)
(보조 날개에서 출발)
(보조 날개에서 출발)
(착륙 장치에서 출발)
(착륙 장치에서 출발)
(보조 날개 경첩에서 출발)
(착륙 장치 경첩에서 출발)

 
리벳과 같은 부속 부품은 뷰에서 여러 차례 나타날 수 있고 각 행은 특정 용도에 필요한 

해당 부속 부품의 총 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한 행은 5개의 버팀목에 각각 10개의 리벳

이 필요하므로 50개의 리벳이 사용됨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임시 뷰에서 중복 행을 제거하

면 계산에 치명적 오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에 정의된 임시 뷰를 사용하면 리벳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쿼리를 작성하고 다른 유사

한 질문에 응답하기가 쉽습니다. WINGPARTS 표현식을 사용하는 두 개의 쿼리와 각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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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WINGPARTS는 각 쿼리에서 별도로 정의해야 합니다.)

1. 날개에 사용되는 리벳의 총 수를 찾으십시오.

WITH wingparts(subpart, qty) AS

((SELECT subpart, qty  --Initial

  FROM components  --Subquery

  WHERE part = ‘wing’)

UNION ALL

(SELECT c.subpart, w.qty * c.qty  --Recursive

 FROM wingparts w, components c  --Subquery

 WHERE w.subpart = c.part)) 

SELECT sum(qty) AS qty

FROM wingparts

WHERE subpart = ‘rivet’;

결과:

2. 각각에 대한 총 수를 사용하여 날개를 조립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부속 부품을 나열하십시오.

WITH wingparts(subpart, qty) AS

((SELECT subpart, qty  --Initial

  FROM components   --Subquery

  WHERE part = ‘wing’)

UNION ALL

 (SELECT c.subpart, w.qty * c.qty  --Recursive

  FROM wingparts w, components c  --Subquery

  WHERE w.subpart = c.part))

SELECT subpart, sum(qty) AS qty

FROM wingparts

GROUP BY sub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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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5.8.2 재귀 검색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솔루션(일정 기준에 따른 최적의 솔루

션)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검색 응용프로그램은 재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편 데이터베

이스 검색을 예로 들어 검색 응용프로그램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객이 여행사에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가는 가장 저렴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고객은 상용 탑승객 클럽의 회원이므로 HyFlier Airlines으로만 

여행을 하려 합니다. 이 항공사의 노선표는 그림 5-2에 나와 있습니다. (숫자는 편도 이용 비

용입니다.)
노선표를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앞의 예에서처럼 비순환 그래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는 주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순환하며 무한대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중
단 규칙”을 쿼리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순환적 특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HyFlier 노선표의 데이터는 다음 테이블에 따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표시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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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S

그림 5-2: 항공 노선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우선 샌프란시스코(SFO)에서 뉴욕(JFK)으
로 가는 항공편을 찾는 재귀 쿼리를 작성하겠습니다. 아래의 예제 쿼리는 이전의 재귀 예제

와 동일한 템플리트를 사용합니다. 이 쿼리는 초기 서브쿼리와 재귀 서브쿼리 사이에서 UN
ION ALL로 구성되는 TRIPS라는 임시 뷰를 정의합니다. 초기 서브쿼리는 샌프란시스코에

서 한 번의 비행으로 도착할 수 있는 모든 도시를 찾습니다. 재귀 서브쿼리는 다시 이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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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도착할 수 있는 모든 도시를 찾고, 도착하는 각 도시에 대해 노선표와 총 비용을 기

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귀 뷰에 의해 계산된 일련의 경유 여행을 토대로 뉴욕에서 끝나는 

여행을 선택하는 쿼리를 작성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처음 작성한 재귀 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WITH trips(destination, route, totalcost) AS

  ((SELECT destination, destination, cost   --Initial

  FROM flights  --Subquery

  WHERE origin = ‘SFO’)

UNION ALL

 (SELECT f.destination,  --Recursive

t.route || ‘,’ || f.destination  --Subquery

t.totalcost + f.cost

  FROM trips t, flights f

  WHERE t.destination = f.origin))

SELECT route, totalcost   --Final

FROM trips  --Query

WHERE destination = ‘JFK’;

불행하게도 위 예에서 “처음 작성한” 쿼리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는 재귀 서브쿼리의 컬럼은 초기 서브쿼리의 해당 컬럼보다 길면 안된다는 규칙에 위반된

다는 것입니다. 초기 서브쿼리가 선택한 두 번째 컬럼은 destination이며, 이에 대해서는 

데이터 유형 Char(3)을 갖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귀 서브쿼리가 선택한 두 번째 컬럼은 표

현식 t.route || ’,’ || f.destination으로, 이는 재귀 서브쿼리를 호출할 때마다 점

점 길어지는 문자열입니다. 우리는 이 컬럼의 길이가 얼마까지 길어질 수 있는지 시스템에 

알려줘야 하고, 시스템은 이를 통해 임시 뷰의 두 번째 컬럼에 적절한 데이터 유형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컬럼의 길이가 20자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관심있는 노선에 충분

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컬럼을 초기 서브쿼리와 재귀 서브쿼리에서 데이터 유형 Va
rchar(20)으로 캐스팅하여 길이 규칙에 부응하며 또한 컬럼의 정확한 길이에 대한 정보를 시

스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초기 서브쿼리에서 두 번째 destination 컬럼을 CAST(destination AS Varchar(20))

로 대체하십시오.

• 재귀 서브쿼리에서 t.route || ‘,’ || f.destination을 CAST(t.route || ‘,’ || 

f.destination as Varchar(20))로 대체하십시오.

“처음 작성한” 쿼리에서 발생한 두 번째 문제는 좀더 심각합니다. 시스템의 자원이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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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까지 쿼리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쿼리가 스스로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 주어

진 여행이 어디에서 중단되는지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쿼리를 처

리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간 다음 시카고로, 다시 샌프란시

스코로 가고, 그런 다음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등 무한대로 

이어지는 여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을 배제하려면 더 이상 경로가 길어지지 

않도록 주어진 여행의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가는 가장 저렴한 노선을 찾기 위해 항공편을 구성하는 방

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한 번에 하나씩 항공편을 추가하여 여러 가지 후보 여행 경로

를 빌드한다고 가정합니다. 주어진 항공편을 주어진 여행에 추가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결

정하기 위해 다음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샌프란시스코는 출발지이므로 목적지가 샌프란시스코인 항공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 뉴욕은 최종 목적지이므로 출발지가 뉴욕인 항공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세 개 이상의 항공편으로 구성된 여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식적 규칙은 재귀 쿼리에 추가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아래 예는 중단 규칙을 

추가하고 뉴욕 행의 모든 여행 중에서 가장 저렴한 여행 경로를 선택하고자 한다는 요구사

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WITH trips(destination, route, nsegs, totalcost) AS

  ((SELECT destination, -- Initial subquery

         CAST(destination AS Varchar(20)),

         1,

         cost

  FROM flights

  WHERE origin = ‘SFO’)

 UNION ALL

 (SELECT f.destination,   -- Recursive subquery

  CAST(t.route || ‘,’ || f.destination

AS Varchar(20),

  t.nsegs + 1, 

  t.totalcost + f.cost

  FROM trips t, flights f

  WHERE t.destination = f.origin

  AND f.destination <> ‘SFO’  -- Stopping rule 1

  AND f.origin <> ‘JFK’  -- Stopping ru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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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nsegs < 3 ))  -- Stopping rule 3

SELECT route, totalcost  -- Final query

FROM trips

WHERE destination = ‘JFK’

AND totalcost =   -- Find minimum cost

 (SELECT min(totalcost)

  FROM trips

  WHERE destination = ‘JFK’);

이 쿼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도록 먼저 시스템이 TRIPS라는 임시 뷰를 평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을 TRIPS에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샌프란시스

코로 돌아가거나 뉴욕을 경유하거나 네 개 이상의 항공편을 포함할 수 없다는 제한조건에 

따라 기존 여행 경로에 항공편을 추가하여 새로운 여행을 구성합니다. 새로운 여행 경로는 

이전 여행 경로를 기초로 항공편 수에 하나를 추가하고, 여행 경로에 새로운 도착지를 연결

하고, 새로운 항공 요금을 여행 요금에 추가하여 구축합니다. 그 결과 작성되는 테이블에는 

이상한 여행 경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효한 여행 경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달라스로 간 다음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는(뉴욕행 여행의 출

발로는 시작이 좋지 않음) 항공편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여행에서 이미 방문한 도시로 가는 항공편은 추가하지 않는다”와 같은 상식적인 규

칙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재귀 쿼리 내에서 하위 서브쿼리를 사용

하지 않고서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

다. 이 쿼리를 처리하는 동안 구축된 임시 뷰 TRIPS는 다음 페이지처럼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 5-3: 재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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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과 같이 그래프로 재귀 계산을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 5-3은 초기 서브쿼리

에 의해 선택된 항공편에서 시작하여 재귀 서브쿼리를 반복적으로 실행한 후 추가 항공편

을 추가하여 임시 뷰 TRIPS를 계산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시스템은 TRIPS 뷰를 평가한 후 이전 페이지의 쿼리에 있는 기본 SELECT문을 평가합니

다. 이 SELECT문은 TRIPS 뷰에서 목적지가 JFK이고 총 여행 비용이 JFK로 가는 최소 여행 

경비와 같은 여행 경로를 검색합니다. 예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쿼리의 결과가 아래와 

같은 단일 행입니다.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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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뉴욕으로 가는 가장 저렴한 여행 경로에 세 개의 항공편이 들어 있는 점을 불만으

로 여긴다면 다른 기준에 따라 “최적의” 여행 경로를 선택하도록 쿼리를 수정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최소의 항공편으로 뉴욕에 가는 여행 경로를 찾으려면 “Final query”로 표시

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SELECT route, totalcost  -- Final query

FROM trips

WHERE destination = ‘JFK’

AND nsegs =  -- Find fewest flights

 (SELECT min(nsegs)

  FROM trips

  WHERE destination = ‘JFK’);

이제 예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의 결과에는 최소 항공편 수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여행 경로가 포함됩니다. 

재귀에 대한 UDB식 접근법의 장점 중 하나는 초기 서브쿼리 또는 재귀 서브쿼리를 하나

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서브쿼리를 UNION ALL로 연결하고 앞에서 논의한 

규칙을 따른다면 둘 이상의 초기 서브쿼리와 둘 이상의 재귀 서브쿼리를 포함하는 쿼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복잡한 재귀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다중 재귀 서브쿼리 사용법을 설명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항공 노선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은 HyFlier Airlines 외에 자신이 선호하는 열차편인 FastTrack Railwa
ys를 이용하는 여행 경로를 고려한다고 가정합니다. FastTrack에 대한 노선표는 다음 구조의 

테이블로 데이터베이스에 제시됩니다. 

TRAINS

고객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가는 최소 비용의 여행 경로를 찾아달라고 요

청합니다. 이때 여행 경로에는 항공편이나 열차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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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법은 이전과 같지만 이번에는 두 개의 초기 서브쿼리를 사용

하겠습니다. 하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샌프

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열차편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두 개의 재귀 서브쿼리도 사용하는

데, 하나는 가능한 여행 경로에 항공편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능한 여행 

경로에 열차편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림 5-4의 그래프로 계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림 5-4에서 계산을 수행하는 쿼리는 그림 5-3에 해당하는 쿼리와 아주 유사합니다. 두 

개의 초기 서브쿼리와 두 개의 재귀 서브쿼리 외에 다른 새로운 기능을 추가합니다. 즉, 항
공편 번호 문자열과 열차 번호를 연결하여 각 여행 경로에 대한 “플랜”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달라스에서 시카고로 갈 때 항공편이나 열차편 중 어떤 것을 이용하는지 알고

자 하는 경우 이 플랜이 필요합니다. 작성된 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5-4: 다중 재귀 서브쿼리를 사용한 계산

WITH trips(destination, route, plan, nsegs, totalcost) AS

((SELECT destination,   -- Initial subquery #1

CAST(destination AS Varchar(20)),

CAST(flightno AS Varchar(20)),

1,

cost

  FROM flights

  WHERE origin = ‘SFO’)

UNION ALL

 (SELECT destination  -- Initial subquery #2

CAST(destination AS Varchar(20)),

CAST(trainno AS Varcha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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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st

  FROM trains

  WHERE origin = ‘SFO’)

UNION ALL

 (SELECT f.destination,  -- Recursive subquery #1

CAST(t.route || ‘,’ || f.destination 

    AS Varchar(20)),

CAST(t.plan || ‘,’ || f.flightno

    AS Varchar(20)),

t.nsegs + 1,

t.totalcost + f.cost

 FROM trips t, flights f

 WHERE t.destination = f.origin

 AND f.destination <> ‘SFO’  -- Stopping rule 1

 AND f.origin <> ‘JFK’  -- Stopping rule 2

 AND t.nsegs < 3 )  -- Stopping rule 3

UNION ALL

(SELECT x.destination,  -- Recursive subquery #2

CAST(t.route || ‘,’ || x.destination

    AS Varchar(20)),

CAST(t.plan || ‘,’ ‘’ x.trainno 

    AS Varchar(20)),

t.nsegs +1,

t.totalcost + x.cost

 FROM trips t, trains x

 WHERE t.destination = x.origin

 AND x.destination <> ‘SFO’  -- Stopping rule 1

 AND x.origin <> ‘JFK’  -- Stopping rule 2

 AND x.nsegs < 3 )  -- Stopping rule 3

)  -- End of WITH clause

SELECT route, plan, totalcost  -- Final query

FROM trips

WHERE destination = ‘JFK’

AND totalc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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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 min(totalcost)  -- Find minimum cost

  FROM trips

  WHERE destination = ‘JFK’);

재귀 쿼리는 매우 강력하며 규칙을 배우고 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재귀 쿼

리를 작성할 때 다음 가이드라인을 기억한다면 별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하나 이상의 초기 서브쿼리와 하나 이상의 재귀 서브쿼리가 UNION ALL인 테이블 표현식

을 사용하여 쿼리를 시작하십시오. 

2. 각 초기 서브쿼리는 반복적이 되면 안됩니다. (초기 서브쿼리의 정의는 임베드된 테이블 표

현식에 의존하면 안됩니다.)

3. 재귀 서브쿼리는 임베드된 테이블 표현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하위 

서브쿼리를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4. 재귀 서브쿼리는 컬럼 함수, SELECT DISTINCT, GROUP BY 또는 HAVING을 포함하면 안됩

니다.

5. 재귀 서브쿼리의 컬럼은 초기 서브쿼리의 해당 컬럼과 호환 가능해야 합니다. (초기 서브쿼

리의 해당 컬럼보다 더 길면 안됩니다.) 

6. 재귀 서브쿼리는 이미 존재하는 행을 사용하여 각각의 새 행을 계산하는 방식을 지정해야 

합니다. 데이터에 주기가 포함된 경우, 재귀 서브쿼리는 쿼리가 종료되도록 중단 규칙을 포

함해야 합니다(반복 횟수의 제한). 

7. 재귀 테이블 표현식을 활용(여러 솔루션 중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하고 필요한 술어를 

추가하여 자신의 최종 쿼리를 작성하십시오. 

추가 정보: 재귀 쿼리를 실행할 때 “재귀 공통 테이블 표현식에 무한 루프가 포함될 수 있습

니다(SQLCODE +347, SQLSTATE 01605)”라는 경고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한 루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메시지는 쿼리의 정확한 처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귀 쿼리에 중단 규칙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시
스템은 주어진 쿼리가 종료할지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므로 정확한 중단 규칙을 제공해

도 이 경고가 수신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스템은 사용

자의 최대 관심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2695.8  재귀





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은 데이터 유형과 함수가 불충분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의 관계형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정수 및 문자열과 같은 

몇 가지 내장 데이터 유형과 substr 및 avg와 같은 내장 함수만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데

이터 유형과 함수는 은행 잔고와 같이 간단한 동작을 사용하는 작은 오브젝트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은 점점 더 크고(예: 이미지, 
도면, 오디오 및 비디오) 복잡한 동작(예: 기술 설계의 구성요소)을 포함하는 오브젝트의 스

토리지 및 조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크고 복잡한 오브젝트의 스토리지에 대해 증가하는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데이터 유형을 복잡한 구조로 결합시켜 새 데이터 유형을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사

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또한 일부 프로그래밍 언어로 새 함수를 작성하고 이러한 

새 함수를 새 데이터 유형과 연관시켜 오브젝트의 복잡한 동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SQL과 같은 고급 언어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액세스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고급 언어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검색하고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실제 액세스 경로 또는 알고리즘과 독립적입니다. 이 원칙을 데이터 독립성이라

고 합니다. 독립성에 힘입어 시스템은 주어진 쿼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예상되지 않았

던 쿼리라 해도 최적의 액세스 플랜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독립성은 

또한 시스템 관리자로 하여금 실행 중인 응용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외) 사용 패턴 변경에 대한 응답으로 인덱스 및 기타 액세스 도구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독립성의 다른 형태는 여러 데이터 뷰를 지원하는 것입니

다. 예를 들어, 응용프로그램이 개별 급여를 노출하지 않고 업무 코드별로 평균한 급여를 

포함하는 데이터 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독립성의 원칙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중요합니다. 더욱이 관계형 시스템

의 전통적인 장점도 점차 데이터 유형과 함수가 풍부하고 확장적인 시스템과 어떤 경우든 

호환 가능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형 오브젝트 시스템이라는 차세대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이 이미 등장하여 고급 쿼리 언어와 여러 데이터 뷰를 복잡한 오브젝트의 

스토리지 및 조작을 위한 새 데이터 유형 및 함수를 정의하는 기능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종래의 관계형 시스템과 비교하여 관계형 오브젝트 시스템은 더 많은 언어 의미를 캡처하

여 저장된 데이터의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이 언어 의미의 일부는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 

도메인에 오브젝트를 모델링하기 위해 작성한 데이터 유형 및 함수의 정의로 가져옵니다. 

전
데이터 유형 및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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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언어 의미에서 중요한 또 다른 일부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활성 동작을 

구현하는 제한조건 및 트리거 세트로 가져옵니다. 
ANSI/ISO SQL 표준은 트리거, 사용자 정의 데이터 유형과 함수 및 상속을 포함하여 SQL92

에 지정될 수 있는 다양한 제한조건 유형 및 SQL3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여러 기능에 의한 

데이터 의미 캡처 경향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UDB 설계 시 IBM은 데이터 의미를 캡처하기 위해 여러 기능을 포함시켰고 객체 지향 패

러다임의 지원을 위해 발전하도록 제품에 대한 명백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복잡한 오브

젝트 모델링을 위해 UDB는 확장된 내장 데이터 유형 세트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고유의 새 

데이터 유형 및 함수를 정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능에 대해 이 장에서 설명하겠

습니다. UDB는 제한조건 및 트리거를 사용하여 데이터 오브젝트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기능의 확장 세트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는 7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데이

터 유형, 함수 및 트리거를 포함하는 여러 UDB 기능이 ANSI 및 ISO에 의해 논의되고 있지

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SQL 표준의 일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UDB는 객체 지향 기능성 지원을 위한 DB2 발전의 중요한 단계이며 이러한 발전은 계속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에 기초한 기타 액세스 경로 및 인덱스와 

관련된 분야가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추상 데이터 유형, 상속 및 콜렉션 유

형과 같이 ANSY 및 ISO 위원회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객체 지향 SQL 확장이 예상됩니다. 

6.1 대형 오브젝트 

오늘날의 멀티미디어 응용프로그램은 스캔된 문서, 의료 영상 및 오디오 메시지와 같은 여

러 유형의 큰 데이터 오브젝트의 스토리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초기 DB2 버전은 특정 제한

사항을 적용하여 최대 32K바이트 크기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 Long Varchar 및 Long 
Vargraphic이라는 데이터 유형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데이터 유형에는 특정 유형

의 술어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UDB는 다음과 같은 이름의 세 가지 데이터 유형으로 구

성된 매우 큰 오브젝트를 저장할 수 있는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1. Blob(2진 대형 오브젝트). Blob 데이터 유형은 최대 2GB(231-1바이트)의 2진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Blob는 다른 데이터 유형의 값으로 지정하거나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2. Clob(문자 대형 오브젝트). Clob 데이터 유형은 최대 2GB(231-1바이트)의 1바이트 문자 데이

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자열 데이터 유형과 마찬가지로 Clob는 그와 연관된 코드 

페이지를 가집니다(예를 들어, 해당 내용이 스웨덴 문자 세트를 사용하여 암호화되는 것을 

표시함). Clob는 다른 문자열 데이터 유형(Char, Varchar 및 Long Varchar)의 값으로 지정하거

나 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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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bclob(2바이트 문자 대형 오브젝트). Dbclob 데이터 유형은 최대 1기가문자(2GB 또는 231-2
바이트)의 2바이트 문자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 시 데이터베이

스가 2바이트 데이터용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이 데이터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bclob
는 일본어처럼 2바이트 코드 페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Dbclob는 다른 2바이트 문자열 데

이터 유형(Graphic, Vargraphic 및 Long Vargraphic)의 값으로 지정하거나 이와 비교할 수 있습

니다. 

이들 세 가지 새 데이터 유형을 일반적으로 대형 오브젝트(LOB)라고 합니다. 이전의 Long 
Varchar 및 Long Vargraphic 데이터 유형이 계속 지원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새 LOB 데이터 

유형이 새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유형으로 등장할 것이 예상

되므로 이 책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새 LOB 데이터 유형의 기능은 Long 
Varchar 및 Long Vargraphic 기능의 상위 세트입니다.

새 LOB 데이터 유형은 대형 오브젝트를 메모리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동을 최소

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LOB 데이터 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수 기능 면에서 기

존 데이터 유형과 구별됩니다.  

1. LOB가 테이블에 저장되면 테이블 항목은 실제로 LOB 값을 가리키는 디스크립터입니다. 
LOB 값은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tablespaces라는 별도의 실제 스토리지 

단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 LOB 값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이 값이 테이블 클러스터

링과 간섭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Tablespace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1절을 참조하십시오.) 

2. LOB는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로케이터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로케이터는 실제로 LOB 데
이터를 포함하지 않고도 LOB의 값을 표시합니다. 응용프로그램은 이러한 로케이터를 조

작하여 프로그램 내에서 LOB가 실제로 구체화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때로는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3. 프로그램은 파일 참조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은 응용프로그램의 메모리 버퍼를 통

해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고도 LOB 데이터를 직접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하거나 

LOB 데이터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일로 페치할 수 있습니다.  

4. 테이블의 각 LOB 유형 컬럼의 경우, 테이블 작성자는 이 컬럼에 대한 변경사항을 시스템 

로그에 기록할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성능을 향상시키고 로

그 오버플로우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LOB 유형 컬럼에 대한 로그를 해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그되지 않아도 컬럼의 트랜잭션 의미는 계속 보장되며 컬럼에 대한 갱신사항은 예전

대로 확약되거나 롤백될 수 있습니다. 단, 컬럼이 로그되지 않으면 포워드 복구(미디어가 

실패한 후 완료된 트랜잭션의 재실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포워드 복구에 대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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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10.6절을 참조하십시오.)

6.1.1. LOB 컬럼 작성
LOB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려면 먼저 친숙한 CREATE TABLE 및 ALTER TABLE
문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LOB 데이터 유형 중 하나의 컬럼을 갖는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두 

명령문에 대한 몇 가지 예가 2.6절에 나와 있으며 전체 구문은 7.2절에 나와 있습니다. CREA
TE TABLE 또는 ALTER TABLE문은 다음 구문을 사용하여 LOB 유형 컬럼을 정의할 수 있습

니다. 

다음은 테이블을 작성하거나 위의 구문을 사용하여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하는 명령문의 

예입니다. 

CREATE TABLE phonemail

 (origin    Varchar(18),

  addressee Varchar(18),

  arrival   Timestamp,

  message   Blob(10M) NOT LOGGED COMPACT); -- audio

CREATE TABLE graduates

 (name      Varchar(30),

  address   Varchar(200),

  degree    Varchar(50),

  grad_date Date,

  photo     Blob(5M) NOT LOGGED COMPACT, -- image

  thesis    Clob(500K) NOT LOGGED COMPACT); -- text

CREATE TABL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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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no       Char(18),

  last_updated Timestamp,

  updated_by   Varchar(30),

  drawing      Blob(2M) LOGGED); -- CGM graphics

ALTER TABLE student ADD COLUMN transcript Clob(5K) LOGGED; 

모든 LOB 데이터 유형은 Varchar 및 Vargraphic과 같은 가변 길이 유형입니다. LOB 데이터 

유형의 컬럼을 선언할 때 1바이트에서 2GB까지 범위에 해당하는 최대 길이를 선언해야 합

니다. 최대 길이는 바이트(Dbclob의 경우 2바이트 문자) 수를 표시하는 단순 정수 또는 다음 

접두부 중 하나가 뒤에 오는 정수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K: 킬로바이트(210 또는 1,024바이트)
M: 메가바이트(220 또는 1,048,576바이트)
G: 기가바이트(230 또는 1,073,741,824바이트; 2G는 231-1로 해석됩니다.) 

사용자는 LOB 유형 컬럼에 저장될 데이터의 최대 길이를 선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

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대 길이 정보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컬럼에서 응용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페치할 때 이 데이터를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크기

의 버퍼를 할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데이터가 50KB로 제한된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정확한 메모리의 크기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2. LOB 유형 값이 들어 있는 각 행에는 실제 데이터를 가리키는 디스크립터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립터의 최대 길이는 데이터의 최대 길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1K 미만의 LOB의 경우 

72바이트부터 최대 2G 크기의 LOB의 경우 316바이트까지 그 길이가 다양합니다. 제공된 

테이블에서 LOB 컬럼의 디스크립터를 포함하여 모든 컬럼의 전체 크기는 4,005바이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컬럼의 데이터가 특정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 크기를 선언하여 클러스터링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컬럼에 

공간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이러한 사항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최대 길이를 2G로 선언하여 대형 오브젝트 

저장을 최대한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LOB 유형 컬럼을 작성할 때 다른 데이터 유형의 컬럼에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선택사항

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OMPACT 또는 NOT COMPACT. 이 옵션을 사용하여 컬럼에 있는 LOB 데이터 스토리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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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공간 상쇄(space-time trade-off)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COMPACT를 지정하는 경우, LOB 
데이터는 디스크에서 최소 스페이스를 차지하지만 LOB 크기를 증가시키는 갱신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NOT COMPACT를 지정하는 경우, LOB 값 공간이 증가될 수 있도록 일

부 추가 스페이스가 할당됩니다. 디폴트 값은 NOT COMPACT입니다. 

2. LOGGED 또는 NOT LOGGED. 이 옵션을 사용하여 컬럼에 대한 갱신사항을 시스템 로그에 

기록할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여부를 결정할 때 LOB 데이터의 크기와 유용성 

그리고 재구성할 경우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LOGGED(디폴트 값)를 선택하는 경우, 이 컬럼의 LOB 데이터는 다른 모든 데이터와 동

일하게 처리됩니다. 컬럼이 갱신될 때마다 새 값이 시스템 로그에 기록됩니다. 이것으로 

LOGGED 옵션은 데이터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명백한 이유로 많은 시간과 

디스크 스페이스를 소비하게 됩니다. 실제로 로그의 최대 길이는 현재 2GB로 제한되어 있

고 단일 LOB 값이 이 정도의 스페이스를 차지할 수 있으므로 LOB 컬럼이 아주 큰 경우에 

LOGGED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1GB보다 큰 컬럼에 대해 LOGGED
를 지정하는 것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10MB보다 큰 컬럼에 대해 LOGGED를 지정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컬럼을 NOT LOGGED로 선택하는 경우, 컬럼에 대한 변경사항은 시스템 로그에 기록되

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영 처리라는 복구 시스템의 다른 부분은 유효합니다. NOT LOGGED 
컬럼에 갱신이 적용되면 새 페이지와 원래(“음영”) 페이지 모두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됩니다. 음영 처리는 데이터에 대해 트랜잭션 일관성을 시행합니다. (즉, COMMIT 및 

ROLLBACK문은 음영 처리된 데이터에 적용되며, 실패 후 RESTART 명령을 호출하면 음영 

처리된 데이터는 transaction-consistent 상태로 리스토어됩니다.) 

컬럼에 NOT LOGGED를 지정하면 미디어가 실패한 후 최종 미디어 백업 이후 이 컬럼에 

작성된 모든 변경사항을 다시 적용하는 기능을 포기해야 합니다. BACKUP 명령으로 미디

어 백업을 작성할 수 있으며 RESTORE 명령으로 미디어 백업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리

스토어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백업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리스토어한 후, ROLLFORWARD 
명령으로 확약된 모든 트랜잭션을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워드 복구라고 하는 이 프로

세스는 시스템 로그에 따르며 로그된 컬럼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컬럼이 NOT LOGGED 
옵션을 사용하여 작성된 경우, ROLLFORWARD 실행 중 이 컬럼에서 갱신된 모든 값은 유실

됩니다(2진 0으로 설정됨).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6절

을 참조하십시오.)

6.1.2 C 및 C++로 대형 오브젝트 변수 선언 
UDB용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입력 또는 출력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와 값을 교환하는 

일부 변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수는 4.1.2절에서 설명한 대로 SQL 선언 섹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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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로그램의 특수 부분에서 선언되어야 합니다. 각 SQL 데이터 유형(Decimal 제외)은 이

처럼 데이터 유형의 값을 교환하는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 SQL 선언 섹션에서 사용할 수 있

는 해당 C 언어 데이터 유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SQL Integer 데이터 유형에 해당하는 

C 데이터 유형은 long입니다.) 기본 SQL 데이터 유형에 해당하는 C 언어 데이터 유형은 표 

4-2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4-2와 4-3에 나와 있는 Varchar 및 Vargraphic 유형의 값 교환을 

위한 C 언어 구조는 이전 스타일의 대형 오브젝트 데이터 유형 Long Varchar 및 Long Vargrap
hic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LOB 유형 값을 교환하는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SQL 선언 섹션에 몇 가지 새 구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선언은 순수한 호스트 언어 구문 대신 SQL 프리컴파일러가 인식하고 

변환하는 새 구문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변수를 선언할 때 SQL TYPE IS 절을 사용해야 하

는데 이 절 뒤에는 CREATE TABLE문에 작성했듯이 CLOB(32K) 또는 BLOB(1M)와 같은 LOB 
유형이 오고, 이 유형 이름 뒤에 선언 중인 변수 이름이 옵니다. 프리컴파일러는 사용자가 

지정한 데이터 유형을 교환하기 위해 사용자의 선언을 적절한 호스트 언어 데이터 유형으

로 자동으로 변환합니다. 표 6-1의 예는 프리컴파일러가 생성한 해당 C 언어 선언 및 SQL 선
언 섹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LOB 데이터 유형을 설명합니다. 물론 변수 이름 x, y 및 z와 

여기에 표시된 길이는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며 사용자가 선택하는 길이 및 변수 이름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Graphic 및 Vargraphi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bclob 유형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데 사용되

는 C 데이터 유형은 프리컴파일러의 WCHARTYPE 옵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WCHART
YPE NOCONVERT를 지정하는 경우(또는 디폴트를 승인하는 경우), 프리컴파일러는 Dbclob 
선언을 sql.h에 정의되어 있는 2바이트 데이터 유형인 sqldbchar 유형의 배열로 변환합

니다. 반면 WCHARTYPE CONVERT 옵션을 사용하여 프리컴파일러를 호출하는 경우, Dbclob 
선언은 유형 wchar_t의 배열로 변환됩니다. 이 유형은 C 컴파일러에 의해 정의되고 와이

드 문자열을 조작하기 위한 다양한 C 언어 함수와 함께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선언에서 static 또는 extern과 같은 C 스토리지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으며 

C 표기 *(포인터 표시) 및 &(참조 표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 명령문에서 여러 변

수를 선언할 수 있으며, 같은 SQL 선언 섹션에서 LOB 유형 선언을 다른 선언과 혼합할 수 

있습니다. (LOB 유형 호스트 변수의 선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E에 있습니다.) 

표 6-1: LOB 데이터 유형에 대해 C 프리컴파일러가 생성한 선언 

사용자 작성 C 프리컴파일러 생성

SQL TYPE IS BLOB(1K) x; struct x_t

{

unsigned long length;

char data[1024];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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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LOB 데이터 유형에 대해 C 프리컴파일러가 생성한 선언 (계속)

사용자 작성 C 프리컴파일러 생성

SQL TYPE IS CLOB(1M) y; struct y_t

{

unsigned long length;

char data[1048576];

} y;

SQL TYPE IS DBCLOB(1K) z; WCHARTYPE NOCONVERT를 지정하는 경우

struct z_t; 

{

unsigned long length;

sqldbchar data[1024];

} z;

WCHARTYPE CONVERT를 지정하는 경우 

struct z_t;

{

unsigned long length;

wchar_t data[1024];

} z;

UDB는 LOB 데이터 유형의 변수를 초기화하기 위해 SQL_BLOB_INIT, SQL_CLOB_INIT 
및 SQL_DBCLOB_INIT라는 매크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매크로는 문자열을 사용하여 LOB 
구조의 길이 및 데이터 파트를 모두 초기화합니다. 초기화 매크로 사용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static SQL TYPE IS CLOB(100K)

      *p1, c1 = SQL_CLOB_INIT("Hello");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프리컴파일러는 이 코드를 다음과 같은 C 선언으로 변환합니다.

static struct

 {

  unsigned long length;

  char data[102400];

 } *p1, c1 = SQL_CLOB_INIT("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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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100KB의 메모리가 변수 c1에 대해 할당되었지만 변수 p1은 단지 포인터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포인터의 데이터 버퍼는 별도로 할당되어야 합니다.) C 컴
파일러는 변수 c1을 초기화하는 데 사용된 매크로를 다음과 같이 확장합니다. 

c1 = {sizeof("Hello")-1, "Hello"}

LOB 유형 호스트 변수의 선언에서는 왜 다른 데이터 유형에서처럼 사용자 고유의 호스

트 언어 선언을 쓰게 하지 않고 특수 구문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UDB는 사용하기 쉬운 K, M 및 G 길이 표기를 인식하여 이를 C에 수용 가능한 숫자로 변환

합니다. 예를 들어, 100K는 102400으로 변환됩니다.

2. Blob 및 Clob SQL 데이터 유형은 동일한 호스트 언어 데이터 유형을 공유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언 내의 특수 구문은 사용자 변수가 Blob와 Clob 중 어느 것으로 처리되어

야 하는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알려줍니다. 

평소대로 LOB 유형 변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표
시기 변수가 출력 LOB 유형 변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출력 값이 널(NULL)이면 이 표시

기 변수는 음수로 설정됩니다. 출력 변수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LOB 유형 출력 값이 절단되

는 경우(SQLSTATE 01004로 표시됨), 표시기 변수는 출력 변수의 원래 길이로 설정되지 않

습니다(다른 문자열 데이터 유형의 경우와 동일함).
MOVIE라는 간단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LOB 유형 호스트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MOVIE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구조의 테이블에서 작동합니다.

M OVIES

MOVIES의 TITLE 및 CAST 컬럼은 Varchar(100) 데이터 유형을 가지며 REVIEW 컬럼은 Cl
ob(50K) 데이터 유형을 가집니다. MOVIE 응용프로그램은 review 및 newreview라는 두 

개의 Clob 유형 호스트 변수를 사용하여 REVIEW 컬럼과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프로그램은 먼저 새 영화 리뷰를 newreview 변수에 넣고 구조의 길이 및 데이터 필드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newreview를 SQL UPDATE문의 입력 변수로 사용하여 이러한 새 

리뷰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은 커서를 선언한 후 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Steve McQueen

이 주연하는 영화에 대한 모든 리뷰를 검색합니다. 리뷰는 출력 변수 review로 검색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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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lob 유형 데이터는 널(NULL) 종료자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은 review 구조의 

길이 필드를 사용하여 각 리뷰의 길이를 표시하고 각 리뷰를 인쇄하기 전에 고유의 널(NULL) 
종료자를 생성해야 합니다. 

예제 프로그램 M OVIE: 영화 리뷰 처리

#include <stdio.h>

#include <string.h>

#include <sqlenv.h>

void main()

{

EXEC SQL INCLUDE SQLCA;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char dbname[9] = "moviedb";  /* name of database             */

char msgbuffer[500];  /* buffer for DB2 error message */

char title[100];    /* for Varchar data             */

char cast[100];  /* for Varchar data             */

SQL TYPE is CLOB(50K) review;  /* output Clob structure        */

SQL TYPE is CLOB(50K) newreview; /* input Clob structure         */

short indicator1, indicator2;  /* indicator variables          */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EXEC SQL WHENEVER SQLERROR GO TO badnews;

EXEC SQL CONNECT TO :dbname;

strcpy (newreview.data, "Bullet is a pretty good movie."); 

newreview.length = strlen(newreview.data); 

indicator1 = 0;

EXEC SQL 

UPDATE movies

SET review = :newreview :indicator1

WHERE title = 'Bu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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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 SQL COMMIT;

EXEC SQL DECLARE c1 CURSOR FOR

SELECT title, review

FROM movies

WHERE cast LIKE '%Steve McQueen%';

EXEC SQL WHENEVER NOT FOUND GO TO close_c1;

EXEC SQL OPEN c1;

while (1)

{

EXEC SQL FETCH c1 INTO :title, :review :indicator2;

 
/* Provide your own null terminator */

review.data[review.length] = '\0';

printf("\nTitle: %s\n", title); 

if (indicator2 < 0)

printf("No review available\n");

else

printf("%s\n", review.data);

}

close_c1:

EXEC SQL CLOSE c1;

return;

badnews:

printf("Unexpected return code from DB2.\n"); 

sqlaintp(msgbuffer, 500, 70, &sqlca);

printf("Message: %s\n", msgbuffer);

}      /* End of 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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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로케이터
새 LOB 데이터 유형의 기능 중 대형 오브젝트(LOB)의 Long Varchar 및 기타 구현과 구별되

는 강력한 기능이 바로 로케이터 개념입니다. 로케이터는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에서 대형 오브젝트를 앞뒤로 이동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들어졌

습니다. 프로그램이 대형 오브젝트를 조작할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그램으로의 실

제 비트 이동을 되도록 오랫동안 지연시키고 실제 필요한 비트만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프로그램이 실제 수행해야 하는 조작을 지정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대형 오브젝

트를 응용프로그램으로 전달하지 않고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모든 조작을 수행할 수 있

습니다.
로케이터는 응용프로그램 내에서 대형 오브젝트의 바이트를 실제로 포함하지 않고 대형 

오브젝트의 값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값입니다. 프로그램은 대형 오브젝트가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 내에 남아 있는 동안 로케이터를 조작하여 대형 오브젝트에 대한 조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그램은 대형 오브젝트를 보유하기 위한 스토

리지를 할당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에서 대형 오브젝트를 이동하는 비용

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케이터 변수는 로케이터를 보유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램의 SQL 선언 섹션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각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로케이터 변수에 대해 지정된 데이터 유

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의 경우 로케이터 변수의 데이터 유형은 long입니다. 하지만 

SQL 선언 섹션에 있는 long 변수라고 해서 무조건 로케이터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케이터 변수는 정수 데이터의 입출력에 사용되는 long 변수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Clob 로케이터 변수는 Blob 로케이터 변수 및 Dbclob 로케이터 변수와도 구별

되어야 합니다.  
특수 구문을 사용하여 로케이터 변수의 사용 계획을 프리컴파이러에 알립니다. 프리컴

파일러는 SQL 선언 섹션 내에서 다음 구문을 인식하여 호스트 언어로 로케이터에 사용된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합니다. 

SQL TYPE IS BLOB_LOCATOR

SQL TYPE IS CLOB_LOCATOR

SQL TYPE IS DBCLOB_LOCATOR

예를 들어, C 프로그램의 SQL 선언 섹션에서 다음 선언은

extern SQL TYPE IS CLOB_LOCATOR loc1, loc2, loc3;

프리컴파일러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변환됩니다. 

extern long loc1, loc2, lo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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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이터 변수는 LOB 데이터 유형의 입력 또는 출력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SQL문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OB 유형 값을 로케이터 변수로 페치하는 경우, 이 변수는 LOB 
값을 나타내는 로케이터를 포함하도록 설정됩니다. 따라서 페치된 변수는 실제 LOB 값을 

포함한 것처럼 SQL문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QL UPDATE문에서 입력 변수

로 사용되거나 인수로서 posstr과 같은 LOB 함수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SQL문에서 로케

이터 변수가 사용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 로케이터에 의해 표시되는 LOB 유
형 값을 조작합니다. LOB 유형 값 자체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내에 보유되며 응용프로그램

으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로케이터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1. 로케이터는 상수 값을 나타냅니다. 로케이터가 나타내는 오브젝트의 값을 변경하는 방법

은 없습니다. (단, 로케이터를 사용하여 다른 오브젝트를 다른 로케이터에 의해 표시된 다

른 값으로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2. 데이터베이스 서버 내에서 각 로케이터는 다양한 위치에 저장된 조각으로부터 LOB 유형 

값을 어셈블링하는 하나의 recipe입니다. 가능하면 실제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고 이 recipe를 

조작하여 LOB 조작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대형 오브젝트를 병합할 경우, 두 개

의 원래 오브젝트(이전 recipe에서 복사된 조각을 포함할 수 있음)에 대한 recipe 사본을 포함

하는 새 recipe가 작성됩니다. 병합 조작은 대형 오브젝트의 실제 내용을 다루는 대신 이 re
cipe를 조작하여 모두 수행됩니다. 병합의 결과가 로케이터 변수로 페치되는 경우, 변수는 

새 recipe를 나타내는 새 로케이터를 가져옵니다. 

3. 대형 오브젝트의 실제 내용은 두 가지 경우에만 이동합니다. 오브젝트가 LOB 데이터 유형

(로케이터 데이터 유형이 아님)의 호스트 언어 변수로 지정되는 경우와 오브젝트가 데이터

베이스 테이블의 컬럼으로 지정되는 경우입니다. 대형 오브젝트 표현식의 중간 결과(예를 

들어, concat 및 substr 조작의 결과)는 최종 지정 때까지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로케이터 변수는 때때로 문자열을 조작하는 함수의 인수로서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데

이터의 실제 이동을 가능한 한 오래 지연시키므로 대형 오브젝트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가

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아래의 예는 LOB 유형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유용한 함수의 예입

니다. (이 함수 및 기타 함수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로케이터는 호

스트 언어 변수이므로 이름 앞에 콜론 접두부가 붙어 있습니다. 

• 두 개의 문자열은 concat 함수 또는 || 연산자를 사용하여 병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

는 로케이터에 의해 표시된 두 개의 대형 오브젝트를 병합합니다. 
concat(:clobloc1, :clobloc2)

:clobloc1 || :clobloc2

• length 함수는 해당 인수의 길이를 리턴합니다. 이 예에서는 대형 오브젝트의 길이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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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clobloc1)

• posstr 함수는 문자열 내에 있는 패턴의 첫 번째 인스턴스 시작 위치를 리턴합니다. 이 함

수는 대형 오브젝트 내에서 패턴을 찾는 데 특히 유용하며 문자열 또는 2진 데이터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resumeloc라는 로케이터가 표시하는 대형 오브젝트 내에서 

“Experience”라는 단어의 위치를 찾습니다. 
posstr(:resumeloc, 'Experience') 

• substr 함수는 해당 인수의 부속문자열을 리턴합니다. 이 함수는 대형 오브젝트에서 관련 

부분을 잘라내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 예는 clobloc1로 표시되는 대형 오브젝트 내에

서 문자 오프셋 1,200부터 시작해서 200자 길이의 부속문자열을 리턴합니다. 
substr(:clobloc1, 1200, 200)

로케이터 변수는 입력 및 출력 변수로 모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참조하지 않고도 다른 로케이터로부터 하나의 로케이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종종 유용

하기도 함). 예를 들어, 로케이터 변수 loc1이 Clob 값을 나타내는 로케이터를 포함하고 있

다고 가정합니다. 이 Clob 값에서 “Rosebud”의 최초 발생부터 시작하여 100바이트 부속문자

열을 찾고자 할 수 있습니다. 실제 Clob 값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상주하므로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테이블에 액세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변수 loc1의 로케이터가 표시하는 값이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VALUES문에 유용한 응용프로그램이며 다음과 같이 변수 

loc2에 원하는 값을 위한 새 로케이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EC SQL VALUES

 substr(:loc1, posstr(:loc1, 'Rosebud'), 100) INTO :loc2; 

일단 로케이터가 로케이터 변수로 페치되면 페치된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

다. 로케이터가 표시하는 값은 이 값이 계산되었던 기본 컬럼이 갱신되거나 삭제되더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케이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스템에 통지하

여 시스템이 이 로케이터가 표시하는 자원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구문을 갖는 새 SQL문 FREE LOCATOR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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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EC SQL FREE LOCATOR :loc1, :loc2;

로케이터를 루프 내로 페치하고 있고 각 루프의 반복을 완료한 후에는 반복 중에 페치된 

로케이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FREE LOCATOR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
케이터 변수로 다른 로케이터를 페치하기 전에 이전 로케이터를 해제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더 이상 이를 추적할 필요가 없게 하십시오. 다른 로케이터를 같은 변수로 페치할 

때 다른 변수에 로케이터 사본을 작성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시스템은 로케이터를 

자동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예는 응용프로그램이 실제 기본 데이터에서 “받지” 않고 로케이터를 조작하여 대형 

오브젝트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한 극단에서 사용하는 연극 세트에 대해 설

명하는 테이블에 다음 컬럼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PLAYS

TEXT 컬럼은 연극의 실제 텍스트가 들어 있는 Clob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실

제 텍스트를 응용프로그램으로 읽어들이지 않고 연극의 텍스트를 스캔하여 “colour”라는 

단어의 각 인스턴스를 “color”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은 다양한 대소문자 

조합을 보다 신중하게 검색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부분적 결과를 나타내는 일련의 로케

이터를 작성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각 로케이터를 해제하는 방법에 유의하십시오.  

예제 프로그램 PLAY: 연극 수정 

#include <stdio.h>

#include <string.h>

#include <sqlenv.h>

void main()

{

EXEC SQL INCLUDE SQLCA;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char dbname[9] = "playdb"; /* name of database             */

 char msgbuffer[500]; /* buffer for DB2 error mess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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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 TYPE IS CLOB_LOCATOR loc1, loc2;

long n;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EXEC SQL WHENEVER SQLERROR GO TO badnews;

EXEC SQL CONNECT TO :dbname;

EXEC SQL SELECT text into :loc1

FROM plays

WHERE title = 'As You Like It';

EXEC SQL VALUES posstr(:loc1, 'colour') into :n;

while ( n > 0)

{

EXEC SQL VALUES substr(:loc1, 1, :n-1) || 'color'

|| substr(:loc1, :n+6) INTO :loc2;

/*

** Free the old locator and keep the new one.

*/

EXEC SQL FREE LOCATOR :loc1;

loc1 = loc2;

EXEC SQL VALUES posstr(:loc1, 'colour') INTO :n;

}

/*

** No data moved yet; only a series of locators has been created.

*/

EXEC SQL UPDATE plays SET text = :loc1

         WHERE title = 'As You Like It';

/*

** Now the new text is assembled according to the final recipe

** and assigned to the database 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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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 SQL COMMIT;

return;

badnews:

printf("Unexpected return code from DB2.\n");

sqlaintp(msgbuffer, 500, 70, &sqlca);

printf("Message: %s\n", msgbuffer);'

}    /*End of main */

이 예제 프로그램은 로케이터 변수 loc1을 사용하여 연극 텍스트에서 모든 “colour” 인스

턴스를 “color”로 대체하는 recipe를 계산합니다. while-loop의 본문이 실행될 때마다 하나의 

텍스트 대체 인스턴스가 recipe에 추가됩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응용프로그램으로 전달되

지 않으며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갱신에 recipe를 적용하는 마지막 명령문이 도달할 때까

지 비트는 실제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FREE LOCATOR <variable>문은 변수에 들어 있는 로케이터에 적용되며 변수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로케이터 사본을 작성한 경우, 이 사본 중 

하나를 해제하면 모든 사본이 해제(무효화)됩니다. 따라서 예제 프로그램에서  loc1 = lo

c2문 다음에 EXEC SQL FREE LOCATOR :loc2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6.1.4 파일 참조
LOB 유형 값이 너무 커서 응용프로그램 내에 이를 보유하기 위한 메모리 버퍼를 할당하는 

대신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일로 직접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가 종종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SQL 선언 섹션에서 파일 참조 선언이라는 특수 선언을 사용

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일 참조는 파일 이름 및 대형 오브젝트를 데이터베

이스와 교환하기 위해 파일이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기타 특정 정보를 포함하는 구조입니

다. SQL 선언 절 내에서 특수 구문을 사용하여 변수를 파일 참조로 식별하고 파일이 데이터 

유형 Blob, Clob 또는 Dbclob의 값을 교환하는 데 사용할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프리컴파일

러는 데이터 유형 대신 다음 구문 중 하나를 인식하여 호스트 언어로 파일 참조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적절한 구조로 변환합니다.

SQL TYPE IS BLOB_FILE

SQL TYPE IS CLOB_FILE

SQL TYPE IS DBCLOB_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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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C 프로그램의 SQL 선언 섹션에서 다음 선언은

SQL TYPE IS CLOB_FILE f1;

프리컴파일러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변환됩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 주석을 추가했습니다.)

struct

{

 unsigned long name_length;   /* length of filename     */

 unsigned long data_length;   /* length of data in file */

 unsigned long file_options;  /* denote usage of file   */

 char          name[255];     /* filename               */

} f1;

SQL 선언 섹션에서 파일 참조를 선언한 후 파일의 이름과 사용 계획을 입력하는 것은 사

용자의 일입니다. 구조의 name 및 name_length 필드로 표시되는 파일의 이름은 /u/clin

ton/games/marbles.txt와 같은 절대 경로 이름 또는 games/marbles.txt와 같은 상대 

경로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클라이언트 머신(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아님)에 

있는 파일의 이름을 나타내고, 상대 경로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의 현재 경로에 추가됩니

다. 파일의 사용 계획은 file_options 필드로 표시되는데, 이 필드는 표 6-2에 나와 있는 

코드 중 하나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코드와 파일 참조 구조(sqlfile로 이름 지정됨)의  C 
언어 선언은 헤더 파일 sqllib/include/sql.h에 있습니다.

SQL 선언 섹션에서 파일 참조 변수를 선언하고 참조 구조의 해당 필드를 입력한 후에는 

SQL문의 파일 참조 변수를 마치 LOB 유형 변수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_opti
ons를 SQL_FILE_READ로 설정한 경우, 파일 참조 변수를 술어, INSERT문, UPDATE문의 SET
절, 함수의 인수와 같은 입력 역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_options를 SQL_FILE_
CREATE, SQL_FILE_OVERWRITE 또는 SQL_FILE_APPEND 코드로 설정한 경우, 파일 참조 

변수를 SELECT INTO 또는 FETCH INTO와 같은 출력 역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 

역할에서 파일 참조 변수를 사용할 경우, 시스템은 LOB 유형 값을 지정된 파일에 쓰고 파일 

참조 구조의 data_length 필드를 출력 이후의 파일 길이(바이트 단위)로 설정합니다. 파
일 참조 변수는 일반적으로 널(NULL) 값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표시기 변수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바이트 문자열을 교환하기 위한 입력 또는 출력 변수로 Dbclob 파일 참조를 

사용할 때 데이터는 항상 다중 바이트 형식(와이드 문자 형식이 아님)으로 교환됩니다. 다시 

말해, Dbclob 파일 참조는 항상 프리컴파일러 옵션 WCHARTYPE NOCONVERT에 의해 지정

된 형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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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LOB 파일 참조를 위한 파일 옵션 코드 

코드 의미

SQL_FILE_READ
(숫자 값 = 2)

파일의 내용이 입력 LOB 유형 값으로 처리됩니다.

SQL_FILE_CREATE
(숫자 값 = 8)

부여된 이름으로 새 파일을 작성하여 LOB 유형 출력 값을 받는 

데 사용합니다. 파일이 이미 있는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SQL_FILE_OVERWRITE
(숫자 값 = 16)

출력 LOB 유형 값이 이름 지정된 파일로 페치되고 파일의 이전 

내용을 대체합니다. 파일이 없는 경우, 파일을 작성합니다. 

SQL_FILE_APPEND
(숫자 값 = 32)

출력 LOB 유형 값이 이름 지정된 파일에 추가됩니다. 파일이 

없는 경우, 파일을 작성합니다

출력에 사용되는 파일 참조 변수의 한 예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파일로 학생의 사

진을 페치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다음 구조를 갖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

정합니다.

STUDENTS

PHOTO 컬럼이 데이터 유형 Blob(1M)를 갖는 경우, 다음 코드 조각을 테이블에서 사용하

여 지위가 “President”인 학생을 검색함으로써 이 학생의 사진을 president.photo라는 파

일로 페치할 수 있습니다. 

EXEC SQL BEGIN DECLARE SECTIPON;

 SQL TYPE IS BLOB_FILE photoFile;

 short ind;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strcpy(photoFile.name, "president.photo");

photoFile.name_length = strlen(photoFile.name);

photoFile.file_options = SQL_FILE_OVERWRITE;

EXEC SQL SELECT photo INTO :photoFile :ind

FROM students WHERE position = 'President';

위의 명령문을 실행한 후, Blob가 지정된 파일에 정상적으로 쓰여졌으면 SQLSTATE는 “000
00”으로 설정되고, “President”의 지위를 갖는 학생이 없으면 “02000”으로 설정되고, 이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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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학생이 둘 이상 발견되면 “21000”으로 설정됩니다. 선택된 학생의 PHOTO 컬럼이 널

(NULL)인 경우, ind 변수는 음수가 됩니다. Blob가 파일에 정상적으로 쓰여졌으면 photo

File.data_length는 이 파일의 길이로 설정됩니다. 
입력에 사용되는 파일 참조 변수의 예로, 광고 사본의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 위한 프

로그램 조각을 작성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Clob(200K) 데이터 유형의 COPY라는 컬럼이 

있는 ADVERTISING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법무팀으로부터 “Speedster” 제품에 대한 

모든 광고 사본에 포기 각서를 첨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포기 각서는 speedlimit.

txt라는 파일에 있습니다. 다음 코드 조각을 사용하여 ADVERTISING 테이블의 모든 해당 

항목에 이 포기 각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SQL TYPE IS CLOB_FILE disclaimer;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strcpy(disclaimer.name, "speedlimit.txt");

disclaimer.name_length = strlen(disclaimer.name);

disclaimer.file_options = SQL_FILE_READ;

EXEC SQL UPDATE advertising

SET copy = copy || :disclaimer

WHERE copy LIKE '%Speedster%';

위의 예는 둘 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메모리 버퍼를 할당하지 않고도 데이터베이스

와 대량의 데이터를 잠재적으로 교환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1.5 LOB 데이터 유형 제한사항 
로케이터, 파일 참조 또는 일반적인 변수로 표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LOB 유형 데이터

의 사용에는 특정한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제한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제한사항(마지막 제한사항은 제외)은 LOB와 함께 이전의 Long Varchar 및 Long Vargraphic 
데이터 유형에 적용됩니다.

1. LOB 유형 데이터는 직접 비교를 수행하는 술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IN 또는 BETWEEN 연산자를 사용하는 술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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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응용프로그램은 직접 비교를 사용하는 대신 다음 예와 같이 LIKE 술어1)를 사용하

여 LOB 유형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WHERE clob1 LIKE '%Gilligan%'

…WHERE clob1 LIKE :hostvar2

2. LOB 유형 컬럼은 동일성 또는 순서화를 위해 두 컬럼을 비교할 것을 요구하는 컨텍스트에

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LECT DISTINCT, COUNT(DISTINCT), GROUP BY, ORDER BY, PR
IMARY KEY 및 FOREIGN KEY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LOB 유형 컬럼은 max 또는 min과 같은 컬럼 함수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LOB 유형 컬럼은 INTERSECT, EXCEPT 또는 UNION(UNION ALL과 다른)과 같은 집합 연산

자를 사용하여 결합할 수 없습니다. 

5. Clob 유형 데이터는 Dates, Times 또는 Timestamps로 지정하거나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문자열 데이터 유형은 datetime 데이터 유형으로 지정하거나 이와 비교할 수 있습니

다.) 또한 Clob를 날짜, 시간, 시간소인, 일, 시간 월, 연도와 같이 Date 또는 Time의 문자열 암

호화를 예상하는 함수에 대한 인수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6. LOB 유형 컬럼에는 인덱스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7. LOB 유형 데이터는 DRDA(Distributed Relational Database Architecture)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응용프로그램 리퀘스터(AR)) 및 서버(응용프로그램 서버(AS)) 머신 사이에서 

교환할 수 없습니다. 즉, DRDA 서버에 상주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경우 이 데이터베

이스와 LOB 값을 교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부 다른 데이터 유형으로 값을 캐스트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추가 정보: LOB의 실제 길이가 4,000바이트 미만인 경우, LOB를 Varchar 또는 Vargraphic 데
이터 유형으로 캐스트하면 이런 제한사항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6.1.6 예제 프로그램 SCHOLAR: 장학금 신청 처리 
LOB 데이터 유형, 로케이터 및 파일 참조 기능의 마지막 예로, 학생 장학금 신청을 처리하

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받은 모든 장학금 신청은 다음 구조의 테이블로 입력되었다고 

가정합니다. 

1)  LIKE 술어의 첫 번째 피연산자는 LOB 데이터 유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산자(패턴)는 첫 번째 연산자

가 Blob가 아니면 LOB 데이터 유형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패턴의 길이가 4,000바이트 이하면 패턴이 

Blob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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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NTS

APPLICATION은 Clob(100K) 데이터 유형의 컬럼으로, 데이터 입력 부서가 사전 지정된 

형식으로 각 신청을 기록합니다. 각 신청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TRANSCRIPT*” 문자로 시작하는 표준 1,000바이트로 기록된 학생의 성적 증명서입니다. 
신청의 다음 부분은 “*ESSAY*” 문자로 시작하고 신청의 끝까지 계속되는 에세이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태스크는 1997년에 받은 모든 신청에서 상태가 “OK”인 신청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최고” 성적 증명서를 갖는 신청을 찾아 성적 증명서와 에세이를 파일

로 검색해와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돕기 위해 두 개의 성적 증명서를 표준 형식으로 비

교하여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결정할 수 있는 C 함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함수는 다음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고 가정합니다. 

int compareTranscripts (char *t1, char *t2) ;

/* returns 1 if first transcript is better, else returns 2*/

당연히 각 신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데이터만 페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신청이 최대 100K바이트를 포함할 수 있고 사진과 여러 추천서가 포함되더라도 각 신청에

서 1,000바이트만 찾아 페치합니다. 최고 성적 증명서를 선택한 후 신청에 메모리 버퍼를 할

당하지 않고 해당 에세이를 직접 파일에 복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로케이터, 파일 참조 및 

일부 LOB 함수(예: posstr 및 substr)를 사용합니다.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를 보유하기 위

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스토리지는 두 개의 1,000바이트 버퍼로 제한합니다. 하나는 고

려 대상이 되는 성적 증명서를 보유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까지 본 최고 성적 

증명서를 보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케이터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될 때 프로그램이 각 로케

이터를 해제하는 방식에 주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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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프로그램 SCHOLAR: 장학금 신청 처리

#include <stdio.h>

#include <string.h>

#include <sqlenv.h>

int compareTranscripts(char *t1, char *t2);

int main()

{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char dbname[9] = "testdb";

char candidate[30], winner[30];

long transPosn, essayPosn;

char thisTranscript[1000], bestTranscript[1000];

SQL TYPE IS CLOB_LOCATOR loc1, bestLoc;

SQL TYPE IS CLOB_FILE winningFile;

char msgbuffer[500];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EXEC SQL INCLUDE SQLCA;

int justStarting = 1;

EXEC SQL DECLARE c1 CURSOR FOR

SELECT name, application FROM applicants

WHERE year(datereceived) = 1997 AND status = 'OK';

EXEC SQL WHENEVER SQLERROR GOTO errorExit;

EXEC SQL CONNECT TO :dbname;

EXEC SQL OPEN c1;

while (1)

{ 

EXEC SQL FETCH c1 INTO :candidate, :loc1; /* Next application */



294 6.  데이터 유형 및 함수

if (SQLCODE == 100) break; /* No more appl'ns */

/*

** Fetch the transcript portion of this application

*/

EXEC SQL

VALUES(posstr(:loc1, '*TRANSCRIPT*')) INTO :transPosn; 

EXEC SQL 

VALUES(substr(:loc1, :transPosn, 1000) INTO :thisTranscript;

if (justStarting == 1)

  {

/* 

**First transcript we've looked at is automatically best so for

*/

memcpy(bestTranscript, thisTranscript, 1000);

bestLoc = loc1;

justStarting = 0;

strcpy(winner, candidate);

  }

else

  {

if (compareTranscripts(best Transcript, thisTranscript) == 2

{

 /*

 ** The current transcript replaces the previous best one

 */

 memcpy(bestTranscript, thisTranscript, 1000);

 EXEC SQL FREE LOCATOR :bestLoc;

 bestLoc = loc1;

 strcpy(winner, candidate);

}

else

{

 /* 

 ** Don’t need this locator an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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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EC SQL FREE LOCATOR :loc1;

}

}

}      /*End of while-loop over applications */

EXEC SQL CLOSE c1;

if (justStarting == 1)

printf("No qualifying applications were found.\n");

else

{

/*

** Find the position of the essay in the winning application

*/

EXEC SQL VALUES(posstr(:bestLoc, '*ESSAY*')) INTO :essayPosn;

/*

** Prepare the file reference for fetching the winning application

*/

strcpy(winningFile.name, "winner.txt");

winningFile.name_length = strlen(winningFile.name);

winningFile.file_options = SQL_FILE_OVERWRITE;

/*

** Copy winning transcript and essay into file

*/

EXEC SQL VALUES(:bestTranscript || substr(:bestLoc, :essayPosn))

           INTO :winningFile;

printf("The winner is %s\n", winner);

}

EXEC SQL COMMIT;

return 0;

errorExit:

printf ("Unexpected return code from DB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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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aintp(msgbuffer, 500, 70, &sqlca);

printf ("Message: %s\n", msgbuffer); 

EXEC SQL COMMIT;

return –1;
} /* end of main() */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최소한 하나의 자격이 있는 신청이 접수된 경우, 프로그램이 실

행된 디렉토리의 winner.txt 파일에서 “최고” 성적 증명서와 첨부된 에세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6.2 구별 유형

UDB에 저장된 각 데이터 값은 표시를 결정하는 특정 데이터 유형

과 이에 적용되는 조작을 포함합니다. UDB의 내장 데이터 유형은 

표 2-1과 2-2에 나열된 기본 데이터 유형과 6.1절에서 설명한 대형 

오브젝트 데이터 유형(Long Varchar, Long Vargraphic, Blob, Clob 및 

Dbclob)을 포함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빌드할 때 내장 데이터 유형 중 하나를 특수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을 표시

하는 데는 Integer 데이터 유형을, 금액을 표시하는 데는 Decimal(8,2) 
데이터 유형을, 기하 각도를 표시하는 데는 Double 데이터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을 결정할 때 데이터에 어떤 계산 유형이 

적절할지 사용자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금액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적절하지만 두 금액을 곱하면 

이상할 수도 있고 연령을 금액에 더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UDB는 이러한 데이터 유형의 특수 사용과 이에 따른 규칙을 선언하는 방법을 제공합니

다. 시스템은 데이터에 타당하게 선언된 계산 및 비교 유형만 수행하여 이 규칙을 적용시킵

니다. 예를 들어, 금액에 연령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쿼리를 작성하면 이 쿼리는 오류 

메시지를 나타내며 실패합니다. 즉, 시스템이 쿼리의 유형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6.2.1 구별 유형 작성 
UDB에서 데이터의 특수 사용을 선언하는 방법은 사용자 고유의 새 데이터 유형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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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입니다. 이를 구별 유형이라고 하며 시스템의 내장 데이터 유형을 보충합니다. 각 구

별 유형은 소스 유형이라는 내장 데이터 유형 중 하나와 공통 내부 표현을 공유합니다. 이
러한 공통 표현에도 불구하고 구별 유형은 나머지 유형과 구별되는 별도의 데이터 유형으

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이름이 됩니다.) 다음 예제 명령문은 여러 내장 데이터 유형에서 내

부 표현을 가져오는 Sex, Money, Geometry.Angle 및 Video라는 구별 유형을 작성합니다. 

CREATE DISTINCT TYPE Sex AS Char(1) WITH COMPARISONS;

CREATE DISTINCT TYPE Money AS Decimal(8,2) WITH COMPARISONS;

CREATE DISTINCT TYPE Geometry.Angle

  AS Double WITH COMPARISONS;

CREATE DISTINCT TYPE Video AS Blob(100M);

구별 유형의 인스턴스는 같은 구별 유형의 다른 인스턴스와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1이 Money 유형의 컬럼이고 D1이 Decimal(8,2) 유형의 컬럼인 경우, m1 + d1과 m1 

> d1 표현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식을 포함하는 SQL문은 오류 메시지를 나

타내며 실패합니다.  
WITH COMPARISONS절은 새 구별 유형의 인스턴스가 6개의 비교 연산자(=, <, <=, >, >=,  

<>)를 사용하여 서로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별 유형의 인스턴스에 적용된 

비교 연산자의 의미는 소스 유형의 인스턴스에 적용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구별 

유형의 인스턴스를 비교하는 방법을 자동으로 알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구별 유형의 컬럼

에 ORDER BY, GROUP BY 및 DISTINCT 언어 요소를 적용하고 구별 유형의 컬럼에 대해 고

유 또는 비고유 인덱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 인덱스, ORDER BY, GROUP BY 
및 DISTINCT는 LOB 데이터 유형에 지원되지 않으므로 LOB 데이터 유형에 기준한 구별 유

형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별 유형을 작성할 때는 WITH COMPARISONS절을 생

략해야 합니다.)
CREATE DISTINCT TYPE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CREATE DISTINCT TYPE문에 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 구별 유형 이름은 스키마 이름에 의해 규정될 수 있습니다. 스키마 이름이 SYS 문자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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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키마 이름이 생략된 경우, 구별 유형을 작성 중인 사용자의 사

용자 ID를 디폴트로 사용합니다. 구별 유형을 사용할 때마다 구별 유형의 스키마 이름을 함

수 경로에 추가해야 합니다(6.3절 참조). 

• 구별 유형 이름에는 내장 데이터 유형 또는 동일한 스키마 내의 다른 구별 유형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BOOLEAN 이름은 구별 유형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

습니다. BOOLEAN 이름은 향후 사용될 수 있는 내장 데이터 유형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

다.

• 소스 유형 이름은 내장 데이터 유형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스키마 이름에 의해 규정된 

경우, 스키마 이름이 SYSIBM이어야 합니다. 

• 소스 유형이 길이나 정 도 및 스케일(예: Char(n) 또는 Decimal(p,s))을 가질 경우, 이들 매개

변수의 값은 고정되어야 합니다. Char 유형의 길이를 생략할 경우, Char(1)로 간주됩니다. 
Decimal 유형의 정 도와 스케일을 생략할 경우, Decimal(5,0)으로 간주됩니다. 

• 구별 유형 이름은 길이나 정 도 및 스케일의 스펙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스 유형

에서 상속되었기 때문입니다.) 

• 스키마 이름이 현재 AuthID와 다르게 지정되지 않으면 CREATE DISTINCT TYPE문을 실행

하기 위해 권한 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 SYSADM 또는 DBA
DM 권한이 필요합니다. 

• 소스 유형이 대형 오브젝트 데이터 유형이 아닐 경우, WITH COMPARISONS절이 필요합니

다. 소스 유형이 Blob, Clob, Dbclob, Long Varchar 또는 Long Vargraphic인 경우, WITH COMPA
RISONS절은 경고 메시지와 함께 허용되지만 비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각 구별 유형은 다음 컬럼이 있는 DATATYPES라는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 기록됩니다. 

• TYPESCHEMA, TYPENAME: 구별 유형의 이름. 

• SOURCESCHEMA, SOURCENAME: 구별 유형의 기준이 되는 소스 유형의 이름. 

• REMARKS: 일반적으로 구별 유형을 작성한 사용자가 제공하는 설명 주석.

2.6.9절에서 설명한 COMMENT문을 사용하여 DATATYPES 카탈로그 테이블의 REMARKS 
컬럼에 주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COMMENT ON DISTINCT TYPE Money

 IS 'Signed dollar amounts less than $1 million';

구별 유형을 작성한 후 다음 예에서 내장 데이터 유형을 사용한 것처럼 CREATE TABLE 
또는 ALTER TABLE문에서도 이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럼 이름과 데이터 유형 이름

이 같은 이름 공간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컬럼이 데이터 유형과 같은 이름을 가질 수 있다

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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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ABLE employees

 (empno Char(5),

  deptno Char(3),

  name Varchar(20),

  sex Sex,

  salary Money);

ALTER TABLE employees

 ADD bonus Money;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구별 유형이 있으면 2.6.8절에서 설명한 DROP문을 사용하여 삭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별 유형을 삭제하기 전에 테이블이나 뷰에서, 또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별 유형에 종속되는 오브젝트 찾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5.2절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구별 유형을 삭제하는 명령문의 예입

니다. 

DROP DISTINCT TYPE Video;

DROP DISTINCT TYPE Geometry.Angle;

물론 내장 데이터 유형(SYSIBM 스키마에 있음)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6.2.2 캐스팅 함수
구별 유형을 작성할 때 구별 유형과 해당 소스 유형 간의 변환을 위해 두 개의 캐스팅 함수

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Integer를 기준으로 하는 구별 유형 Age를 작성할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로 age(Integer) 및 integer(Age)라는 캐스팅 함수를 생성합니다. 이
들 캐스팅 함수를 사용하여 구별 유형 값을 해당 소스 유형으로 변환하고 또 반대로 자유롭

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GE1과 AGE2가 Integer를 기준으로 하는 유형 Age의 컬

럼이고 Age 데이터 유형에 “+”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표현식 age1 + age2는 

오류이지만 표현식 age(integer(age1) + integer(age2))는 올바른 표현식입니다. 
이 표현식은 SQL 컴파일러에게 “무엇을 수행 중인지 알고 있으며 이들 두 Age를 마치 Integer
인 것처럼 함께 더하려고 합니다”라고 알립니다. 구별 유형과 소스 유형 사이의 캐스팅 함

수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사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스 유형과 

구별 유형이 같은 표현을 공유하므로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환하는 데 실제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스 유형 값을 구별 유형으로 변환하는 캐스팅 함수의 이름은 구별 유형의 이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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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 캐스팅 함수는 구별 유형과 같은 스키마에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COMPANY 스키

마의 구별 유형 Age는 Integer를 기준으로 하고 캐스팅 함수(COMPANY 스키마에 있음)는 다

음과 같습니다. 

age(Integer) returns Age

이 예에서 age 캐스팅 함수는 인수 승격의 일반 규칙에 따라 Integer 데이터 유형으로 승

격될 수 있는 어떤 값에든 호출이 가능합니다(6.6.1절 참조). 예를 들어, C1이 Smallint 컬럼이

고 C2가 Double 컬럼인 경우, (Smallint가 Integer로 승격할 수 있으므로) age(c1)은 유효하

지만 (Double은 Integer로 승격할 수 없으므로) age(c2)는 유효하지 않습니다.2)

구별 유형 값을 소스 유형으로 변환하는 캐스팅 함수의 이름은 표 6-3에 표시된 대로 소

스 유형의 이름에서 파생됩니다. 이 캐스팅 함수는 또한 구별 유형과 동일한 스키마에서 생

성됩니다. 예를 들어, COMPANY 스키마의 Money가 Decimal(8,2)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경

우, Money는 decimal이라는 시스템 생성 캐스팅 함수를 갖습니다. 또한 이 decimal은 COM
PANY 스키마에서 Money를 매개변수로 가져와서 Decimal(8,2)를 리턴합니다.

구별 유형이 길이 매개변수를 갖는 Char 또는 Varchar와 같은 데이터 유형을 기준으로 하

는 경우, 구별 유형은 (명시적으로 또는 디폴트로) 고정 길이를 지정하고 캐스팅 함수는 구

별 유형의 인스턴스와, 길이가 지정된 소스 유형의 인스턴스를 서로 변환시킵니다. 예를 들

어, 구별 유형 Address가 Char(32)를 기준으로 하여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음과 같

은 캐스팅 함수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address(Char(32)) returns Address

char(Address) returns Char(32)

Char(20) 또는 Char(50)과 같이 길이가 다른 소스 유형 값이 캐스팅 함수로 전달되는 경우, 
이 길이는 호스트 변수 지정 규칙에 따라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Char(20)은 Char(30)에 공

백과 함께 채워지고 Char(50)은 Char(32)로 절단됩니다.) 이와 유사한 규칙이 고정 정 도와 

스케일을 갖는 Decimal 데이터 유형에 기준한 구별 유형을 위한 캐스팅 함수에 적용됩니다.
구별 유형과 함께 작성된 캐스팅 함수는 이름(다른 함수처럼) 또는 CAST 표현식을 사용

하여 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별 유형 Money가 소스 유형 Decimal(8,2)로 정의된 

2) 구별 유형이 Smallint로 정의된 경우, Smallint와 Integer 값을 모두 구별 유형으로 캐스트하기 위해 캐스팅 함수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25 및 –9와 같은 상수가 항상 Integer 유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함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Hatsize가 Smallint를 기준으로 하는 구별 유형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Integer가 소스 유형이 아니더

라도 상수 Integer를 Hatsize로 변환하기 위해 표현식 hatsize(8)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Double 
값은 Real을 기준으로 하는 구별 유형으로 캐스트될 수 있습니다(부동 소수점 상수는 Double 유형으로 간주). Varch
ar 값은 Char를 기준으로 하는 구별 유형으로 캐스트될 수 있으며(문자 상수는 Varchar 유형으로 간주), Vargraphic 
값은 Graphic을 기준으로 하는 구별 유형으로 캐스트될 수 있습니다(2바이트 상수는 Vargraphic 유형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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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음 표현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Decimal 상수를 Money 유형으로 캐스트할 수 있습니다.

표 6-3: 시스템 생성 캐스팅 함수의 이름 

소스 유형 캐스팅 함수

Smallint
Integer
Decimal(p,s) 또는 Numeric(p,s)
Real
Double
Char(n)
Varchar(n)
Long Varchar
Clob(n)
Graphic(n)
Vargraphic(n)
Long Vargraphic
Dbclob(n)
Blob(n)
Date
Time
Timestamp

smallint

integer

decimal

real

double

char

varchar

long_varchar

clob

graphic

vargraphic

long_vargraphic

dbclob

blob

date

time

timestamp

money(1234.50)

CAST(1234.50 AS Money)

SALARY가 Money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컬럼일 경우, 다음 표현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salary 값을 Decimal 유형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decimal(salary)

CAST(salary AS Decimal(8,2))

CAST 표기는 구별 유형 값을 다른 길이 및/또는 정 도와 스케일을 갖는 소스 유형의 형

식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AST(salary AS Decimal(10,4)) 

이 표현식은 Decimal(8,2) 유형 값의 결과로 나타나는 캐스팅 함수 decimal(salary)를 

호출한 후 원하는 유형인 Decimal(10,4)에 일치하도록 결과의 정 도와 스케일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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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구별 유형 사용
구별 유형은 프로그램의 유형 안전성을 보호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구별 유형은 여러 

유형의 데이터가 높이를 중량에 비교(높이와 중량이 모두 부동 소수점 숫자를 기준으로 하

고 있더라도)하는 것과 같이 적절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캐스팅 함수가 각 구별 유형과 소스 유형 사이에서 자동으로 정의되기는 하지만 구별 유

형 값을 소스 유형 값과 비교하려면 이들 캐스팅 함수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야 합니다. 더욱

이 상수는 항상 내장 유형을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1은 Integer로 간주되고 

'Green'은 Varchar(5)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구별 유형 값을 상수에 비교하려면 명시적 캐

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YAGE가 유형 Age의 컬럼인 경우, 표현식 myage > 21
은 유형 오류이지만 myage > age(21)과 integer(myage) > 21은 올바른 유형입니다. 

구별 유형이 작성될 때 자동으로 정의되는 조작은 단지 구별 유형과 소스 유형 간의 양 

방향 캐스팅과 구별 유형의 두 값 사이의 비교입니다(소스 유형을 제공한 구별 유형이 대형 

오브젝트 유형이 아님). 산술 연산자와 같이 소스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조작은 구별 

유형에 의해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캐스팅과 비교만 하는 조작을 갖는 구별 유형을 

정의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UDB는 소스 유형의 일부 조작을 상속하

거나 사용자 고유의 새 조작을 정의함으로써 구별 유형의 의미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공

합니다. 
구별 유형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 및 *와 같은 모든 산술 연산자를 함

수로 간주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nteger에 대한 + 연산자는 두 개의 Integ
er를 인수로 사용하여 다른 Integer(인수의 합계)를 리턴하는 함수(“+”로 이름 지정됨)가 되

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는 함수 표기를 사용하여 산술 연산자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

다. 함수 이름은 큰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이는 “+”기호가 이름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시

스템에 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개의 쿼리는 실제로는 동일합니다.

SELECT qonhand qonorder

FROM parts WHERE partno = 'p207';

SELECT "+"(qonhand, qonorder)

FROM parts WHERE partno = 'p207';

UDB의 내장 데이터 유형은 이에 대해 조작하는 내장 함수 콜렉션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
들 함수의 일부는 숫자 데이터 유형에 대한 산술 연산자 및 문자열 데이터 유형에 대한 병

합(||) 연산자와 같은 연산자를 구현합니다. 기타 내장 함수는 length 및 substr과 같은 스

칼라 함수, sum 및 avg와 같은 컬럼 함수를 포함합니다. 구별 유형을 작성한 후 구별 유형이 

소스 유형에 대해 조작하는 함수의 일부 또는 모두를 상속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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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은 전래 함수라고 하는 새 함수를 작성하여 수행합니다. 전래 함수는 소스 유형에 대해 

조작하는 내장 함수의 의미를 복사하고 구별 유형에 조작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구별 

유형 Weight가 소스 유형 Real에서 산술 연산자 +와 –, 컬럼 함수 sum과 avg를 상속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스 유형의 의미를 선택적으로 상속함으로써 기본 소스 유형이 곱셈 

연산을 지원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두 개의 중량을 곱하는 것 같은 적절하지 않는 조작을 수

행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스 유형 함수의 단순한 상속 이상으로 구별 유형에 일부 고유의 의미를 제공할 수도 있

습니다. 구별 유형에 대해 조작하는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일부 외부 함수를 작

성하면 의미 제공이 가능합니다. 외부 함수는 사용자 자신이 구현하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 함수의 이름으로 “+”와 같은 연산자를 사용할 경우, 인
픽스 표기(infix notation)(예: weight1 + weight2)를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별 유형에 대한 산술 조작에 대해 특수 의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기존 연산자로 제한하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이름과 동작을 갖는 외부 함수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Angle을 리턴하는 complement(Angle)이라는 이

름의 함수 또는 Char(5)를 리턴하는 zipcode(Address)라는 이름의 함수를 작성할 수 있

습니다. (전래 함수 및 외부 함수 작성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4절을 참조하십시오.) 

6.2.4 구별 유형 지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항목 또는 호스트 변수에 새 값을 제공하는 프로세스에 지정이라

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새 값을 받는 데이터베이스 항목 또는 호스트 변수를 지정의 목표라

고 합니다. SQL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1. 다음과 같이 UPDATE문을 사용하여 테이블의 항목에 새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UPDATE employees SET bonus = 1250.00 WHERE empno = '12345';

2. 다음과 같이 테이블에 새 행을 삽입하고 각 컬럼에 새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EC SQL

 INSERT INTO budget

 VALUES('Supersonic Wind Tunnel', 1996. :funds, :mgr);

3. 다음과 같이 쿼리(또는 FETCH문)를 사용하여 호스트 변수로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EC SQL

   SELECT bonus INTO :bonus

   FROM employees WHERE empno = '12345'; 

4. 지정 명령문(SET문)은 트리거의 본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및 지정 명령문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7.3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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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모두 목표는 데이터베이스 컬럼 및/또는 호스트 언어 변수를 포함할 수 있는 

표현식에서 계산된 새 값을 받게 됩니다. 목표의 데이터 유형은 지정되는 값의 데이터 유형

과 같고 직접 지정을 합니다. 내장 데이터 유형은 다른 데이터 유형의 목표에 값이 지정될 

때 발생되는 일에 대해 일련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

다. 

1. 숫자 데이터 유형(Smallint, Integer, Decimal 및 Double)은 다른 데이터 유형으로 자유롭게 지

정될 수 있습니다. (단, 소스 값을 목표 데이터 유형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정 도를 유

실하거나 런타임 오류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문자열 데이터 유형(Char, Varchar, Long Varchar 및 Clob)은 다른 데이터 유형으로 자유롭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단, 소스 및 목표의 상대 길이에 따라 채우기, 절단 또는 런타임 오류 

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그래픽 문자열 데이터 유형(Graphic, Vargraphic, Long Vargraphic 및 Dbclob)은 다른 데이터 유

형으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길이에 따라 다양한 런타임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4. 유효한 Date 표현을 포함하는 Char 또는 Varchar는 Date 목표로 지정되거나 그 반대로 지정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Time 표현을 포함하는 Char 또는 Varchar도 Time 목
표로 지정되거나 그 반대로 지정될 수 있으며, 유효한 Timestamp 표현을 포함하는 Char 또
는 Varchar도 Timestamp 목표로 지정되거나 그 반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구별 유형에 관련된 지정을 포함하려면 이러한 규칙을 일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구별 유형은 일반적으로 자체에 대해서만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한 가

지 접근법은 구별 유형을 다른 데이터 유형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데이터 유형을 구별 유형

으로 지정할 때마다 명시적 캐스팅 함수를 호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엄격한 유형

화(strict typing)” 접근법에 따른 문제점은 호스트 변수에 있습니다. C 및 COBOL과 같은 호

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는 구별 유형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모든 호스트 

변수는 내장 유형을 가집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장 유형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밍 언

어 데이터 유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C 데이터 유형 long은 내장 유형 Integer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별 유형 데이터 값이 호스트 변수로 페치(또는 삽입)될 때 엄격한 유형화 접근법

은 프로그래머가 명시적 캐스팅 함수를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규칙 때문에 특정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임시 SQL 쿼리를 프

롬프트하여 이를 실행한 후 그 결과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예로 들고, 사용자가 SELECT 

* FROM students 쿼리를 입력한다고 가정합니다. 프로그램은 표시를 위해 STUDENTS 
테이블의 값을 호스트 변수로 페치해야 하지만 이 값이 구별 유형을 가질 경우에는 캐스팅 

함수를 쿼리로 삽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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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쉽도록 UDB는 구별 유형 값이 소스 유형 목표로(또는 그 반대

로) 지정될 때 캐스팅 함수를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이 규정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장 데이터 유형의 값은 이 값의 데이터 유형이 DT의 소스 유형이거나 DT의 소스 유형으

로 승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구별 유형 DT의 컬럼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승격 규칙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6.6.1절을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Decimal(8,2)를 기준으로 하는 Money 
유형의 컬럼에는 Integer가 Decimal로 승격할 수 있으므로 Money, Decimal 또는 Integer 유형

의 값이 지정될 수 있지만, Double은 Decimal로 승격할 수 없으므로 Double 유형의 값이 지정

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이 지정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캐스팅 함수를 자동으로 호출합

니다.

2. 구별 유형 DT의 값은 목표 컬럼의 유형이 DT의 소스 유형인 경우에만 내장 유형의 데이터

베이스 컬럼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ecimal(8,2)(또는 다른 정 도와 스케일

을 갖는 Decimal) 유형 컬럼은 Money 유형의 값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해당 캐스

팅 함수를 다시 한번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3. 구별 유형 DT의 값이 호스트 변수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은 두 단계의 프로세스로 수행됩

니다. 단계 1에서 DT 값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캐스팅 함수를 사용하여 DT에서 DT의 소스 

유형으로 변환됩니다. 단계 2에서 결과 값은 내장 유형의 일반 지정 규칙을 사용하여 호스

트 변수로 지정됩니다. 이처럼 단계를 분리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단계 1은 서버 머신에

서 수행되고 단계 2는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Money 값은 

먼저 Money를 Decimal(8,2)로 캐스팅한 후 Decimal(8,2) 값을 지정 규칙에서 허용되는 double 

변수로 지정함으로써 double 유형의 호스트 변수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에서처

럼 시스템은 유형 변환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지정에 대한 자동 캐스팅을 좀더 살펴보기 위해 기하학 응용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보겠

습니다. Angle은 소스 유형이 Double인 구별 유형이고, TRIANGLES는 Angle 유형의 VERTEX
라는 컬럼이 있는 테이블이며, :v는 Double 유형의 호스트 언어 변수라고 가정합니다. 다음 

예는 모두 유효한 지정입니다. 

EXEC SQL

 SELECT vertex INTO :v FROM triangles WHERE color = 'Red';

 /* Assignment to host variable; calls double(Angle) */

EXEC SQL

 INSERT INTO triangles(color, vertex) VALUES ('Blue', :v);

 /* Assignment to Angle column; calls angle(Dou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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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triangles SET vertex = 45.5 WHERE color = 'Green';

 /* Assignment to Angle column; calls angle(Double) */

 /* Decimal constant 45.5 is promoted to Double, */

 /* then cast to Angle by calling function */

6.3 함수 경로 

사용자 정의 데이터 유형 및 함수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기 전에 함수 경로의 개념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UDB를 사용하여 사용자 고유의 데이터 유형과 함수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데이터 유형 및/또는 함수가 같은 이름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데이터 유형 및 함수 세트를 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이를 TAX
97이라는 스키마에 보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소스로부터 투자 관리를 위한 다른 데

이터 유형 및 함수 세트를 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이를 INVEST라는 스키마에 설치할 수 있습

니다. 이들 두 스키마는 각각 Money라는 데이터 유형과 monthlyPayment라는 함수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 이름을 포함하지 않는 monthlyPayment(x,y)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여 함수를 호

출하고 이 이름을 갖는 여러 개의 함수가 모두 사용자 호출의 매개변수 유형을 수용하면서 

다른 스키마에 존재할 경우, 시스템은 사용자가 호출하려고 하는 함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유형 이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참조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

부 함수 또는 데이터 유형을 선택하는 프로세스를 함수 결정 또는 유형 결정이라고 합니다. 
tax97.Money나 invest.monthlyPayment처럼 함수나 데이터 유형을 참조할 때 항상 

명시적 스키마 이름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되지 않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히 규정된 이름은 길이가 길고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2. 응용프로그램은 데이터 유형과 함수가 설치되어 있는 스키마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 더 좋

습니다. 예를 들어, TAX97 패키지를 TAX98이라는 새로운 상향 호환 가능 패키지로 대

체할 경우, 모든 기존 응용프로그램을 편집하여 모든 데이터 유형 및 함수의 스키마 이름을 

TAX97에서 TAX98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완전히 규정된 이름을 요구하지 않고 데이터 유형 및 함수를 결정하기 위해 UDB에 제공

되는 메커니즘이 바로 함수 경로입니다.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수 경로는 데이터 유

형과 함수에 적용됩니다. 함수 경로란 규정되지 않은(즉, 스키마가 없는) 데이터 유형 이름

이나 함수 이름이 발견될 때마다 순서대로 검색되는 스키마 이름의 순서입니다. 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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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데이터 유형 이름은 경로에서 최초로 일치하는 데이터 유형으로 결정됩니다. 규정되

지 않은 함수 이름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함수의 시그니처, 즉 해당 매개변수의 데이터 유

형과 관련되어 좀더 복잡합니다. (함수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4.3절을 참조하십시오.) 
정적 SQL문의 경우, 함수 경로는 응용프로그램을 바인드한 PREP 또는 BIND 명령의 선택

적 FUNCPATH 매개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이 응용프로그램은 경로의 스키마 목록을 지정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특정 함수 경로로 NAVIGATE라는 프로그램을 프

리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PREP navigate FUNCPATH maps, geometry, sysibm

FUNCPATH 매개변수에 사용된 스키마 이름을 큰따옴표 안에 표시하지 않으면 시스템에 

서 자동으로 대문자로 변환됩니다. 정적 SQL에 대한 디폴트 함수 경로는 SYSIBM이며  그 

뒤에 SYSFUN, 그리고 프로그램이 프리컴파일되거나 바인드되는 사용자 ID가 따라옵니

다. SYSIBM과 SYSFUN은 모든 내장 함수를 포함하는 스키마이고, SYSIBM은 내장 함수를 

검색할 때 SQL 컴파일러가 사용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폴트 경로의 최초 스키마

입니다. 

추가 정보: PREP 또는 BIND 명령의 FUNCPATH 매개변수에서 USER는 현재 사용자 ID를 나

타내는 키워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PREP 또는 BIND에 대한 함수 경로에서 사용자 고유

의 사용자 ID를 스키마 이름으로 지정하려면 사용자 ID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6.3.1 SET CURRENT FUNCTION PATH문 
동적 SQL(CLI 포함)의 경우, 함수 경로는 CURRENT FUNCTION PATH라는 특수 레지스터에

서 가져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할 때 CURRENT FUNCTION PATH의 초기 값은 SYS
IBM이며 그 뒤에 SYSFUN, 그리고 USER 특수 레지스터(프로그램을 실행 중인 사용자의 사

용자 ID)의 내용이 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현재 함수 경로 레지스터는 SQL문을 

사용하여 다음 구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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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CURRENT FUNCTION PATH문은 정적 또는 동적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SET 
CURRENT FUNCTION PATH가 실행된 다음에 실행되는 동적 SQL문에 있는 이름의 결정에

만 영향을 줍니다.    
SET CURRENT FUNCTION PATH문에서 스키마 이름이 공백이나 특수 문자를 포함하거

나 키워드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따옴표로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옴표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스키마 이름은 대문자로 변환됩니다. (단, 호스트 변수의 이름은 대문자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경로 스펙에 포함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 USER는 프로그램을 실행 중인 사용자의 사용자 ID입니다. (프로그램을 프리컴파일하거나 

바인드한 사용자와 같은 사용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 SYSTEM PATH는 SYSIBM 및 SYSFUN(시스템 제공 함수를 포함하는 디폴트 경로의 일부) 
스키마 쌍을 나타냅니다. 

• CURRENT FUNCTION PATH는 SET CURRENT FUNCTION PATH문이 실행되기 전에 유효한 

함수 경로를 나타냅니다. 이는 예를 들어 사용자가 경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 경로의 끝에 

새 스키마를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다음은 SET CURRENT FUNCTION PATH문의 예입니다.

SET CURRENT FUNCTION PATH = USER, tax97, SYSTEM PATH;

SET CURRENT FUNCTION PATH = chem, physics, user;

SET CURRENT FUNCTION PATH = CURRENT FUNCTION PATH, maps;

추가 정보: SET CURRENT FUNCTION PATH문은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지 않으므로 롤백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함수 경로를 새 값으로 설정한 후 트랜잭션을 롤백할 경우, 함수 

경로는 여전히 새 값을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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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수 레지스터와 같이 현재 함수 경로는 다음과 같은 SQL문을 사용하여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VALUES(CURRENT FUNCTION PATH);

이 VALUES문의 결과는 각 스키마 이름이 큰따옴표로 묶여 있는 현재 함수 경로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용자 HILLARY에 의해 첫 번째 SET CURRENT FUNCTION PATH문이 실

행된 경우, VALUES문의 결과는 “HILLARY”, “TAX97”, “SYSIBM”, “SYSFUN”이 됩니다. 

추가 정보: 응용프로그램 내의 CURRENT FUNCTION PATH는 정적 SQL문의 데이터 유형 또

는 함수 호출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동적 명령문

의 데이터 유형과 함수 호출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내장 데이터 유형 및 여러 중요 함수가 SYSIBM 스키마에 들어 있으므로 SYSIBM이 

함수 경로에 없을 경우 UDB를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함수 

경로는 SYSIBM을 포함해야 합니다. PREP나 BIND 명령 또는 SET CURRENT FUNCTION PA
TH문에서 SYSIBM을 포함하지 않는 경로를 지정할 경우, 시스템은 경로 시작부분에서 다

른 스키마보다 앞에 SYSIBM을 내재적으로 추가합니다. (경로 시작부분에 SYSIBM을 넣으

면 내장 함수만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이 같은 이름을 갖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검색함으

로써 일어날 수 있는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로에서 첫 번째 스키마가 아닌 다

른 위치에 SYSIBM을 지정할 경우, 시스템은 사용자의 의도를 고려합니다. VALUES(CURR
ENT FUNCTION PATH)에 의해 리턴된 문자열은 경로에 추가되는 내재적 SYSIBM 스키마

(있을 경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함수 경로는 데이터 유형 및 함수에 대한 참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지만 테이블, 뷰, 인

덱스 및 별명과 같은 기타 오브젝트에 대한 참조를 결정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함수 

및 데이터 유형이 아닌 오브젝트의 규정되지 않은 이름은 프로그램(정적 SQL의 경우)을 바

인드한 사용자 ID 또는 프로그램(동적 SQL의 경우)을 실행하는 사용자 ID와 동일한 내재적 

규정자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SMITH가 바인드한 프로그램의 정적 SQL문에서 규

정되지 않은 테이블 이름 RESULTS는 함수 경로와 독립적인 SMITH.RESULTS로 해석됩니다. 

추가 정보: 구별 유형의 비교 연산자가 구별 유형과 동일한 스키마에 있는 함수로 간주되므

로, 구별 유형의 오브젝트를 조작할 때마다 구별 유형의 스키마 이름은 함수 경로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VEHICLES 스키마에서 Weight라는 구별 유형을 작성한 경우, weight1 
= weight2와 같은 두 Weight 값의 비교는 VEHICLES 스키마가 함수 경로에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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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용자 정의 함수 

UDB 시스템에서 SQL문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다음과 같은 일

반적인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내장 함수. 일부 함수는 UDB 시스템의 코드로 빌드됩니다. 이

들 함수는 SYSIBM 스키마 내에 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산술 및 문자열 연산자: +, -, *, /, ||

• 스칼라 함수: substr, concat, length, days 등 

• 컬럼 함수: avg, count, min, max, stdev, sum, variance

SYSIBM 스키마의 내장 함수 외에도 많은 다른 함수가 UDB와 

함께 SYSFUN 스키마에 제공됩니다. 이들 함수는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기는 하지만 시스템 코드에 의해 직접 구현된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사용자가 고유

의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여 사전 설치된 외부 함수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SYSIBM과 SYSFUN 모두 함수 경로에 있는 동안 실제로 SYSIBM과 SYSFUN 함수

의 사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2. 시스템 생성 함수. 이들 함수는 구별 유형이 작성될 때 자동으로 생성되며 구별 유형과 같

은 스키마 내에 있습니다. 시스템 생성 함수는 캐스팅 함수 및 구별 유형의 비교 연산자를 

포함합니다. 

3.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가 새 함수의 이름을 지정하고 의미를 지정하는 CREATE FUNCTI
ON이라는 명령문을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이들 함수를 생성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다

음과 같은 하위범주로 세부 분류할 수 있습니다. 

a. 전래 함수. 전래 함수는 소스 함수라는 다른 함수의 의미를 복사합니다. 소스 함수는 연

산자, 스칼라 함수 또는 컬럼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래 함수는 특히 구별 유형이 소스 

유형의 의미를 선택적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합니다. 

b. 외부 스칼라 함수. 외부 스칼라 함수는 사용자에 의해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

고 스칼라 값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외부 스칼라 함수는 C 또는 Java로 쓸 수 있습니

다.3) 외부 스칼라 함수에 대한 CREATE FUNCTION문은 함수를 구현하는 코드를 찾을 수 

있는 위치를 시스템에 알려줍니다. 외부 스칼라 함수의 이름이 연산자(예: “+”)의 이름과 

일치하는 경우, 이 함수는 연산자 표기(예: x + y)를 사용하여 호출할 수 있습니다. 외부 스

3) 외부 함수는 C 링크 규칙을 따르는 C++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부 함수는 IBM의 Visu
alAge for Basic을 사용하여 BASIC으로도 작성할 수 있으며 C 링크 규칙을 사용하여 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랩퍼” 
기능이 제공됩니다. Windows NT용 DB2는 OLE 자동화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외부 함수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합니

다. 이 장에 나와 있는 모든 외부 함수의 예는 C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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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함수는 컬럼 함수가 될 수 없으며 SQL문을 포함할 수도 없습니다. 즉, 외부 스칼라 

함수는 전달되는 매개변수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계산을 수행할 수 있지만 데이터베

이스에 액세스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c. 외부 테이블 함수. 5.3절에서 설명한 대로 사용자 정의 함수는 스칼라 값이 아닌 테이블을 

리턴할 수 있습니다. 외부 스칼라 함수와 마찬가지로 외부 테이블 함수도 사용자에 의해 

C 또는 Java로 작성되고 Embedded SQL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부 테이블 함수를 구현

하는 프로그램은 호출될 때마다 결과 테이블의 한 행을 리턴하고 특수 리턴 코드로 결과 

테이블의 끝을 표시해야 합니다. 

시스템 생성 함수 및 사용자 정의 함수는 항상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작성되고 해당 데이

터베이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시스템 생성 및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내장 함수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생성 및 사용자 정의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권한 부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의 작성에는 해당 스키마에 대한 CREATEIN 특권이 필요하며 스키마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IMPLICIT_SCHEMA 권한이 필요합니

다. 또한 함수가 NOT FENCED 등록 정보(6.4.2절 참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CREATE_NOT_
FENCED라는 데이터베이스 레벨 권한이 필요합니다.

CREATE FUNCTION문은 응용프로그램 내에 임베드될 수 있으며 대화식 쿼리 인터페이

스를 통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단, CREATE FUNCTION문이 프로그램에 임베드되어 있는 

경우, 이 프로그램 내의 정적 SQL문은 새로 작성된 함수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처음 바인드되었을 때 새 함수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함수는 프로그램

이 실행될 때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SQL은 함수 오버로딩의 개념을 지원합니다. 이는 여러 

함수가 다른 스키마 내에 있거나 다른 매개변수 유형을 사용하는 동안 같은 이름을 가지도

록 정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Integer를 리턴하는 함수 square(Integer)와 

Double을 리턴하는 함수 square(Double)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square(x)와 같은 함수 

호출이 발생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 인수의 데이터 유형에 대해 적절한 함수를 호출합

니다. length와 같은 스칼라 함수 및 +와 같은 연산자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UDB의 내장 함수가 이미 오버로드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통 이름을 공유하는 함수 세트를 나타내기 위해 함수 계열을 사용하고, 함수 계열 내의 

함수 중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 함수 인스턴스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함수를 작성할 때 새 함수 계열을 시작하거나 기존 함수 계열에 함수 인스턴스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새 함수는 고유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함수 시그니처는 완전히 규정된 이름과 모든 해당 매개변수 유형의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square(Double) 함수가 이미 있는 경우, 같은 스키마 내에서 다른 square(Double) 함
수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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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열 내에 있는 다른 모든 함수와 함께 공유하는 이름 외에도 각 사용자 정의 함수 

인스턴스는 특정 이름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집니다. 각 함수 인스턴스의 특정 이름은 해당 

스키마 내에서 고유합니다. 예를 들어, MATH 스키마에서 square1의 특정 이름을 갖는 함

수 square(Integer)를 작성하고 square2의 특정 이름을 갖는 다른 함수 square(Doub

le)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이름은 함수를 삭제하거나 함수에 주석을 표시하거나 또

는 함수를 다른 함수의 소스로 이름 지정하는 것과 같이 인수가 없는 경우 함수 인스턴스를 

식별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항상 계열 이름(특정 이름이 아닌)을 사용해

야 합니다. 함수 결정 프로세스(나중에 설명)는 계열 이름을 인수 및 함수 경로의 데이터 유

형을 기준으로 하는 함수 인스턴스로 결정합니다. 
모든 사용자 정의 함수와 시스템 생성 함수는 다음과 같은 컬럼이 있는 FUNCTIONS라는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FUNCSCHEMA, FUNCNAME: 사용자 정의 함수의 규정 이름.

• SPECIFICNAME: 함수의 특정 이름(오버로드된 함수 계열에서 함수 인스턴스를 삭제하는 

데 유용함).

• ORIGIN: 함수의 원점을 다음 중 하나로 식별하는 한 문자 코드. 
B: 내장

S: 시스템 생성

U: 사용자 정의, 전래

E: 사용자 정의, 외부

• TYPE: 함수의 유형을 다음 중 하나로 식별하는 한 문자 코드.
S: 스칼라 함수(예: length)
C: 컬럼 함수(예: avg)
T: 테이블 함수(외부 함수에만 적용됨) 

• 소스(전래 함수에 대한)의 이름 또는 구현(외부 함수에 대한)이 들어 있는 파일 이름을 포함

하여 함수의 등록 정보를 지정하는 다양한 기타 컬럼.

FUNCPARMS라는 다른 카탈로그 테이블은 매개변수의 데이터 유형 및 각 시스템 생성 함

수 또는 사용자 정의 함수의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카탈로그 테이블에는 각 컬럼의 

각 매개변수에 대한 하나의 행과 결과 유형을 위한 추가 행이 들어 있습니다. 테이블 함수

의 경우, FUNCPARMS에는 결과 테이블의 각 컬럼에 대한 행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FUNC
TIONS 및 FUNCPARMS 카탈로그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D를 참조하십시오.)

6.4.1 전래 함수 작성
전래 함수는 소스 함수라고 하는 기존의 다른 함수를 기준으로 하는 새 함수입니다. 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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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호출하면 해당 인수는 소스 함수의 매개변수 유형으로 캐스트됩니다. 그런 다음 소스 

함수가 호출되고, 마지막으로 소스 함수의 결과가 새 함수의 결과 유형으로 캐스트됩니다. 
전래 함수를 실행하는 프로세스는 그림 6-1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Weight는 내장 

Double 데이터 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구별 유형입니다. 

그림 6-1: 전래 함수 실행 

두 개의 Weight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구별 유형의 정의자는 내장 함수 "+"(Double, Do

uble)를 소스로 하는 함수 "+"(Weight, Weight)를 작성했습니다. 이 함수는 Weight 유
형이 Double 유형에서 추가의 의미를 상속하도록 합니다. 두 개의 Weight가 추가되면 시스

템은 이를 Double 값으로 변환하여 더한 후 그 결과를 다시 Weight로 변환합니다. (이러한 

“변환”은 Weight와 Double이 같은 표현을 가지므로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

하십시오.) 
다음은 전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한 CREATE FUNCTION문의 구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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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 함수에 대한 CREATE FUNCTION문은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Function-name. 함수가 호출되는 이름입니다. 스키마 이름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스키마 이

름이 SYS 문자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키마 이름이 생략될 경우, 디폴트로 현재 

AuthID가 설정됩니다.

함수 이름은 “+” 또는 “*”와 같은 산술 연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함수를 정의

할 때 함수 이름을 큰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함수 이름이 “+”와 같은 인픽스(infix) 연산자

인 경우, 인픽스 표기(예: weight1 + weight2)를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 및 “>”과 같은 비교 연산자는 함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술어 내에 발생할 

수 있는 SQL 키워드(예: AND, OR, NOT, EXISTS 및 BETWEEN)도 유효한 함수 이름이 아닙

니다. 

2. (datatype, . . .). CREATE FUNCTION문에서 이 부분은 함수 매개변수의 데이터 유형을 나열

합니다. 함수는 0부터 90개까지의 매개변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가 없더라도 괄

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매개변수 유형은 내장 데이터 유형 또는 사용자 정의(구별) 유형

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유형 중 하나가 길이 또는 스케일/정 도와 같은 속성을 가질 경우, 사용자는 

속성을 정확하게 지정하거나(예: Decimal(8,3)) 속성 대신 빈 괄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Decimal()). 빈 괄호는 “소스 함수의 해당 매개변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

어, 소스 함수 bar(Char(5))를 사용하여 foo(Char())이라는 새 함수를 작성하면 결과

적으로 새 함수의 시그니처를 foo(Char(5))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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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시그니처의 고유성을 점검할 때 시스템은 함수 매개변수의 길이, 정 도 및 스케일

은 무시합니다. 따라서 schema1.foo(char(10)) 및 schema1.foo(char(20))은 중복된 

시그니처로 간주되므로 둘 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 함수 매개변수의 데이터 유형을 정의할 때는 “소스 함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

미하는 빈 괄호와 누락된 속성에 대한 디폴트값으로 사용되는 생략된 괄호를 분명히 구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 함수의 시그니처가 foo(Char)로 지정된 경우, 해당 매개변수는 

소스 함수의 매개변수와 관계없이 길이 1을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RETURNS절. 이 절은 새 함수의 리턴 유형을 지정합니다. 리턴 유형이 길이 또는 스케일/정
도와 같은 속성을 가질 경우, 속성을 정확하게 지정하거나(예: Decimal(8,3)) 속성 대신 빈 

괄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Decimal()). 빈 괄호는 “소스 함수의 리턴 유형과 동일”하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스 함수가 무한 길이의 데이터 유형을 리턴하는 경우, 새 함수는 이

와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다음 예에서 소스 함수와 새 함수 모두 무한 길이의 매개변수와 

결과를 가집니다. 
CREATE FUNCTION "+"(Varchar(), Varchar()) RETURNS Varchar()

SOURCE concat(Varchar(), Varchar());

4. SPECIFIC절. 이 절은 작성 중인 새 함수 인스턴스에 특정 이름을 부여합니다. 특정 이름의 

목적은 여러 함수 인스턴스가 같은 함수 이름을 가질 수 있더라도 함수 인스턴스를 고유하

게 식별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정 이름은 해당 스키마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함수에 대해 특정 이름을 지정하지 않

는 경우, 시스템은 특정 이름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특정 이름은 FUNCTIONS 카탈로그 

테이블의 SPECIFICNAME 컬럼에 기록되며, 함수를 삭제하고 함수에 주석을 표시하거나 

또는 함수를 다른 함수의 소스로 사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수는 특정 이

름으로 호출할 수 없으며 함수 이름으로만 호출됩니다.

함수의 특정 이름은 함수 이름과 같은 스키마로 내재적으로 규정되므로 특정 이름에 대

한 스키마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수 이름과 특정 이름은 다른 이름 공간에 있게 되

므로 함수 이름과 함수 인스턴스의 특정 이름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5. SOURCE절. 이 절은 새 함수를 전래 함수로 식별하고 “소스” 역할을 하는 기존 함수를 지정

합니다. 소스 함수는 내장 또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될 수 있으며 “+”와 같은 연산자, substr
과 같은 스칼라 함수 또는 avg와 같은 컬럼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테이블 함수는 될 수 

없습니다. 소스 함수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a. 매개변수 없이 함수 이름으로 식별. 소스 함수가 사용자 정의 함수이고 스키마 내에서 이

름이 고유한 경우에만 이 방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스키마 이름을 제공하거나 이를 

생략하여 시스템으로 하여 이름이 제공된 함수가 들어 있는 첫 번째 스키마를 찾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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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경로를 검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스 함수의 이름이 “+”와 같은 연산자 또는 SQL 
키워드인 경우, 이름을 큰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b. 특정 이름으로 식별. 내장 함수는 특정 이름을 갖지 않으므로 소스 함수가 사용자 정의 

함수인 경우에만 이 방법이 적용됩니다. FUNCTIONS 카탈로그 테이블의 SPECIFIC 컬럼

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의 특정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키마 이름으로 규정된 특정 

이름(예: geometry.cosine)을 제공하거나 스키마 이름을 생략하여 시스템으로 하여금 

특정 이름이 제공된 함수를 찾을 때까지 함수 경로를 검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c. 시그니처(해당 매개변수의 데이터 유형을 포함한 함수 이름)로 식별. 내장 함수인 소스 

함수를 식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용자는 명시적 스키마 이름을 제공하거나, 스키

마 이름을 생략하고 시스템이 함수 경로에서 함수를 검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그니

처로 소스 함수를 식별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스템은 매개변수 유형이 유형을 승격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지정하는 데이터 유형과 

정확히 일치하는 소스 함수를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SOURCE foo(Integer)를 지

정하는 경우, 함수 foo(Double)은 Integer가 Double로 승격 가능하더라도 규정되지 않

습니다.

• 시그니처가 길이 또는 스케일/정 도와 같은 속성을 갖는 데이터 유형을 포함할 경우, 
사용자는 속성을 정확히 지정하거나(예: Decimal(8,3)) 속성 대신 빈 괄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Decimal()). 빈 괄호는 모든 길이 또는 스케일/정 도와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SOURCE length(Char())는 모든 길이의 Char 매개변수를 갖는 length라는 

소스 함수를 검색합니다(내장 length 함수와 같음). 

추가 정보: 빈 괄호는 생략된 괄호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SOURCE length(Char)는 디

폴트 길이(Char(1))의 Char 매개변수를 갖는 소스 함수를 검색합니다. 이 SOURCE절은 시스

템의 내장 length 함수는 찾지 못합니다. SOURCE절에서는 모든 길이, 정 도 및 스케일에 

대해 항상 빈 괄호(생략된 괄호가 아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이 SOURCE절에 일치하는 소스 함수를 찾으면 소스 함수에 대해 캐스트 기능 테

스트를 적용합니다. 이 테스트를 하려면 그림 6-1에 설명된 대로 새 함수의 각 매개변수를 

소스 함수의 해당 매개변수로 캐스트할 수 있고 소스 함수의 결과 유형도 새 함수의 결과 

유형으로 캐스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새 함수의 매개변수 및/또는 

결과가 구별 유형이고 소스 함수의 해당 매개변수 및/또는 결과가 이들 구별 유형의 소스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SOURCE절에 의해 식별된 함수가 캐스트 기능 테스트를 실패하면

(예를 들어, 결과 유형을 새 함수의 결과 유형으로 캐스트할 수 없는 경우) CREATE FUNCTI
ON문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4)

4) “캐스트 가능”의 자세한 내용은 6.6.4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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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트 기능 테스트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스템이 함수가 호출될 때 수행해야 하는 변

환을 수행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6-1에서 시스템

은 두 개의 Weight 매개변수를 Double 값으로 캐스트하고 Double 결과를 다시 Weight로 캐스

트해야 합니다. Weight 데이터 유형이 작성될 때 캐스트 함수 weight(Double)과 double

(Weight)가 작성되었으므로 캐스트 기능 테스트를 충족한 것입니다. 
전래 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은 구별 유형이 소스 유형에 적용되는 함수 및 연산자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장 데이터 유형 Decimal
(8,2)를 기준으로 하여 구별 유형 Money가 정의되었다고 가정합니다. Decimal 데이터 유형

은 산술 연산자 +, -, * 및 /를 가집니다. Decimal 연산자 +와 –가 Money 데이터 유형에 의해 상

속되도록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명령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CREATE FUNCTION "+"(Money, Money) RETURNS Money

SOURCE "+"(Decimal(), Decimal());

CREATE FUNCTION "-"(Money, Money) RETURNS Money

SOURCE "-"(Decimal(), Decimal());

SALARY 및 BONUS가 유형 Money의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컬럼인 경우, 위의 함수는 sa

lary + bonus 및 salary – bonus와 같은 표현식 사용을 허용합니다. 물론 연산자 *와 /
는 여전히 Money에 대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salary * bonus는 유효한 표현식이 아

닙니다.
다음은 위의 예에서 CREATE FUNCTION문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 연산자 “+”와 “-”는 함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따옴표 안에 표시됩니다.

• Decimal 다음의 빈 괄호는 “모든 정 도와 스케일”을 의미합니다. 즉, 소스 함수는 모든 정

도와 스케일의 Decimal 입력 매개변수에 대해 작동합니다. 물론 새로 작성된 함수는 제대로 

정의된 정 도와 스케일을 갖는 유형 Money의 입력 매개변수에 대해서만 작동합니다.

구별 유형과 소스 유형(또는 일부 다른 데이터 유형) 사이에 산술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

이 의미가 있는 경우, 이러한 연산자를 명시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 Money 
값을 만들기 위해 Money 값을 Integer로 곱한다고 가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래 함수를 작

성하여 곱하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REATE FUNCTION "*"(Money, Integer) RETURNS Money

SOURCE "*"(Decimal(), Integer);  

이 함수를 사용하면 money(111.11) * 2와 같은 표현식을 쓸 수 있습니다. 2 * money(11
1.11)과 같은 표현식을 쓰려면 시그니처 "*"(Integer, Money)를 사용하여 다른 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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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내장 컬럼 함수 avg, count, min, max, stdev, sum 및 variance는 전래 함수에 의해 

지정되지 않으면 구별 유형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문은 Money 데이터 

유형이 기본 Decimal 데이터 유형에서 avg 함수의 의미를 상속하도록 합니다. 

CREATE FUNCTION avg(Money) RETURNS Money

SOURCE avg(Decimal());

SALARY 컬럼이 유형 Money일 때 이 함수를 작성하면 다음 쿼리를 유효하게 만들 수 있

습니다.

SELECT deptno, avg(salary) FROM employees GROUP BY deptno;

소스 함수가 컬럼 함수일 경우 새 함수는 컬럼 함수가 됩니다. 이는 새 함수에 부여된 이

름과는 독립적입니다. 부여된 이름은 소스 함수의 이름과 같거나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와 같이 아주 다른 이름을 갖는 함수를 소스로 하는 함수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

다. (하지만 혼동이 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CREATE FUNCTION sum(Money, Money) RETURNS Money

SOURCE "+"(Decimal(), Decimal());

이 예에서 보통 컬럼 함수를 표시하는 이름 sum은 Money 데이터 유형에 적용될 때 보통 

Decimal 가산의 의미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표현식 sum(salary, bonus)는 salary 

+ bonus와 같은 의미를 갖는 유효한 표현식이지만 sum(salary)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단항 sum(Money) 함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음).
이제까지 전래 함수가 구별 유형에 소스 유형의 의미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새 함수의 인수 유형을 소스 함수의 인수 유형으로 

캐스트할 수 있고 소스 함수의 결과 유형을 새 함수의 결과 유형으로 캐스트할 수 있는 동

안, 내장이든 사용자 정의든 사용자가 원하는 기존 함수를 소스로 하는 새 함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teger 가산에 새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 다음 명령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REATE FUNCTION add(Integer, Integer) RETURNS Integer

SOURCE "+"(Integer, Integer);

이 명령문은 x와 y가 Integer 유형일 경우 표현식 add(x,y)는 표현식 x + y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물론 새 함수 이름 add는 인픽스(infix) 연산자로 인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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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므로 x add y는 유효한 표현식이 아닙니다.

6.4.2 외부 스칼라 함수 작성
외부 함수는 구현을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함수입니다. 사용자 고유의 외부 함

수를 작성하는 기능은 UDB가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내

장 데이터 유형에서 작동하는 새 함수를 추가하여 내장 데이터 유형의 유용성을 향상시키

고 구별 유형에 대해 원하는 모든 동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외부 함수를 정의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설치하면 모든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에서 외부 함수를 공유하게 되어 각 응용프로그램에 코드를 복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외
부 함수는 내장 함수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스칼라 값을 리턴하는 외부 함수 작성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외부 테이

블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4.8절을 참조하십시오.) 외부 스칼라 함수는 서버 머신에서 

실행되므로 술어에 사용될 때 성능 면에서 중요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함수가 서버 머신의 

후보 행에 적용될 수 있으면 클라이언트 머신으로 전송하기 전에 간혹 이 행을 고려 대상에

서 제외시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달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부 스칼라 함수를 작성하기 위한 CREATE FUNCTION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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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스칼라 함수에 대한 CREATE FUNCTION문은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Func-name. 함수가 호출되는 이름입니다. geometry.tangent에서와 같이 스키마 이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 이름은 SYS 문자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키마 이름이 

생략된 경우, 디폴트로 현재 AuthID가 설정됩니다. 

전래 함수의 경우와 같이 외부 함수의 이름은 “+”와 같은 산술 연산자가 될 수 있지만 “>”
와 같은 비교 연산자나 AND, OR, NOT, EXISTS 또는 BETWEEN과 같은 술어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 유형에 대한 시스템 생성 캐스팅 함수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유형 이름을 함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름 및 결과 유형이 일부 데이터 유형과 일치하므로 시스템에 의해 캐스팅 함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datatype, . . .). CREATE FUNCTION문에서 이 부분은 함수 매개변수의 데이터 유형을 나열

합니다. 함수는 0부터 90개까지의 매개변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가 없더라도 괄

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매개변수 유형은 내장 데이터 유형 또는 사용자 정의(구별) 유형

일 수 있습니다. 

외부 함수의 매개변수가 문자열 유형인 경우, 최대 길이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예: Char(12), Varchar(25) 또는 Blob(32K)). 외부 함수의 시그니처의 고유성을 점검할 때 시스

템은 함수 매개변수의 길이 속성을 무시합니다. 따라서 schema1.reverse(Varchar

(10)) 및 schema1.reverse(Varchar(20))은 중복된 시그니처로 간주되므로 둘 다 존

재할 수 없습니다. 

각 매개변수가 외부 함수를 구현하는 C 프로그램으로 전달됨에 따라 매개변수는 SQL 데
이터 유형에서 해당 C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됩니다. 각 SQL 데이터 유형에 해당하는 C 데
이터 유형의 목록이 6.4.4절의 표 6-5에 나와 있습니다. Decimal 값을 C 프로그램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외부 함수의 매개변수는 Decimal 유형을 가질 수 없습니다. Decim
al 데이터를 외부 함수로 전달해야 하는 경우, 내장 캐스트 함수 char(Decimal) 또는 do

uble(Decimal)을 사용하여 먼저 데이터 유형을 Char 또는 Double로 변경하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함수 매개변수가 구별 유형을 갖도록 선언된 경우, 매개변수는 외부 함수로 전달되기 전

에 소스 유형으로 변환됩니다. 예를 들어, Zipcode가 Char(5)를 기준으로 하는 구별 유형인 

경우, Zipcode 매개변수는 SQL 데이터 유형이 Char(5)인 것처럼 함수를 구현하는 프로그램

으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함수 매개변수는 Decimal 데이터 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구

별 유형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수 매개변수의 유형이 LOB 유형(Blob, Clob 또는 Dbclob) 중 하나이거나 LOB 유형을 소

스로 하는 구별 유형인 경우, 사용자는 이 매개변수를 직접 또는 로케이터의 양식으로 함수

로 전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개변수 유형을 Clob(1M)으로 선언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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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값은 1MB 버퍼로 구체화되고 이 버퍼에 대한 포인터는 함수로 전달됩니다. 반면 매개

변수 유형을 Clob(1M) AS LOCATOR로 선언하는 경우, 시스템은 매개변수를 구체화하기 위

해 대형 버퍼를 할당하지 않고, 대신 매개변수 값을 나타내는 로케이터를 함수로 전달합니

다. 함수는 이 로케이터를 사용하여 6.4.6절에서 설명한 특수 함수 호출로 매개변수 값을 작

은 조각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LOB 유형 매개변수를 로케이터 양식으로 외부 함수로 

전달하는 것은 효율적인 기법이지만 비분리 함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Smallint, Real, 고정 길이 Char, 고정 길이 Graphic 유형의 매개변수를 갖는 함수를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수 및 호스트 변수가 이러한 데이터 유형을 갖

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수 5는 Smallint가 아니라 Integer로 간주

됩니다. 상수 5e3은 Double로 간주되지 Real로는 간주되지 않으며, 상수 ‘abc’는 데이터 유형 

Varchar를 가지며 Char를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Smallint, Real, Char 또는 Grap
hic 유형의 매개변수를 갖는 함수를 작성할 경우, foo(Smallint(5))와 같이 상수 또는 호

스트 변수를 함수에 전달할 때마다 명시적 캐스트가 필요합니다. 함수는 매개변수 유형이 

Integer, Double, Varchar 또는 Vargraphic인 경우 훨씬 더 유용합니다. 

3. RETURNS절. 이 절은 함수의 결과 유형을 지정합니다. 결과 유형은 내장 또는 사용자 정의 

데이터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 유형이 문자열 유형인 경우, 최대 길이는 명시적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외부 함수가 C 프로그램에 의해 구현되었기 때문에 C 프로그램이 리턴한 실제 값은 

표 6-5에 있는 C 데이터 유형 중 하나를 가지고 마치 입력 호스트 변수인 것처럼 해당 SQL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됩니다. 

외부 함수의 결과가 구별 유형을 갖도록 선언된 경우, 구별 유형 매개변수를 외부 함수로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의 반대 방향인 두 단계의 프로세스에 의해 리턴됩니다. 
C 프로그램이 리턴하는 값은 마치 입력 호스트 변수인 것처럼 C 데이터 유형에서 SQL 데이

터 유형으로 변환됩니다. 변환된 SQL 데이터 유형은 시스템 제공 캐스팅 함수를 사용하여 

원하는 구별 유형으로 캐스트됩니다. 예를 들어, 선언된 함수 리턴 유형이 Zipcode인 경우, 
C 프로그램은 널(NULL) 종료 char[6]의 C 데이터 유형을 리턴합니다. 이 데이터 유형은 

Char(5)의 SQL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된 후 구별 유형 Zipcode로 변환됩니다. 이러한 모든 변

환은 시스템 제공 캐스팅 함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함수의 결과 유형을 이 함수를 구현하는 C 프로그램이 리턴하는 데이터 유형과 다른 유

형이 되게 하려는 경우, CAST FROM절을 사용하여 추가 변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텍스트를 조사하여 Decimal(3,1)로 표시되는 읽기 장애의 예상치를 리턴하는 

grade_level(Clob(10K))라는 외부 함수를 작성하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사용자 함수

를 구현하는 C 프로그램은 표 6-5에서 Decimal에 해당하는 C 데이터 유형이 없으므로 Decim
al 값으로 리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C 프로그램이 Double 값을 리턴하면 시스템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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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Decimal(3,1)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문을 사용하여 이러한 변환이 수행되도

록 호출할 수 있습니다. 
CREATE FUNCTION grade_level(Clob(10K))

RETURNS Decimal(3,1) CAST FROM Double EXTERNAL . . .;

함수가 비분리로 되어 있고 리턴 유형이 LOB 유형이거나 LOB 유형을 소스로 하는 구별 

유형인 경우, 이 함수는 값을 직접 리턴하거나 로케이터 양식으로 리턴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RETURNS Clob(1M)을 지정할 경우, 시스템은 리턴 값에 1MB 버퍼를 할당하고 이 

버퍼의 주소를 함수로 전달합니다. 그러나 RETURNS Clob(1M) AS LOCATOR를 지정할 경

우, 시스템은 리턴 값에 버퍼를 할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함수가 제공된 함수 호출

을 사용하여 리턴 값을 나타내는 로케이터를 작성하고 리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4.6절

을 참조하십시오. 

4. SPECIFIC절. 이 절은 작성 중인 새 함수 인스턴스에 특정 이름을 부여합니다. 전래 함수처

럼 외부 함수도 함수 이름을 갖는 같은 모든 함수 인스턴스 중에서 고유하게 식별되는 특정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정 이름은 함수를 삭제하거나 함수에 주석을 표시하거나 함수

를 다른 함수의 소스로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함수를 호출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습

니다. 함수는 항상 함수 이름으로 호출되며, 함수 이름은 6.4.3절에서 설명한 함수 결정 프

로세스를 사용하여 함수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5. EXTERNAL절. 이 절은 함수를 외부 함수로 식별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C 함수를 찾는 방

법을 시스템에 알려줍니다. C 함수는 서버 머신의 디렉토리에서 컴파일되고 링크 및 배치

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버 머신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의해 동적으로 로드

될 수 있습니다. 

EXTERNAL절의 가장 완전한 양식은 함수를 구현하는 2진 파일의 전체 경로 이름과 그 

뒤에 “!” 및 이 파일의 적절한 시작점 이름이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절은 함수가

/u/dbfns/bin/mortgate 파일의 payment 시작점에 의해 구현된다는 것을 시스템에 알려줍니다.
EXTERNAL NAME '/u/dbfns/bin/mortgate!payment'

경로 이름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관된 sqllib/function 
디렉토리에서 함수를 찾습니다. 따라서 mortgate 2진 파일을 sqllib/function에 넣는 

경우, 위의 절을 다음과 같이 줄일 수 있습니다. 
EXTERNAL NAME 'mortgate!payment'

함수를 링크할 때 디폴트 시작점을 지정할 경우, EXTERNAL절에서 시작점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예와 같이 단순 식별자를 사용하여 구현 파일을 이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EXTERNAL NAME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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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구현 이름을 전혀 지정하지 않고 키워드 EXTERNAL만 지정할 경우, 시스템은 함

수 이름을 구현 이름으로 사용하여 디폴트 함수 디렉토리에서 이 이름을 가진 파일을 찾아 

해당 디폴트 시작점을 호출합니다. 

추가 정보: EXTERNAL절에서 파일 이름 또는 시작점을 지정할 경우, 실행 파일 또는 시작

점의 이름과 대소문자까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6. DETERMINISTIC절. 함수를 DETERMINISTIC 또는 NOT DETERMINISTIC 중 하나로 선언해

야 합니다. NOT DETERMINISTIC은 함수가 같은 매개변수를 갖는 두 개의 호출에서 다른 

결과를 리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결정 함수의 유용한 예로 시스템 제공 함수 rand

와 같은 난수 생성자가 있습니다. rand는 0과 1 사이의 임의의 부동 소수점 숫자를 리턴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옵티마이저는 비결정 함수가 들어 있는 쿼리를 처리할 때 추가 예방 조치

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비결정 함수에 대한 추가 호출을 할 수 있는 조회 변환은 절대 수

행하지 않습니다. 

DETERMINISTIC은 SQL3 표준 초안의 일부입니다. DB2 초기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UDB는 NOT DETERMINISTIC의 동의어로 키워드 VARIANT를 승인하고 DETERMINISTIC
의 동의어로 NOT VARIANT를 승인합니다.

7. EXTERNAL ACTION절. 필수적인 절이며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외부에 영향을 주는 일부 조

치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누군가에게 메일을 보내고, 파일

에 쓰고, 경고 설정을 해제하는 함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는 이러한 함수의 

호출 수를 미리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함수가 SELECT 목록에서 한 번 사용되

는 경우, 이는 쿼리가 리턴하는 각 행에 대해 정확히 한 번 호출되어야 합니다. EXTERNAL 
ACTION절은 데이터베이스 옵티마이저에 이들 함수의 존재에 대해 경고하여 이 함수에 대

한 호출 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쿼리를 수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추가 정보: EXTERNAL ACTION절을 사용할 때 함수가 예측 가능한 횟수가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가 작용이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위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러한 함수는 DISTINCT, 컬럼 함수, 조인 또는 집합 연산자(예: UNION)를 포함하지 않는 쿼

리의 SELECT절이나 VALUES문에서 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FENCED 또는 NOT FENCED. FENCED 옵션은 함수가 항상 데이터베이스와 분리된 어드레

스 스페이스에서 실행되도록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함수가 호출될 때 프로세스 전환 때문

에 성능 저하를 일으키지만, 이 함수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또는 고의적 손상으로

부터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보호합니다. 이 절은 선택적이며 디폴트는 FENCED입니다. 

비분리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실행하며 데이터의 무결성

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분리 함수를 작성하려면 SYSADM 또는 DBADM 권한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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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2.8.2절에서 설명한 대로 SYSADM 또는 DBADM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부여할 수 

있는 CREATE_NOT_FENCED라는 데이터베이스 레벨 권한을 소유해야 합니다. DBAUTH 
카탈로그 테이블의 NOFENCEAUTH 컬럼에서 비분리 함수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된 사용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수가 제대로 테스트될 때까지는 함수를 분리 모드로 실행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함
수를 처음에는 FENCED로 선언했다가 나중에 올바로 작동한다고 확신될 때 이를 NOT FEN
CED로 변환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함수를 삭제한 후 새 CREATE FUNCTION
문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9. NULL CALL 또는 NOT NULL CALL. 이 절은 함수가 널(NULL) 값을 인수 중 하나로 사용하여 

호출될 때 발생되는 일을 제어합니다. 많은 함수의 인수가 널(NULL)일 경우 널 (NULL)값을 

리턴하는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함수가 이 규칙을 따를 경우, NOT NULL CALL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스템은 널(NULL) 인수를 함수에 전달하는 대신 널(NULL) 인수가 

발견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함수의 결과를 널(NULL)로 간주합니다. 이 규칙은 널(NULL)
에 대해 입력 매개변수를 테스트할 필요가 없으므로 함수를 작성하기 쉽게 해줍니다. 인수

가 널(NULL)일 때마다 함수를 호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능도 향상됩니다. 물론 함수는 

NOT NULL CALL 스펙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여전히 널(NULL) 값을 리턴합니다. 

이 절은 선택적이며 디폴트는 NOT NULL CALL입니다.

추가 정보: 파일에 이벤트를 로그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함수를 작성 중

인 경우, 디폴트 NOT NULL CALL를 승인하기 보다는 NULL CALL을 지정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10. LANGUAGE절. 이 필수 절은 함수가 구현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정합니다. 프로그래밍 언

어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UDB가 사용하는 링크 규칙을 결정합니다. 옵션은 C, JAVA 및 

OLE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ava 함수의 경우 6.4.10절을, OLE 함수의 경우 6.4.11절을 참조

하십시오.) 

추가 정보: 함수 구현이 C++로 작성된 경우, LANGUAGE C를 지정해야 하며, 구현 파일의 

함수 선언 부분으로 extern “C”를 지정해야 합니다. 

11. PARAMETER STYLE절. 이 필수 절은 외부 함수에 매개변수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을 

식별합니다. 이 규칙은 6.4.4절에 설명되어 있으며 널(NULL) 값이 표시되는 방법, 오류 조건

이 보고되는 방법과 같은 문제를 규정합니다. LANGUAGE C 또는 OLE의 경우 PARAMETER 
STYLE DB2SQL을 지정하고, LANGUAGEJAVA의 경우 PARAMETER STYLE DB2GENERAL
을 지정해야 합니다. 

12. NO SQL. 이 필수 절은 외부 함수가 SQL문을 포함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현재 외부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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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13. SCRATCHPAD절. 함수가 SCRATCHPAD 옵션을 사용하여 함수를 작성한 경우, 메모리 내에 

하나의 함수 호출에서 다음 함수 호출까지의 정보를 보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스크래

치패드” 영역이 함수에 제공됩니다. 스크래치패드 함수는 6.4.7절에 설명되어 있으며 디폴

트는 NO SCRATCHPAD입니다. 

14. FINAL CALL절. 함수가 SQL문 내에서 사용될 때,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명령문을 처리하는 

동안 함수가 여러 번 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HERE절에서 사용되는 함수는 쿼리

되는 테이블의 각 행에 대해 한 번 호출될 수 있습니다. 함수가 FINAL CALL 옵션을 사용하

여 작성된 경우, 이 함수는 SQL문 처리 종료 시 한 번 더 호출(“최종 호출”)될 수 있습니다. 
최종 호출을 다른 호출과 구별하기 위해 특수 매개변수가 함수 내용으로 전달됩니다. 최종 

호출은 함수 내용에 의해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하는 것과 같은 “정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FINAL CALL 옵션은 때로 SCRATCHPAD 옵션과도 사용되며 6.4.7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는 NO FINAL CALL입니다.

15. PARALLEL절. 이 선택적 절은 멀티프로세서에서 함수를 병렬로 실행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

부를 시스템에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술어에서 함수 excessive(salary)를 사용하는 

쿼리를 작성하는 경우, 시스템은 노드 A에서 일부 행을 처리하고 노드 B에서 나머지 행을 

처리할 수 있으며, 노드 A와 B는 모두 excessive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IS
ALLOW PARALLEL을 지정할 경우, 시스템은 단일 노드에서 모든 행을 수집하여 이들을 차

례로 처리해야 합니다. 함수의 병렬 실행을 허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이유는 하나의 함수 호

출이 스크래치패드를 사용하여 다음 호출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수의 병

렬 실행은 함수가 SCRATCHPAD, FINAL CALL, NOT DETERMINISTIC 또는 EXTERNAL AC
TION과 같은 등록 정보 중 하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디폴트로 허용됩니다. 

16. DBINFO절. 이 선택적 절은 UDB가 함수에 추가 매개변수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이 절은 현

재 데이터베이스 이름, 현재 AuthID 및 현재 명령문에 의해 수정되고 있는 테이블 및 컬럼

의 이름(있을 경우)과 같은 정보가 들어 있는 데이터 구조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하고 있습

니다. 이 책의 예에는 DBINFO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DBINFO 데이터 구조의 자세한 스펙

은 Embedded SQL Programming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외부 함수를 소스로 하는 전래 함수를 정의하는 경우, DETERMINISTIC, EXTERNAL ACTION, 
FENCED, NULL CALL 및 기타 외부 함수의 등록 정보가 전래 함수에 의해 상속됩니다. 

추가 정보: CREATE FUNCTION문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 누락된 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외부 함수의 CREATE FUNCTION문에는 다음과 같은 절이 모두 필요합니다.

RETURNS

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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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STIC 또는 NOT DETERMINISTIC

EXTERNAL ACTION 또는 NO EXTERNAL ACTION

LANGUAGE

PARAMETER STYLE DB2SQL

NO SQL

여기서 사용자는 CREATE FUNCTION문이 왜 이렇게 많은 필수 절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

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함수가 SQL문을 포함할 수 없을 때 왜 NO SQL을 지정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CREATE DISTINCT TYPE문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문을 가

질 수 있습니다. 이 명령문에는 비교 함수 없는 비LOB 소스 유형에서 구별 유형을 작성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WITH COMPARISONS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대답은 표준

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UDB 설계 시 ANSI 및 ISO 위원회에서 사용자 정의 데이터 유형과 

함수를 SQL 표준에 추가하는 일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

므로 표준 구문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표준 위원회는 UDB가 채택한 것과 다른 매개변수 전달 규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UDB 설계자는 CREATE FUNCTION 및 CREATE TYPE문에 매개변수 전달 규

칙 및 UDB 구현의 기타 세부사항을 식별하는 일부 필수 절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절은 SQL 표준의 차후 버전에서 요구될 수 있는 디폴트 동작의 모든 변경에 대비하여 

응용프로그램을 보호합니다. 
다음 예에서 CREATE FUNCTION문은 사람의 정상 체중을 성별과 키를 기준으로 하여 계

산하는 외부 함수를 작성합니다. 성별은 Char(1)을 기준으로 한 구별 유형이고, 키는 Double
을 기준으로 한 구별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Double을 기준으로 한 구별 유형인 

유형 Weight의 값을 리턴합니다. 

CREATE FUNCTION medical.normalWeight(Sex, Height)

RETURNS Weight

EXTERNAL NAME 'medical!nweight'

DETERMINISTIC

NO EXTERNAL ACTION

LANGUAGE C

PARAMETER STYLE DB2SQL

NO SQL;

외부 함수는 SQL문에서 실제로 내장 함수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

용자가 외부 함수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호출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작성된 normalWeight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의 한 예로, 데이터베이스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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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PATIENTS 

PATIENTS 테이블의 SEX, HEIGHT 및 WEIGHT가 각각 Sex, Height, 및 Weight의 데이터 유

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른 Weight를 얻기 위해 Weight에 부동 소수점 값을 곱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전래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CREATE FUNCTION "*"(Double, Weight) RETURNS Weight

SOURCE sysibm."*"(Double, Double); 

다음 쿼리를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체중이 정상 체중의 80% 미만인 모든 환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SELECT name, weight,

medical.normalWeight(sex, height) AS normal

FROM patients

WHERE weight < 0.8 * medical.normalWeight(sex, height); 

6.4.3 함수 결정
함수가 SQL문 내에서 호출될 때, 함수는 완전히 규정된 이름(예: medical.normalWeight) 
또는 규정되지 않은 이름(예: normalWeight)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규정되지 않은 이

름을 사용할 경우, UDB는 자동으로 함수 경로의 전체 스키마를 검색하여 적용 가능 함수를 

찾습니다. 함수 이름이 호출과 일치하고 호출의 인수가 함수의 매개변수로 “승격 가능”할 

경우, 함수는 제공된 호출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곧 각 함수 매개변수의 

데이터 유형이 해당 호출 인수의 데이터 유형과 일치하거나 그림 6-2에서처럼 호출-인수 유

형으로 시작하여 승격 경로 중 하나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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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함수 인수의 유효 데이터 유형 승격 

내장 유형인 Blob, Date, Time, Timestamp와 모든 사용자 정의 데이터 유형은 그림 6-2의 승

격 경로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호출-인수 유형과 함수-매개변수 유형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

니다. 데이터 유형의 길이, 정 도 및 스케일은 적용 가능 함수를 찾을 때는 고려되지 않지

만, 함수가 선택된 후 호출 인수의 길이, 정 도 및/또는 스케일은 함수 매개변수의 길이, 정
도 및/또는 스케일로 변환됩니다. 예를 들어, 컬럼 C3이 데이터 유형 Char(3)을 가지고 사

용자 정의 함수 udf.foo가 데이터 유형 Char(5)의 매개변수를 가질 경우, 호출 foo(c3)는 

C3 값의 길이가 5자가 되도록 공백으로 채운 후 udf.foo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규정되지 않은 이름으로 호출할 경우, 함수 경로에서 둘 이상의 적용 가능 함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키마 이름으로 함수 이름을 규정하더라도 지정된 스키마에서 둘 이상

의 적용 가능 함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시스템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매개

변수와 경로를 고려하여 “최대” 적용 가능 함수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함수 결

정이라고 합니다. 개념적으로 함수 결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1. 먼저 모든 적용 가능 함수 세트를 찾으십시오. 적용 가능 함수는 올바른 함수 이름과 매개

변수 수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호출-인수 유형은 해당 함수-매개변수 유형으로 승격할 수 

있으며, 함수의 스키마는 경로에 있거나 함수 호출에 이름 지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런 다음 각 호출 인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고려하십시오. 각 인수에서 해당 인수에 

“최대 사용 가능”으로 일치하지 않는 모든 함수를 제거하십시오. 이 컨텍스트에서 “최대”
란 “그림 6-2의 승격 도표에서 왼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호
출이 foo(Integer, Date)이고 적용 가능 함수가 foo(Decimal, Date) 및 foo(Doubl

e, Date)인 경우, 함수 foo(Decimal, Date)가 첫 번째 인수에 “더 잘” 일치하므로 foo

(Double, Date)는 고려사항에서 제외됩니다. 함수 인수의 길이, 정 도 및 스케일은 함

수 결정 중에 무시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 모든 인수를 고려한 후 둘 이상의 함수가 남을 경우, 나머지 모든 함수는 같은 매개변수 유

형 세트를 가지고 다른 스키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개의 함수가 남은 경우 경로에서 가

장 빠른 스키마의 함수를 선택하십시오. 

4. 함수의 결과 유형은 함수 결정 프로세스 중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단, 함수 호출이 결정된 

후 선택된 함수의 결과 유형이 함수 호출의 컨텍스트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발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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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예를 들어, 스칼라 함수가 예상된 곳에서 테이블 함수가 호출되거나 이와 반대로 호

출될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추가 정보: 함수 결정 중 char x[11]과 같은 호스트 언어 변수는 항상 데이터 유형 Varchar
를 가지며 Char나 Date는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함수 호출 foo(:x)를 결정

할 때 시스템은 함수 foo(Varchar)는 찾지만 foo(Char)나 foo(Date)는 찾지 않습니

다. 호스트 변수를 Char 또는 Date로 해석되게 하려면 foo(char(:x)) 또는 foo(date

(:x))에서와 같이 명시적 캐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적 데이터 조작 명령문에 있는 함수 호출은 해당 프로그램이 바인드될 때 

결정되는 반면, 동적 명령문에 있는 함수 호출은 런타임 시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6
-4에 나와 있습니다. (표 6-4와 표 2-7의 유사점에 유의하십시오.) 

표 6-4: 정적 및 동적 SQL문의 함수 결정 규칙

명령문 유형 정적 SQL 동적 SQL

데이터 조작 명령문(SELECT, 
INSERT, UPDATE, DELETE 
및 VALUES)

함수는 바인드 시 PREP 또

는 BIND 옵션으로 지정된 

경로를 사용하여 결정됨

함수는 런타임 시 CURRENT 
FUNCTION PATH 특수 레지

스터를 사용하여 결정됨 

기타 모든 SQL문 함수는 런타임 시 PREP 또

는 BIND 옵션으로 지정된 

경로를 사용하여 결정됨

함수는 런타임 시 CURRENT 
FUNCTION PATH 특수 레지

스터를 사용하여 결정됨

프로그램이 바인드될 때 표 6-4에 나와 있는 대로 정적 데이터 조작 명령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함수 호출이 결정됩니다. 프로그램이 바인드된 후 시스템은 더 잘 일치하는 함수 인스

턴스가 작성되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리바인드되더라도(예를 들어, 인덱스가 삭제될 때) 
동일한 함수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이 계속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BIND 또는 

REBIND 명령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리바인드하는 경우, 함수 결정 프로세스

는 스크래치에서 시작되고 이 시점의 최대 적용 가능 함수가 선택됩니다. 프로그램이 바인

드된 함수 인스턴스를 삭제할 경우, 프로그램은 명시적으로 리바인드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는 '작동 불능' 상태가 됩니다. 보수적 바인딩 시멘틱이라고 하는 이 규정은 프로그램이 

일단 바인드되면 사용자의 명시적 조치(명시적 리바인드) 없이는 변경되지 않도록 합니다.  

추가 정보: SQLCODE –440(SQLSTATE 42884)은 시스템이 함수 호출 중 하나에 대한 적용 가

능 함수를 찾을 수 없음을 표시합니다. 이 코드를 받게 되는 경우, 현재 함수 경로를 점검하

여 원하는 함수가 들어 있는 스키마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함수 호출

의 인수를 점검하여 데이터 유형이 함수 매개변수의 데이터 유형과 일치(또는 승격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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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확인하십시오. 

6.4.4 외부 스칼라 함수 구현
n 매개변수를 사용하고 스칼라 결과를 리턴하는 C로 작성된 외부 함수를 정의하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C로 작성되는 실제 함수 내용에는 n보다 더 많은 매개변수가 필요합니다. 이러

한 C 매개변수 중 일부는 널(NULL) 값이 외부 함수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데 사용

되며, 함수의 결과를 리턴하는 데 또 하나의 C 매개변수가 사용되고, 다른 C 매개변수는 오

류 코드를 리턴하는 것과 같은 특수 용도로 사용됩니다. 
addWeeks라는 예제 함수를 작성하여 외부 함수로 매개변수 및 결과를 교환하는 규칙5) 

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예제 함수는 Date와 여러 주를 나타내는 Integer를 사용하며 지

정된 Date에 지정된 주 수를 더하여 계산된 새 Date를 리턴합니다. 이는 UDB가 “5 WEEKS”
와 같은 상수를 유효한 지속 기간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유용한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날짜는 C에서 원시 데이터 유형이 아니므로 이 예제는 SQL 데이터 유형과 C 데이터 유형 

간에 변환이 수행되는 방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완전한 보편성을 위해 더 간

단한 NOT NULL CALL 규칙을 사용하는 대신 널(NULL) 값을 승인하고 처리하는 함수를 작

성하겠습니다. 

다음 예는 지난 4주간 동안 주문된 모든 부품을 찾는 쿼리에서 addWeeks 함수를 사용하

는 방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SELECT partno, quantity, orderdate

FROM orders

WHERE addWeeks(orderdate, 4) > CURRENT DATE;

addWeeks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CREATE FUNCTION문을 사용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함수를 등록해야 합니다. 

CREATE FUNCTION addWeeks(Date, Integer)

RETURNS Date

EXTERNAL NAME 'datefns!addWeeks'

DETERMINISTIC

NO EXTERNAL ACTION

5) 이 절에서 설명하는 매개변수 규칙을 PARAMETER STYLE DB2SQL이라고 합니다. 이 규칙은 C 및 C++로 작성

된 함수에 사용됩니다. Java로 작성된 함수는 PARAMETER STYLE DB2GENERAL이라는 다른 매개변수 규칙을 사

용하는데, 이는 Embedded SQL Programming Guide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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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CALL

LANGUAGE C

PARAMETER STYLE DB2SQL

NO SQL;

이 명령문은 Date와 Integer를 매개변수로 가져오고 Date를 리턴하는 addWeeks 함수를 데이

터베이스에 등록합니다. 이 함수는 SQL문에서 호출되므로 매개변수와 결과는 C 데이터 유

형이 아닌 SQL 데이터 유형을 가집니다. 예에서 이 함수는 SQL로 작성되지 않았지만 이를 

SQL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위의 CREATE FUNCTION문은 addWeeks라는 함수를 포함하는 datefns라는 C 파일을 

작성하고, 이 파일을 컴파일 및 링크하고, 그 결과 2진 파일을 서버 머신의 sqllib/functi

on 디렉토리에 배치하여 SQL 함수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CREATE FUNCTION문이 전체 경

로 이름으로 이 2진 파일을 찾을 수 있는 위치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알려주는 동안 서

버 머신에서 원하는 어떤 디렉토리에든 2진 파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C 함수

를 단일 2진 파일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SQL 함수와 C 함수 간의 맵핑이 CREATE FUNCTION
문에 선언되어 있으므로 C 함수는 자신이 지원하는 SQL 함수와 같은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SQL 함수의 기본이 되는 C 함수는 SQL이 아닌 C 언어로 인식되는 매개변수 유형과 

결과 유형을 가져야 합니다. SQL 함수의 매개변수 및 결과를 C 함수의 매개변수 및 결과로 

맵핑하려면 규칙이 필요합니다. C 함수의 모든 매개변수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관리되는 

스토리지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함수가 FENCED로 선언된 경우, 이 스토리지는 데이터베

이스 자체에서 분리된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있으므로 C 함수의 오류가 데이터베이스를 손

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림 6-3: 외부 스칼라 함수에 대한 매개변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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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함수가 NOT FENCED로 선언된 경우, C 함수는 매개변수로서 전달된 포인터를 통

해 잘못된 데이터를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함수

가 충분히 테스트될 때까지 FENCED 함수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림 6-3은 외부 SQL 함수를 구현하는 C 함수의 매개변수를 요약한 것입니다. 각 매개변

수는 “IN”(함수 내용에 입력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또는 “OUT”(함수 내용에서 리

턴된 정보를 운반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레이블 표시되어 있습니다. 
SQL 함수를 구현하는 C 함수로 매개변수를 전달하는 UDB 규칙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

습니다. (N은 SQL 함수의 매개변수 수를 나타냅니다.)

1. C 함수의 첫 번째 N 매개변수는 SQL 함수의 N 매개변수에 대한 포인터이며, 호스트 변수에 

대한 SQL 데이터 유형의 지정 규칙에 따라 해당 호스트 언어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되었습

니다. 지정된 오브젝트는 실제 매개변수의 사본이므로 C 함수는 이들 포인터를 사용하여 

실제 입력 매개변수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매개변수의 데이터 유형이 구별 유형인 경우, 이 매개변수는 먼저 구별 유형이 정의된 소

스 유형으로 변환된 다음 소스 유형에 해당하는 호스트 언어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됩니다. 
예를 들어, 구별 유형 Age 및 Sex가 각각 소스 유형 Integer 및 Char(1)에서 정의되었다고 가정

합니다. 외부 함수 avgHeight(Age, Sex)를 정의할 경우, 매개변수는 표 6-5에 정의된 바

와 같이 Age 및 Sex에서 Integer 및 Char(1)로 변환된 다음 Integer 및 Char(1)에 해당하는 C 언
어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됩니다. 

이 예제에서 SQL 함수의 Date 및 Integer 매개변수는 각각 데이터 유형 char[11] 및 long

을 사용하여 C 함수로 전달됩니다. C 함수로 전달될 수 있는 SQL 데이터 유형과 이에 해당되

는 C 데이터 유형은 표 6-5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각 C 데이터 유형의 경우, 기호 유형 이름

이 헤더 파일 sqllib/include/sqludf.h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전체 C 선언을 입력하는 

대신 이 이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표 6-5: 외부 함수로 매개변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유형6) 

SQL 데이터 유형 sqludf.h의 기호 유형 이름
C 프로그램에 표시되는 기본 

데이터 유형

Smallint SQLUDF_SMALLINT short

Integer SQLUDF_INTEGER long

6) 표 6-5와 부록 C의 표 C-1은 의도적으로 유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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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외부 함수로 매개변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유형 (계속)

SQL 데이터 유형 sqludf.h의 기호 유형 이름
C 프로그램에 표시되는 기본 

데이터 유형

Decimal(p,s) (없음) C에 해당되는 유형 없음. Decimal 데이

터는 외부 함수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char(Decimal) 함수를 사

용하여 매개변수를 Char 데이터 유형

으로 변환하거나 double(Decimal) 
함수를 사용하여 Double 데이터 유형

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Real SQLUDF_REAL Float

Double SQLUDF_DOUBLE Double

Char(n) SQLUDF_CHAR char[n+1](널(NULL) 종료) 

Varchar(n)
(비트 데이터용 아님)

SQLUDF_VARCHAR char[n+1](널(NULL) 종료) 

varchar(n)
(비트 데이터용)

SQLDF_VARCHAR_FBD struct

{

unsigned short length;

char data[n];

}

Long Varchar SQLUDF_LONG struct

{

unsigned short length;

char data[n];

}

Graphic(n) 및 

Vargraphic(n)
SQLUDF_GRAPH,

SQLUDF_VARGRAPH
sqldbchar[n+1](널(NULL) 종료)

Long Vargraphic SQLUDF_LONGVARG struct

{

unsigned short length;

sqldbchar data[n]

}

(주: 길이는 2바이트 단위로 표시됨)

Date SQLUDF_DATE char[11], 'yyyy-mm-dd' 형식으

로 널(NULL)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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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외부 함수로 매개변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유형 (계속)

SQL 데이터 유형 sqludf.h의 기호 유형 이름

C 프로그램에 표시되는 기본

데이터 유형

Time SQLUDF_TIME char[9], 'hh.mm.ss' 형식으로 

널 종료

Timestamp SQLUDF_STAMP char[27], 'yyyy-mm-dd-hh.m

m.ss.nnnnnn' 형식으로 널(NULL) 
종료 

Blob(n) 및 

Clob(n)
SQLUDF_BLOB,

SQLUDF_CLOB

struct

{

unsigned long length;

char data[n];

};

Dbclob(n) SQLUDF_DBLOB struct

{

unsigned long length;

sqldbchar data[n];

};

(주: 길이는 2바이트 단위로 표시됨)

Blob, Clob 또는 Dbclob의 

로케이터

udf_locator Unsigned long 

2바이트 데이터(SQL 데이터 유형 Graphic, Vargraphic, Long Vargraphic 또는 Dbclob)는 외부 

함수와 교환될 때 항상 다중 바이트 형식(와이드 문자 형식이 아닌)으로 교환됩니다. 다시 

말해, 외부 함수의 매개변수와 결과는 항상 프리컴파일러 옵션 WCHARTYPE NOCONVERT
에 의해 지정된 형식을 사용합니다.

2. C 함수의 그 다음 매개변수는 리턴 값이 저장되어야 하는 위치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이 위

치에 저장되어야 하는 C 데이터 유형은 캐스팅하기 전에 선언된 리턴 유형의 SQL 데이터 

유형에 해당하는 C 데이터 유형(표 6-5)입니다. 예를 들어, 리턴 유형이 Date로 선언된 경우, 
널(NULL) 종료 char[11]이 SQL 데이터 유형 Date에 해당하는 C 데이터 유형이므로 C 함
수는 널(NULL) 종료 char[11] 값을 표시된 위치에 저장해야 합니다. 리턴 값을 Date의 최

종 데이터 유형으로 캐스팅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의해 수행됩니다. C 함수는 

Date로 유효하게 캐스트될 수 있는 리턴 값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이 프로세스에 관여할 필

요가 없습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선언된 데이터 유형의 리턴 값을 보유할 수 있

는 스토리지만 제공하기 때문에 더 긴 값을 리턴하면 비분리 함수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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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함수의 그 다음 N 매개변수는 SQL 함수의 N 매개변수에 대한 널(NULL) 표시기입니다. 
이들 함수는 각각 C 데이터 유형이 short인 값에 대한 포인터로서, 해당 SQL 매개변수가 

널(NULL)이 아닌 경우 0을 포함하고, 해당 SQL 매개변수가 널(NULL)인 경우 –1을 포함합

니다. 이 매개변수는 함수가 NOT NULL CALL 등록 정보로 선언되더라도(이 경우, 모든 표

시기 값은 모든 호출에서 0이 됨) 항상 존재합니다. 

4. 그 다음 매개변수는 C 함수가 리턴 값의 널 표시기를 저장해야 하는 위치에 대한 포인터입

니다. 이 표시기의 C 데이터 유형은 short이며, 리턴 값이 널(NULL)이 아닌 경우 0으로 설

정되고, 리턴 값이 널(NULL)인 경우 –1로 설정됩니다. 함수가 NOT NULL CALL 등록 정보

로 선언되더라도 널(NULL) 결과를 생성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표시기를 올바로 설

정해야 합니다. 

5. 그 다음 매개변수는 C 함수가 생성한 다섯 자리 SQLSTATE를 저장해야 하는 위치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SQLSTATE의 C 데이터 유형은 char[6]이며, C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널

(NULL) 종료자를 사용하여 00000으로 초기화됩니다. 00000은 정상 리턴을 나타내므로 

C 함수는 오류 또는 경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SQLSTATE를 명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

니다. SQLSTATE 코드 01H00 - 01H99는 사용자 생성 경고 조건을 위해 예약되어 있으며, 386
00 - 38999는 사용자 생성 오류 조건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C 함수가 이들 코드 중 하나

를 생성할 경우, 이 코드는 함수를 호출한 SQL문이 리턴할 SQLSTATE로 사용됩니다. C 함
수가 예약된 코드 중 하나가 아닌 다른 SQLSTATE를 생성할 경우, SQL문의 호출로 리턴되는 

SQLSTATE는 39001이 됩니다. 기타 특정 SQLSTATE는 사용자 정의 함수의 호출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 함수가 비정상 종료되는 경우, SQLSTATE는 38503으

로 설정됩니다.)

6. C 함수의 그 다음 매개변수는 널 종료자와 함께 SQL 함수의 완전히 규정된 이름(예: YOURN
AME.ADDWEEKS)을 포함하는 유형 char[28]의 스토리지 영역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이 매

개변수는 여러 개의 SQL 함수가 동일한 C 함수에 의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매개변

수를 사용하여 각 호출이 원하는 SQL 함수를 구별합니다. 

7. C 함수의 그 다음 매개변수는 널 종료자와 함께 SQL 함수의 특정 이름을 포함하는 유형 ch

ar[19]의 스토리지 영역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이전 매개변수와 같이 이 매개변수는 단일 

C 함수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SQL 함수를 구현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 정의 

함수는 특정 이름이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었더라도 계열 이름 외에 특정 이름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8. C 함수의 그 다음 매개변수는 C 함수가 최대 70자의 메시지 텍스트와 그 뒤에 널 종료자를 

저장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함수가 리턴한 SQLSTATE가 0이 아닌 경우, 이 

메시지 텍스트는 SQLCA 제어 블록의 sqlerrmc 필드에 복사됩니다. sqlerrmc 필드는 일

련의 “토큰”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토큰은 함수 이름으로 설정되고. 두 번째 토큰은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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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정 이름으로 설정되며, 세 번째 토큰은 함수가 리턴한 메시지 텍스트로 설정됩니다. 
sqlerrmc 필드에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메시지 텍스트를 절단할 수 있습니다. 

9. 그 다음 매개변수는 함수가 SCRATCHPAD 옵션을 사용하여 정의된 경우에만 존재합니다. 
이 매개변수는 같은 SQL문 내에서 하나의 함수 호출에서 다른 함수 호출까지의 정보를 보

존하기 위해 함수에 제공된 메모리 영역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이 매개변수의 데이터 유형

은 struct sqludf_scratchpad*입니다. (이 구조는 sqllib/include/sqludf.h에 선

언되어 있습니다.) 스크래치패드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4.7절을 참조하십시오.

10. 그 다음 매개변수는 함수가 FINAL CALL 옵션을 사용하여 정의된 경우에만 존재합니다. S
QL문 처리 중 함수에 대한 첫 번째 호출에서는 –1로 설정되고, “최종 호출”에서는 +1로 설

정되며, 함수에 대한 다른 모든 호출에서는 0으로 설정되는 long 변수에 대한 포인터입니

다. FINAL CALL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4.7절을 참조하십시오.

11. 그 다음 매개변수는 함수가 DBINFO 옵션을 사용하여 정의된 경우에만 존재합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현재 AuthID 및 현재 명령문에 의해 수정되고 있는 테이블 및 컬럼(있을 경

우)의 이름과 같은 정보가 들어 있는 데이터 구조에 대한 포인터이며, Embedded SQL Progra
mming Guide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다음 규칙에 유의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은 재입력 가능해야 합니다. (즉, 정적 변수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 규칙은 여

러 사용자가 동시에 간섭 없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프로그램이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는 경우, 리턴하기 전에 메모리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 규

칙의 유일한 예외는 스크래치패드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하나의 호출에 대해 메모리를 할

당하고 다른 호출에 대해서는 해제합니다.

• 프로그램은 return문을 사용하여 호출자에게 리턴해야 하며 운영 체제 exit 함수를 호

출해서는 안됩니다.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간의 모든 값 교환은 매개변수에 의

해 수행되므로 C 함수의 리턴 데이터 유형은 void로 되어야 합니다. 

• 프로그램은 표준 입력 스트림(예: scanf)에서 읽거나 표준 출력 스트림(예: printf)으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키보드 또는 표시장치에 연결되지 않은 프로세스에 있는 

서버 머신에서 실행되므로 이들 스트림은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프로그램은 

서버 머신에서 파일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 함수 구현이 C++로 작성된 경우, 구현 파일의 함수 선언 부분으로 extern "C"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함수가 C++ 컴파일러가 선택한 “뒤섞인(mangled)” 이름 대신 사용자가 제공한 

이름으로 링크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성을 위해서는 오버로드된 C++ 
함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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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사용자 정의 함수의 구현을 디버깅할 때 함수 조치의 추적을 서버 머신에 있는 

파일에 쓰는 것이 함수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함수를 파일에 쓰는 경

우, 모든 사용자에게 이 파일에 대한 쓰기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함수가 파일을 작성

할 경우, 모든 사용자에게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 대한 쓰기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함수는 서버 머신의 더미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며 사용자 고유의 사용자 ID로는 실행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외부 함수를 구현하는 규칙에 대해 설명했으므로 이 절을 시작할 때 논의했던 addW

eeks 함수의 구현을 살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addWeeks 함수는 Date 및 Integer를 매개변

수로 가져와서 입력 Date에 제공된 주 수를 추가하여 계산된 Date를 결과로 리턴합니다. ad
dWeeks를 구현하는 C 함수의 매개변수는 그림 6-3의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addWeeks 및 이 장의 기타 예제 함수에서 함수 선언에 있는 기호 SQL_API_FN
은 함수를 다중 플랫폼에서 이동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호의 값은 AIX 또는 OS/2와 같은 특

정 플랫폼에서 함수 선언을 컴파일하는 데 필요한 문자열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세 개

의 일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SQL_API_FN의 정의입니다. 

Windows NT: _stdcall
OS/2: _System
AIX: (빈 문자열)

사용자 시스템에 있는 SQL_API_FN 및 기타 플랫폼 종속 기호의 정의를 보려면 sqllib/

include/sqlsystm.h를 보십시오. 

예제 함수: addWeeks

#include <stdio.h> 

void SQL_API_FN addWeeks

(

 char *dateIn,      /* 1st input parameter, char[11], null-term. */

 long *weeksIn,     /* 2nd input parameter, long */

 char *dateOut,     /* return value, char[11], null-terminated */

 short *nullDateIn, /* 1st input parameter, indicator variable */

 short *nullWeeksIn,/* 2nd input parameter, indicator vari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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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t *nullDateOut,/* return value, indicator variable */

 char *sqlstate,    /* returned SQLSTATE, char[6], null-term. */

 char *fnName,      /* family name of fn, char[28], null-term. */

 char *specificName,/* specific name of fn, char[19], null-term . */

 char *message     /* message area, char[70], null-terminated */

)

{

 /*

 ** The following array tells us how many days are in each month.

 */

 const int monthDays[] =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int year, month, day, conversions, daysThisMonth;

 /*

** If either input is null, return a null result.

** (This function could have specified "not null call".)

*/

if (*nullDateIn || *nullWeeksIn)

{

*nullDateOut = -1;

return;

}

/*

** Convert input date string into year, month, and day

** Return error code if conversion fails.

*/

conversions = sscanf (dateIn, "%4d-%2d-%2d", &year, &month, &day);

if (conversions != 3)

{

 strcpy (sqlstate, "38601");

 strcpy (message, "Bad date");

 retu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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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ck the input parameters for sanity

*/

if (year < 0 || month < 0 || month >12

|| day < 0 || day > monthDays[month-1] || *weeksIn < 0)

{

 strcpy (sqlstate, "38602");

 strcpy (message, "Bad input");

 return;

}

/*

** Add up the days, then roll into months and years as needed.

*/

day = day + 7 * *weeksIn;

daysThisMonth = monthDays[month-1];

if (month == 2 && year % 4 == 0)

 daysThisMonth++; /* leap year */

while (day > daysThisMonth)

{

 day = day – daysThisMonth;
 month++;

 if (month > 12)

{

 year++;

 month = 1;

}

daysThisMonth = monthDays[month-1];

if (month == 2 && year % 4 == 0)

daysThisMonth++; /* leap year */

}

/*

** Convert the date back into string form for outp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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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tf(dateOut, "%4.4d-%2.2d-%2.2d\0", year, month, day);

*nulldateOut = 0;

return;

}

6.4.5 외부 함수 설치
외부 함수를 구현하는 C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파일은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의 이름을 가

질 수 있으며, 둘 이상의 함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그

램은 <stdio.h>와 같은 헤더 파일을 가질 수 있으며 sprintf()와 같은 표준 C 함수를 호

출할 수 있습니다. UDB가 사용자의 외부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를 컴파일하고 링크

한 후 실행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해당 디렉토리에 넣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단

계를 외부 함수 설치라고 합니다. 
외부 함수 설치 프로세스는 사용 중인 운영 체제 및 컴파일러에 따라 다릅니다. 이 프로

세스는 사용자 운영 체제에 대한 Building Your Applications라는 매뉴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관련된 단계의 일반 개요를 제공합니다. 

1. 프로그램은 여러 외부 함수에 대한 구현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외부 함수 설치의 첫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이 익스포트한 모든 시작점(함수)을 나열하는 모듈 정의 파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파일은 링커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컴파일러에 필요한 모듈 정의 파일

의 이름과 형식은 Building Your Applications에 설명되어 있으며, 몇 개의 동일한 모듈 정의 

파일을 sqllib/samples/c 디렉토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

습니다. 

• datefns.C 파일에 addWeeks 및 subWeeks라는 함수가 들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Windows 
NT에서 Microsoft Visual C++ 컴파일러를 사용 중인 경우, 다음 내용이 있는 datefns.def

라는 모듈 정의 파일이 필요합니다.
LIBRARY DATEFNS

EXPORTS

  addWeeks

  subWeeks

• AIX에서 모듈 정의 파일을 익스포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IBM XLC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AIX의 datefns.C 파일을 컴파일하고 링크할 계획인 경우, 다음 내용이 있는 datefns.exp

라는 익스포트 파일이 필요합니다. 
#! export file for datefns

add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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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Weeks

2. 함수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파일을 컴파일하고 링크하십시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sqllib/samples/c 디렉토리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Windows NT
에서 Microsoft Visual C++ 컴파일러로 bldmsudf.bat라는 일괄처리 파일을 사용하거나 IBM 
Visual Age C++ 컴파일러로 bldvaudf.bat라는 일괄처리 파일을 사용하여 외부 함수를 컴

파일하고 링크할 수 있습니다. 유사 이름(bld..udf 패턴과 일치하는)을 가진 스크립트 파

일이 AIX 및 기타 플랫폼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들 파일 중 하나를 사용하기 전에, 파일 

자체에 있는 주석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대로 읽고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ldmsudf.
bat 파일은 C로 작성된 함수를 컴파일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함수가 C++로 작성된 경우에 

필요한 수정사항을 설명하는 주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단계 2에서 생성된 실행 파일을 서버 머신의 해당 디렉토리에 배치하십시오. 프로그램 date

fns.C가 링크된 후에는 Windows 또는 OS/2에서 생성되는 실행 파일의 이름이 datefns.dll로 

지정되고, AIX에서 생성되는 파일의 이름은 간단히 datefns로 지정됩니다. 디폴트로 이 

실행 파일은 서버 머신의 sqllib/function 디렉토리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배치가 끝나

면 CREATE FUNCTION문은 경로 이름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EXTERNAL 
NAME 'datefns!addWeeks'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실행 파일을 서버 머신의 다른 

디렉토리에 배치하고 CREATE FUNCTION문은 파일에 대한 전체 경로 이름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예: EXTERNAL NAME '/usr/udflib/datefns!addWeeks'). 여러 서버 머신에서 

병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실행 중인 경우, 사용자 시스템에 있는 모든 머신으로부터 함

수 구현에 액세스 가능해야 합니다.

외부 함수를 컴파일하고 링크하는 스크립트(예: bldmsudf.bat)는 결과 실행 파일을 로

컬 머신의 디폴트 디렉토리(sqllib/function)로 복사합니다. 서버 머신 외의 다른 일부 

머신에서 컴파일하거나 디폴트 디렉토리 외의 다른 일부 디렉토리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파일을 명시적으로 복사해야 합니다. 

실행 파일을 해당 디렉토리로 복사한 후에는 모든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를 들어, AIX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datefns 파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hmod a+x datefns

외부 함수를 실행하는 프로세스는 사용자의 사용자 ID로 실행되지 않으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더미 사용자 ID로 실행되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4. 함수가 사용되는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CREATE FUNCTION문을 실행하여 외부 함수를 “등
록”하십시오. CREATE FUNCTION문은 함수가 컴파일되거나 링크되기 전 또는 후에 실행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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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운영 체제 플랫폼에 관계없이 외부 함수를 구현하는 실행 파일을 권한이 없는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 파일을 보호하

지 않으므로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파일을 실행합니다. 함수 구현이 다른 실행 파일로 대체

될 경우, 위험한 일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4.6 외부 함수에 로케이터 사용
6.1.3절에서 대형 오브젝트를 로케이터 양식으로 응용프로그램에 전달하는 이점에 대해 설

명했습니다. 로케이터는 대형 오브젝트 유형(Blob, Clob, Dbclob 또는 이들 유형 중 하나를 

소스로 하는 구별 유형) 중 하나의 값을 나타내는 정수입니다. 로케이터에 의해 표시된 값

은 UDB 제어 하에 남아 있으므로 이를 보유하기 위한 대형 버퍼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

스와 응용프로그램 간에 값을 전달하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 오브젝트를 로케이터 양식으로 조작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외부 함수 및 응용프

로그램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함수가 대형 오브젝트를 매개변수로 가져오거나 대

형 오브젝트를 결과로 리턴할 경우, 오브젝트의 전체 값을 복사하는 것보다 로케이터로 표

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단, 외부 함수는 응용프로그램이 갖지 않는 제한사항을 

가집니다. 즉, SQL문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형 오브젝트 매개변수를 로케이터 양식

으로 받는 외부 함수가 처리를 위해 대형 오브젝트 조각을 버퍼로 검색하기 위해 VALUES

(substr(:locator, 1, 1000)) INTO :buffer와 같은 SQL문을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

합니다. 
로케이터를 외부 함수에 유용하게 하기 위해 UDF는 로케이터를 사용하여 대형 오브젝트

를 조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

은 C 함수로 구성되는데, 이를 로케이터 함수라고 합니다. 

1. sqludf_length는 로케이터에 의해 표시된 값의 길이를 검색합니다. 

2. sqludf_substr은 로케이터에 의해 표시된 값의 지정된 부속문자열을 검색합니다. 

3. sqludf_create_locator는 새 로케이터를 작성하며, 초기의 빈 오브젝트를 나타냅니다. 
새 로케이터에 의해 표시된 오브젝트는 일반적으로 sqludf_append를 사용하며 한번에 

한 조각으로 구성됩니다. 

4. sqludf_append는 버퍼의 일부 데이터를 로케이터에 의해 표시된 오브젝트의 맨 끝에 추

가합니다. 이 방법은 외부 함수가 로케이터 양식으로 리턴될 대형 오브젝트를 구성할 수 있

는 방법입니다. 

5. sqludf_free_locator는 시스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로케이터와 연관된 자원을 해

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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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로케이터 함수는 정상 리턴인 경우 0, 오류인 경우 0 이외의 리턴 코드를 가집니다. 
로케이터 함수와 해당 매개변수의 데이터 유형은 sqludf.h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extern int sqludf_length

(

 udf_locator* locator_p, /* IN: Points to a LOB locator */

 long* return_len        /* OUT: Returns length of LOB value */

);

extern int sqludf_substr

(

 udf_locator* locator_p, /* IN: Points to a LOB locator */

 long start,             /* IN: Start position (first char = 1) */

 long length,            /* IN: Get this many bytes */

 unsigned char* buffer,  /* IN: Read into this buffer */ 

 long* return_len        /* OUT: Returns no. of bytes moved */

);

extern int sqludf_create_locator

(

 int loc_type,           /* IN: SQL_TYP_BLOB, SQL_TYP_CLOB,

     or SQL_TYP_DBCLOB       */

 udf_locator** locator_p /* OUT: Returns pointer to a new locator */

);

extern int sqludf_append

(

 udf_locator* locator_p, /* IN: Points to a LOB locator */

 unsigned char* buffer,  /* IN: Data to be appended to LOB */

 long length,            /* IN: Length of data to be appended */

 long*  return_len       /* OUT: Returns LOB length after append */

);

extern int sqludf_free_locator

(

 udf_locator* locator_p  /* IN: Pointer to a LOB locat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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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로케이터 함수는 비분리 외부 함수에서만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로케이터 함

수의 사용이 비교적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분리 외부 함수가 데이터베이스를 손상시킬 가

능성이 있으므로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에 설치하기 전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중

하게 디버그해야 합니다. 
로케이터 함수 사용의 예로, 제공된 단어에 대해 Clob를 검색하여 발견된 컨텍스트와 함

께 각 단어 발생을 리턴하는 외부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context라고 하며, 매
개변수는 검색되는 Clob 및 목표 단어입니다. 이 함수는 원래 Clob의 목표 단어의 각 발생을 

포함하는 새 Clob와 각 발생 바로 뒤에 오는 컨텍스트 문자열을 함께 리턴합니다. 이러한 간

단한 예에서 리턴될 컨텍스트 크기 및 목표 단어의 최대 크기는 외부 함수에 상수로 컴파일

됩니다. 입력 Clob와 함수의 결과는 둘 다 로케이터 양식으로 전달됩니다. 
context 함수를 작성하는 SQL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CREATE FUNCTION context(Clob(1M) AS LOCATOR, Varchar(10))

RETURNS Clob(1M) AS LOCATOR

SPECIFIC context

EXTERNAL NAME 'context!context'

LANGUAGE C

PARAMETER STYLE DB2SQL

DETERMINISTIC

NOT FENCED

NO EXTERNAL ACTION

NO SQL;

context 함수를 구현하는 C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입력 Clob 매개변수를 한번에 보유하

기 위해 1MB 버퍼를 할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대신 이 함수는 작은 버퍼를 할

당하고 겹쳐진 청크에서 Clob를 페치하여 목표 단어에 대해 각 청크를 검색합니다. 청크 간

의 겹침은 목표 단어 발생이 발견될 때마다 전체 단어와 그 뒤에 오는 컨텍스트가 버퍼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context 함수는 리턴 값을 표시하기 위해 새 로케이터를 작성

하고 이 로케이터에 목표 단어의 각 발생을 해당되는 뒤 컨텍스트 및 분리 문자와 함께 추

가합니다. 입력 Clob의 끝에 도달하면 함수는 출력 로케이터만 리턴합니다. 
context 함수의 구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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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함수: context

#include <string.h>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include <sqlenv.h>

#include <sqludf.h>

#define CHUNKSIZE 1000

#define WORDSIZE 10

#define CONTEXTSIZE 20

#define BUFFERSIZE CHUNKSIZE+WORDSIZE+CONTEXTSIZE

#define OUTPUTMAX 1000000

#define BADNEWS "70001"

void SQL_API_FN context

(

 udf_locator *inClobLoc,  /* IN: Locator for input Clob */

 char *targetWord,        /* IN: Word to search for */

 udf_locator *outClobLoc, /* OUT: Locator for Clob to be returned */ 

 short *nullInput,        /* IN: Null indicator for param. 1 */

 short *nullTarget,       /* IN: Null indicator for param. 2 */

 short *nullOutput,       /* OUT: Null indicator for return value */ 

 char *sqlstate,          /* OUT: returned SQLSTATE, null-terminated */

 char *fnName,            /* IN: name of function */

 char *specificName,      /* IN: specific name of function */

 char *message            /* OUT: return message area */ 

)

{

 char buffer[BUFFERSIZE]; /* Holds one chunk of input data */

 long inputLength;        /* Total length of input Clob */

 long targetWordLength;   /* Length of target word */

 long outputLength;       /* Total length of return Clob */

 long inputScanned;       /* No. of input characters scanned so far */

 long charInBuffer;       /* No. of characters currently in buff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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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thisChunk;          /* No. of characters in current chunk */

 long thisContextLength;  /* How much context to print for this word */

 long i;                  /* Iterates over characters in buffer */

 long rc;                 /* Return code from sqludf calls */

/*

** Get length of input Clob

*/

rc = sqludf_length(inClobLoc, &inputLength);

if (rc)

{

 strcpy(sqlstate, BADNEWS);

 sprintf(message, "sqludf_length returned %d", rc);

  return;

}

/*

** Make sure target word is not longer than WORDSIZE

*/

targetWordLength = strlen(targetWord);

if (targetWordLength > WORDSIZE)

{

 strcpy(sqlstate, BADNEWS);

 sprintf(message, "Sorry, the target word is too long");

 return;

}

/*

** Create an output Clob locator

*/

rc = sqludf_create_locator(SQL_TYP_CLOB, &outClobLoc);

if (rc)

{

 strcpy(sqlstate, BADNEWS);

 sprintf(message, "sqludf_create_locator returned %d", rc);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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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Scanned = 0;

outputLength = 0;

/*

** Scan until we reach the end of the input Clob

** or run out of room in the output Clob.

*/

while ( inputScanned < inputLength

 && outputLength+WORDSIZE+CONTEXTSIZE < OUTPUTMAX )

{

/*

** Read a chunk of the input Clob into the buffer.

** Set charsInBuffer to actual number of characters read.

*/

rc = sqludf_substr(inClobLoc,

inputScanned + 1,

BUFFERSIZE,

(unsigned char *)buffer,

&charsInBuffer); 

if (rc)

{

 strcpy(sqlstate, BADNEWS);

  sprintf(message, "sqludf_substr returned %d", rc);

 return;

}

if (charInBuffer < CHUNKSIZE) thisChunk = charsInBuffer;

else thisChunk = CHUNKSIZE;

for (i=0; i<thisChunk; i++)

{

if (!strncmp(targetWord, &buffer[i], targetWordLeng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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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 the target word and its context to the output Clob

*/

if (i + targetWordLength + CONTEXTSIZE < charsInBuffer)

   thisContextLength = targetWordLength + CONTEXTSIZE;

else thisContextLength = charsInBuffer - i;

rc = sqludf_append(outClobLoc,

(unsigned char *)buffer + i,

thisContextLength,

&outputLength);

if (rc)

{

strcpy(sqlstate, BADNEWS);

sprintf(message, "sqludf_append returned %d", rc);

return;

} 

/*

** Append a "!" delimiter to mark the end of the context

*/

rc = sqludf_append(outClobLoc,

    (unsigned char *)"!",

    1,

    &outputLength);

if (rc)

{

strcpy(sqlstate, BADNEWS);

sprintf(message, "sqludf_append returned %d", rc);

return;

}

} /* end of case where matching word is found */

} /* end of for loop that searches inside buffer */

inputScanned += thisChunk;

} /* end of while loop that fetches chunks into buff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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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no target words were found, the output Clob is initialized

** to the empty string,

*/

return;

} 

6.4.7 스크래치패드 함수
스크래치패드 함수는 하나의 함수 호출과 그 다음 함수 호출 사이에서 일부 정보를 보유하

는 데 필요한 외부 함수입니다. CREATE FUNCTION문에 SCRATCHPAD절이 들어 있는 경

우, 함수 내용에는 선택한 모든 데이터를 쓸 수 있는 100바이트의 “스크래치패드” 영역이 

제공됩니다. 이 스크래치패드의 데이터는 함수 호출 사이에 보존되므로 각 함수 호출은 마

지막 호출에 의해 저장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패드의 데이터는 제공된 SQL
문을 처리하는 동안에만 보존되며 SQL문 사이에서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QL
문 SELECT foo(c1) FROM t1에서 스크래치패드 함수 foo가 사용된 경우, 함수 foo는 테

이블 T1의 각 행에 대해 한 번 실행되며 스크래치패드 데이터는 이들 모든 함수 호출에 걸쳐 

보존됩니다. 그러나 같은 SQL문이 두 번 실행될 경우, 새 스크래치패드를 수신합니다. 함수가 

같은 SQL문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 경우, 각 함수의 사용은 고유의 별도 스크래치패드를 수

신합니다.
함수가 SCRATCHPAD 옵션을 사용하여 작성된 경우,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스크래치패

드 영역에 대한 포인터가 들어 있는 매개변수가 전달됩니다. 매개변수의 데이터 유형은 st

ruct sqludf_scratchpad*입니다. 스크래치패드 구조의 선언은 sqllib/include/sq

ludf.h에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struct sqludf_scratchpad

{

unsigned long length; /*length of data area */

char data[100];       /* initialized to binary 0s */

};

위의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스크래치패드는 함수 구현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100바

이트를 포함합니다. 함수가 호출 사이에서 100바이트를 초과하는 데이터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메모리를 할당하거나(malloc를 사용하여) 스크래치패드에 추가 메모리에 

대한 포인터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패드 영역은 각 SQL문에서 첫 번째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2진 0으로 초기화됩

니다. 함수 내용은 첫 번째 호출을 발견하기 위해 0을 테스트하거나 FINAL CALL 옵션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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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SQL문 내의 초기 호출인 경우 –1을, 최종 호출인 경우 +1을 포

함하고 기타 모든 호출에 대해서는 0을 포함하는 매개변수가 함수에 전달되도록 합니다. 
“최종 호출”은 SQL문이 처리된 다음에 함수 내용에 작성되는 특수 호출입니다.7) 함수 내용

이 메모리를 할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FINAL CALL 옵션을 사용하여 쓰여지고 최종 호출

에서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해야 합니다. 최종 호출은 SQL문을 처리한 후 발생하므로 해당 

입력 및 출력 매개변수(최종 호출을 식별하는 calltype 매개변수 이외의)는 의미가 없습

니다. 
스크래치패드 함수의 가장 간단한 예는 단순히 SQL문에서 호출된 횟수를 계수하는 함수

입입니다. 이 함수에 의해 저장된 모든 데이터는 스크래치패드에 꼭 맞으므로 메모리를 할

당하거나 FINAL CALL 옵션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수는 스크래치패드가 각 SQL문 

내의 첫 번째 호출이 일어나기 전에 2진 0으로 초기화되는 사실에 의존합니다. 함수의 내용

은 다음과 같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include <stdlib.h>

#include <sqludf.h>

void SQL_API_FN seqno

(

 long *returnValue,  /* return value, an integer */

 short *returnNull,  /* return indicator variable */

 char *sqlstate,     /* returned SQLSTATE, char[6] */

 char *fnName,       /* family name of fn, char[28] */

 char *specificName, /* specific fn name, char[19] */

 char *message,      /* message area, char[70] */

 struct sqludf_scratchpad *scratchpad /* in sqludf.h */

)

{

long *p;

p = (long *)(scratchpad->data); /* point at pad data */

*p = (*p)+1;         /* increment counter inside pad */

*returnValue = *p;   /* return the counter value */

*returnNull = 0;

return;

}

7) 함수가 들어 있는 SQL문이 커서를 사용하여 처리되는 쿼리인 경우, “최종 호출”은 커서가 닫혀질 때(CLOSE문 

또는 트랜잭션 종료에 의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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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패드 함수가 다중 노드에서 병렬로 실행될 때 각 노드는 고유의 별도 스크래치

패드를 가져와서 첫 번째 호출에서 0으로 초기화됩니다. FINAL CALL이 선언된 경우, 함수

는 참여 중인 각 노드에 특수 “초기 호출” 및 “최종 호출”을 가져옵니다. 함수는 초기 호출의 

이점을 활용하여 일부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병렬 처리와 충돌하지 않는 스크래치패

드에 캐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함수가 하나의 함수 호출에서 그 다음 함수 호출로(즉, 한 행

의 처리에서 그 다음 행의 처리로) 일부 정보를 통신하기 위해 스크래치패드를 사용 중인 

경우, 이 함수는 병렬로 실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함수의 대표적인 예로 Seqno를 들 수 

있습니다. 함수는 모든 노드가 고유의 계수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 처리된 각 행에 대해 시

퀀스 번호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seqno 함수는 다음 명령문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됩니다(실행 파일이 디폴트 디

렉토리 sqllib/function에 배치되었다고 가정함). 함수가 NOT DETERMINISTIC으로 선

언되어 호출될 때마다 같은 결과를 리턴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CREATE FUNCTION seqno() RETURNS Integer

EXTERNAL NAME 'seqno!seqno'

SPECIFIC seqno

NOT DETERMINISTIC

NO EXTERNAL ACTION

LANGUAGE C

FENCED

PARAMETER STYLE DB2SQL

NO SQL

SCRATCHPAD

DISALLOW PARALLEL;

위에 정의된 seqno 함수를 쿼리에 사용하여 결과 세트의 각 행에 대해 시퀀스 번호를 자

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선거의 모든 후보자와 입후보를 선언한 날짜

가 다음 구조의 테이블에 기록되었다고 가정합니다.

CANDIDATES

다음 쿼리는 모든 후보자를 입후보한 순서를 표시하는 시퀀스 번호와 함께 나열합니다.   

SELECT seqno() AS seqno, name, party, declare_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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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candidates

ORDER BY declare_date;

추가 정보: 스크래치패드 함수는 제한조건이나 트리거(7장 참조) 내 또는 상관 서브쿼리 내

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된 SQL문에서 제한사항, 트리거 또는 상관 서브쿼리

가 여러 번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가장 외부 SQL문을 시작할 때 스크래치패

드를 반드시 한번만 초기화합니다. 제한사항, 트리거 또는 상관 서브쿼리 내에서 사용되는 

스크래치패드 함수는 적절히 초기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크래치패드 함수에 대한 응용프로그램의 다른 예로, 다음과 같은 사원 테이블을 살펴

보겠습니다. 

EM PLOYEES

세 번째로 높은 급여를 받는 엔지니어를 찾기 위해 이 테이블을 검색할 필요가 있다고 가

정합니다. 표준 SQL로 표현하기에는 아주 복잡한 쿼리입니다. 처음에는 다음과 같은 쿼리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SELECT name, salary

FROM   employees e

WHERE  job = 'Engineer'

AND 2 = 

(SELECT count(*)

 FROM   employees

 WHERE  job = 'Engineer'

 AND    salary > e.salary); 

자세히 살펴보면 이 쿼리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성능

에 대한 것입니다. 상관 서브쿼리는 그렇게 단순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막대한 

양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점은 엔지니어의 급여 중 중복된 것이 있으

면 올바른 대답을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순위에서 두 번째 위치에 두 명

의 엔지니어가 묶여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위의 쿼리는 항상 빈 세트를 리턴합

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급여의 역순으로 엔지니어를 선택하고 처음 세 명의 엔지니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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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세트에 페치하는 쿼리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솔루션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

며, 사용자가 맨 위 세 명만 페치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모든 엔지니어를 급여순

으로 정렬하는 등 많은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더 좋은 솔루션은 엔지니

어를 한 번 스캔하도록 하여 어떻게 해서든 사용자가 동의하는 한 표시된 세 번째 높은 급

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세 번째로 높은 급여를 받는 엔지니어

의 급여를 갖게 되며 이를 사용하여 이 급여를 받는 모든 엔지니어를 페치할 수 있습니다. 
(중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위에서 설명한 “스캔 및 기억” 솔루션의 구현은 SCRATCHPAD 및 FINAL CALL 옵션을 사

용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용자 정의 함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수 다중 세트에서 n번째 

큰 정수를 찾는 데 사용될 수 있는 nthbest라는 일반 목적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피하기 위해 nthbest가 짧기 때문에 이 이

름을 선택했습니다.)8)

SQL 함수로 표시되는 nthbest는 두 개의 매개변수를 가집니다. 첫 번째 매개변수는 스

캔되고 있는 세트의 값이고, 두 번째 매개변수는 세트 내의 원하는 값의 순위 n입니다. nth
best 함수는 SQL문 내에서 한번에 하나씩 값 세트를 조사하면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하는 순위를 정의하는 두 번째 매개변수는 SQL문 내의 함수에 대한 첫 

번째 호출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nthbest 함수는 호출될 때마다 그 때까지 표시된 n번

째 큰 값을 리턴합니다. n보다 적은 값이 표시되었으면 널(NULL)을 리턴합니다. 따라서 n번

째 큰 값을 찾는 일련의 호출에서 nthbest는 먼저 n 널(NULL) 값을 리턴하고 그 뒤에 원하

는 값으로 끝나는 감소되지 않는 일련의 값을 리턴합니다. max 함수 내에 nthbest를 사용

하면 최종(올바른) 값이 다른 값에서 분리되어 쿼리의 결과로 리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다음 쿼리를 사용하여 세 번째로 높은 엔지니어 급여를 찾을 수 있습니다.

SELECT max(nthbest(salary, 3))

FROM   employees

WHERE  job = 'Engineer';

이 쿼리는 다음과 같이 세 번째로 높은 급여를 받는 실제 엔지니어를 찾기 위한 서브쿼리

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LECT name, salary

FROM employees

WHERE job = 'Engineer'

8) 이 예에서 nthbest 함수는 정수 값에 대해 조작을 수행하므로 급여는 Integer로 표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유사한 nthbest 함수는 Decimal, Money 또는 비교 연산자를 지원하는 기타 데이터 유형으로 작성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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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alary =

   (SELECT max(nthbest(salary, 3))

    FROM employees

    WHERE job = 'Engineer');

다음 SQL문을 사용하여 nthbest 함수를 외부 함수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같은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두 개의 함수 호출이 항상 같은 결과를 리

턴하지 않으므로 NOT DETERMINISTIC으로 선언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스크래치패드 

함수가 간혹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데, 함수의 결과가 입력 매개변수와 마찬가지로 스크래

치패드의 상태에 따라서도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CREATE FUNCTION nthbest(Integer, Integer)

    -- candidate value, desired rank --

  RETURNS Integer

    -- value having desired rank --

  SPECIFIC nthbest

  EXTERNAL NAME 'nthbest!nthbest'

  NOT DETERMINISTIC

  NO EXTERNAL ACTION

  LANGUAGE C

  FENCED

  PARAMETER STYLE DB2SQL

  NO SQL

  SCRATCHPAD

  FINAL CALL

  DISALLOW PARALLEL;

nthbest 함수는 아래 예와 같이 구현됩니다. 구현의 첫 번째 단계는 스크래치패드의 사

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몇 개의 값을 저장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5,000번째 큰 

값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n개의 큰 값의 목록을 포함하는 메모리를 할당해야 합니다. 스
크래치패드에 원하는 순위, 그 때까지 표시된 값 수 및 표시된 최대 값의 저장 목록을 포함

하는 최대 n 값의 배열에 대한 포인터를 기록합니다. 이들 세 개의 변수를 시스템이 제공한 

스크래치패드에 오버레이된 myPad라는 구조 양식으로 선언합니다.
nthbest를 구현하는 C 프로그램으로 전달된 매개변수는 시스템 제공 스크래치패드 영

역에 대한 포인터와, 호출의 유형(첫 번째, 중간, 최종)을 표시하는 정수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호출에서 함수는 매개변수 n의 유효성을 테스트한 후 발견된 n개의 큰 정수를 보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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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충분한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최종 호출을 제외한 모든 호출에서 함수는 새 정수 

값을 받아 이를 스크래치패드 배열의 적절한 위치(있을 경우)에 삽입합니다. 배열에 n보다 

적은 값이 들어 있는 경우, 함수는 널(NULL)을 리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n번째 큰 값을 배

열로 리턴합니다. (배열의 크기가 n이므로 이는 배열에서 가장 작은 값입니다.) 최종 호출에

서 함수는 첫 번째 호출에 할당되었던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최종 호출은 새 정수 값을 전

달하지 않으므로 함수가 최종 호출에서 매개변수를 조사하거나 결과를 리턴할 필요가 없

습니다. 

예제 프로그램: nthbest

#include <string.h>

#include <stdlib.h>

#include <sqludf.h>

/* 

** STEP 1: Define a structure to overlay on the scratchpad.

*/

typedef struct

{

long desiredRank;  /* rank of the desired value */

long valuesStored; /* how many values are in the array */

long *bigValues;   /* array of the biggest values so far */

} myPad;

/*

** STEP 2: Declare the parameters of the function implementation.

*/

void SQL_API_FN nthbest

(

 long *inValue,      /* 1st input parameter, an integer value */

 long *inRank,       /* 2nd input parameter, rank of desired value */

 long *outValue,     /* result, the value with the desired rank */

 short *inValueNull, /* 1st input parameter, null indicator */

 short *inRankNull,  /* 2nd input parameter, null indic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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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t *outNull,     /* return value, null indicator */

 char *sqlstate,     /* returned SQLSTATE, char[6], null-term. */

 char *fnName,       /* family name of fn, char[28], null-term. */

 char *specificName, /* specific name of fn, char[19], null-term. */

 char *message,      /* message area, char[70], null-term. */

 struct sqludf_scratchpad *scratchpad, /* declared in sqludf.h */

 long *calltype      /* -1 = first call, 0 = normal, 1 = last call */

}

{

myPad *p;            /* overlay this pointer on the scratchpad */

long least, temp;    /* working variables */

int i;               /* loop counter */

p = (myPad *)(scratchpad -> data);

/*

** STEP 3: On first call, allocate space for storing the top n values.

*/

if (*calltype == -1)         /* first call  */

{

if (*inRankNull != 0 || *inRank <= 0)

{

 strcpy (sqlstate, "38601");

 strcpy (message, "Bogus rank");

 return;

}

p -> desiredRank = *inRank;

p -> valuesStored = 0;

p -> bigValues = (long *)malloc(*inRank * 4);

}

/*

** STEP 4: On final call, free the allocated space.

*/

if (*calltype == 1)    /* last call  */



358 6.  데이터 유형 및 함수

 free(p->bigValues);

/*

** STEP 5: On first or middle call, add the current value to the

** set of stored values if it is among the n highest values seen.

*/

if (*calltype < 1)                             /* first or middle call  */

 {

 if (*inValueNull == 0)

{

least = *inValue;

for (i = 0; i < p->valuesStored; i++)

{

if (p->bigValues[i] < least)

{

temp = least;            /* exchange */

least = p->bigValues[i]; /* exchange */

p->bigValues[i] = temp;  /* exchange */

}

}

if (p->valuesStored < p->desiredRank)

{

p->valuesStored++;

p->bigValues[p->valuesStored - 1] = least;

}

}

/*

** STEP 6: Return the nth highest value seen so far

** (or null if less than n values have been seen.)

*/

if (p->valuesStored < p->desiredRank)

 {

 *outNull = -1;     /* array not full, return null value */

 retu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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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

 *outValue = p->bigValues[p->desiredRank -1];

 *outNull = 0;

 return; /* return value having desired rank */

 }

}                                      /* end of first or middle call */

}

6.4.8 테이블 함수
테이블 함수는 스칼라 값 대신 테이블을 리턴하는 외부 함수입니다. 테이블 함수는 대부분

의 데이터 소스를 UDB 테이블로 나타나도록 만들 수 있으므로 매우 강력한 함수입니다. 사
용자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할 경우 일부 입력 매개변수에 따

라 필터링한 후 이를 한번에 한 행씩 UDB로 리턴하는 C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테
이블 함수에 의해 리턴된 테이블은 조인, 그룹화 조작, 세트 조작(예: UNION) 및 읽기 전용 

뷰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조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3절에서 쿼리의 FROM절에 있는 테이블 함수의 사용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절에서는 

테이블 함수를 작성하고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테이블 함수는 외부 스칼

라 함수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명령문과 매우 유사한 CREATE FUNCTION문을 사용하여 

작성됩니다. 이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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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 스칼라 함수 및 테이블 함수에 대한 CREATE FUNCTION문 사이의 

주된 차이점은 RETURNS절에 있습니다. 테이블 함수의 경우 RETURNS절은 단어 TABLE을 

포함하고 함수에 의해 리턴될 테이블의 각 컬럼에 대해 단일 데이터 유형 대신 컬럼 이름과 

데이터 유형을 지정합니다. 스칼라 함수의 경우 LOB 유형 값이 직접 또는 로케이터 양식으

로 테이블 함수에 전달되거나 테이블 함수에 의해 리턴될 수 있습니다. 
테이블 함수에 대한 CREATE FUNCTION문이 외부 스칼라 함수에 대한 CREATE FUNCTI

ON문과 다른 기타 방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테이블 함수를 작성할 때 FINAL CALL절이 필요합니다.

2. 테이블 함수는 항상 단일 노드에서 실행하며 DISALLOW PARALLEL 스펙을 요구합니다.

3. NOT NULL CALL의 의미가 테이블 함수의 경우 다소 다릅니다. NOT NULL CALL이 지정되

었을 때 테이블 함수가 널(NULL) 인수를 사용하여 호출되는 경우, 시스템은 테이블 함수의 

결과가 빈 테이블(0 행이 있는 테이블)이라고 간주합니다. 

4. 테이블 함수를 작성할 때 함수가 리턴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행 수 추정치를 제공하는 CAR
DINALITY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추정치는 테이블 함수를 호출하는 쿼리를 실행하는 

계획을 작성할 때 옵티마이저에 의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테이블을 조인하는 최상

의 순서는 관련된 테이블의 예상 카디낼리티(cardinality)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5.3절에서 상점의 이름을 입력 매개변수로 가져와서 이 상점의 POS 시스템에 의해 수집

된 판매 데이터가 들어 있는 4-컬럼 테이블을 리턴하는 sales라는 테이블 함수의 예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리턴된 테이블의 컬럼은 SALEDATE, PRODUCT, QUANTITY 및 PRICE
입니다. SQL문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sales 함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CREATE FUNCTION sales (Varchar(20))

RETURNS TABLE (saledate Date,

 product Varchar(20),

 quantity Integer,

 price Integer)

EXTERNAL NAME 'storefns.sales'

DETERMINISTIC

NO EXTERNAL ACTION

LANGUAGE C

FENCED

PARAMETER STYLE DB2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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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테이블 함수에 대한 매개변수 규칙

  NO SQL

  SCRATCHPAD

  FINAL CALL

  DISALLOW PARALLEL;

테이블 함수를 구현하는 C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규칙은 외부 스칼라 함수 구현에 대한 

규칙과 매우 유사합니다. 테이블 함수에 대한 매개변수 규칙은 그림 6-4로 표시됩니다. 그
림 6-3과 6-4를 비교하면 테이블 함수와 외부 스칼라 함수에 대한 매개변수 규칙이 “return” 
매개변수에서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일 리턴 값 매개변수와 단일 리턴 널(NU
LL) 표시기 대신에 테이블 함수는 결과 테이블의 각 컬럼에 대해 리턴 값 매개변수와 널(NU
LL) 표시기를 가집니다. 외부 스칼라 함수의 경우에서와 같이, 테이블 함수에 의해 리턴되

는 컬럼 값은 표 6-5에 나열된 해당 C 데이터 유형을 사용하여 표시됩니다.
SQL 함수에서 사용되는 테이블 함수는 스칼라 함수 결정에 사용된 것과 같은 규칙에 따

라 분석되며 함수 경로를 고려합니다. 물론 스칼라 함수가 예상된 위치에 나타나는 함수 호

출이 테이블 함수로 분석되거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테이블 함수가 SQL문에서 호출될 때, 일련의 호출은 테이블 함수를 구현하는 C 프로그램

으로 작성됩니다. 이들 중 첫 번째 호출은 OPEN 호출이며, 최종 호출 표시기가 값 SQL_TF_
OPEN(숫자 값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OPEN 호출은 테이블 함수가 파일 열기, 메모리 할

당 및 스크래치패드 초기화와 같은 예비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OPEN 호출은 데

이터를 리턴하지 않습니다(SQLSTATE는 예외). OPEN 호출에 이어 시스템은 일련의 FETCH 
호출이 있는 테이블 함수를 호출하는데, 최종 호출 표시기는 SQL_TF_FETCH(숫자 값 0)으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각 호출에서 테이블 함수는 결과 테이블 행 중 하나를 리턴할 

것을 예상합니다. 행을 리턴하는 각 호출에 대해 테이블 함수는 SQLSTATE 매개변수를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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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결과 테이블의 모든 행이 리턴된 후에 테이블 함수는 SQLSTATE 
매개변수를 “02000”으로 설정함으로써 더 이상 행이 없음을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

은 최종 호출 표시기를 SQL_TF_CLOSE(숫자 값 -1)로 설정하고 테이블 함수를 한 번 더 호

출합니다. 이 설정은 테이블 함수가 파일 닫기, 메모리 해제와 같은 정리 조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스템은 더 이상 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경우(예를 들어, 테이블 함

수에서 행을 페치하는 커서가 닫혀 있기 때문에) 테이블 함수에 대해 CLOSE 호출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함수를 작성할 때 함수가 결국 테이블의 끝을 표시하는 SQLSTATE “02000”을 리

턴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함수가 이 SQLSTATE를 리턴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은 끊

임없이 이를 호출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운영 체제의 기능을 사용하여 이 루프를 중단시켜

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하려면 테이블 함수는 리턴될 행 세트에서 “위치 보존”을 

위해 스크래치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테이블 함수를 작성할 때 SCRATCHPAD절이 필수

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테이블 함수를 작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

다.

추가 정보: UDB는 각 SQL문의 시작부분에서 스크래치패드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단, SQL
문 내에서 테이블 함수는 둘 이상의 일련의 OPEN, FETCH 및 CLOSE 호출을 수신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5.3절에 있는 쿼리는 여러 상점의 판매 레코드를 확보하기 위해 sales 테이

블 함수를 반복적으로 호출합니다. UDB는 테이블 함수에 대한 각 OPEN 호출에서 스크래

치패드를 초기화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테이블 함수의 올바른 동작을 확인하기 위

해 해야 할 보안 작업은 시스템의 초기화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OPEN 호출에서 스크래치

패드를 명시적으로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테이블 함수를 사용하기에 앞서 그 구현을 컴파일 및 링크한 후 UDB 서버 머신에 설치해

야 합니다. 이 작업은 6.4.5절에서 설명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외부 테이블 함

수 및 외부 스칼라 함수에 대해 같은 도구와 프로시저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일부 스칼라 

함수 및 일부 테이블 함수의 구현이 단일 파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ales 함수를 구현하는 C 프로그램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응용프로그램

에서 프로그램은 일부 외부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행의 양식으로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에 표시합니다. 이 예제는 프로그램에 내부적인 일부 데이터를 리턴하여 테이블 

함수 인터페이스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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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프로그램: sales

/*

** Implements the table function sales(store).

**

** Returns a table with the following columns:

**      SALEDATE, PRODUCT, QUANTITY, PRICE

*/ 

#include <string.h>

#include <stdlib.h>

#include <sqludf.h>

#define NENTRIES 7

#define ENTRYSIZE 60

void SQL_API_FN sales

(

 char *store,          /* IN: name of store */

 char *saledate,       /* OUT: col. 1, SALEDATE */

 char *product,        /* OUT: col. 2, PRODUCT */

 long *quantity,       /* OUT: col. 3, QUANTITY */

 long *price,          /* OUT: col. 4, PRICE */

 short *storename_ind, /* IN: null indicator for input parameter */

 short *saledate_ind,  /* OUT: null indicator for col. 1 */

 short *product_ind,   /* OUT: null indicator for col. 2 */

 short *quantity_ind,  /* OUT: null indicator for col. 3 */

 short *price_ind,     /* OUT: null indicator for col. 4 */

 char *sqlstate,       /* OUT: SQLSTATE, char[6] with null-term. */

 char *fnName,         /* IN: function name, char[28] with null-term */

 char *specificName,   /* IN: specific name, char[19] with null-term */

 char *message,        /* OUT: message area, char[70] with null-term */

 SQLUDF_SCRATCHPAD *scratchpad,       /* declared in sqludf.h */

 SQLUDF_CALL_TYPE *calltype           /* declared in sqludf.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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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pad = (long *)scratchpad->data; /* scratchpad, init. to zero */

char data_store[15];

char data_saledate[15];

char data_product[15];

long data_quantity;

long data_price;

char data[NENTRIES][ENTRYSIZE] = 

{

"Denver  1996-06-15 Stapler   1  1250",

"Denver  1996-07-29 Pencil   12    35",

"Denver  1997-01-23 Notebook  2    50",

"Denver  1997-02-06 Stapler   2  1100",

"Boulder 1997-01-15 Stapler   3  1500",

"Boulder 1997-02-18 Pencil    8    40",

"Boulder 1997-03-15 Stapler   2  1200",

};

switch (*calltype)

{

case SQL_TF_OPEN:

/*

** initialize scratchpad to zero. Don't rely on system to

** initialize, since table function may be opened more than once.

*/

*pad = 0;

break; /* End of case SQL_TF_OPEN */

case SQL_TF_FETCH:

/*

** Scan the data for the desired store name.

*/

while (*pad < NENTRIES)

{

sscanf(data[*pad], "%s %s %s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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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_store, data_saledate, data_product,

  &data_quantity, &data_price);

(*pad)++;

if (!strcmp(store, data_store))

   {

   /*

   ** This is the right store--return the data.

   */

   strcpy(saledate, data_saledate);

   strcpy(product, data_product);

   *quantity = data_quantity;

   *price = data_price;

   strcpy(sqlstate, "00000");

   return;

   }

} /* End of while loop over data */

/*

** End of data reached--return "no more rows"

*/

strcpy(sqlstate, "02000")

break; /* End of case SQL_TF_FETCH */

case SQL_TF_CLOSE:

/*

** Free memory that was allocated on the OPEN call.

** In this example, there's nothing to do.

*/

break;    /* End of case SQL_TF_CLOSE */

}       /* End of switch statement */

} /* End of function body */ 

6.4.9 외부 함수에 구별 유형 사용
구별 유형 및 외부 함수의 기능은 이 두 기능을 함께 사용할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구별 유형과 함수의 상호 작용의 예로, 두 개의 구별 유형을 정의하고 이들 사이를 변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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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외부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제품을 생산하고 다른 제품을 프랑스에서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에서 근

무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미국 제품의 치수는 피트 단위로 기록되고 프랑스 제품의 치수

는 미터 단위로 기록됩니다. 회사는 제품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기 위해 두 개의 구별 유

형인 Feet와 Meters를 둘 다 내장 Double 데이터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정의했습니다. 다음 

명령문은 모든 미국 및 프랑스 제품을 각각 포함하는 테이블을 작성하고 채우기 위해 이러

한 구별 데이터 유형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CREATE DISTINCT TYPE Feet CREATE DISTINCT TYPE Meters

AS Double WITH COMPARISONS;   As Double WITH COMPARISONS;

CREATE TABLE us_products CREATE TABLE french_products

(name Varchar(20),   (name Varchar(20),

size Feet);    size Meters); 

INSERT INTO us_products VALUES INSERT INTO french_products VALUES

('Widget", 3),   ('Gadget', 0.5),

("Wadget', 5);   ('Gizmo', 1.5);

시스템은 각 구별 유형과 해당 소스 유형 사이에 캐스팅 함수를 제공하지만, Feet와 Meters 
사이에는 캐스팅 함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별 유형을 좀더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데이

터베이스 관리자는 Feet와 Meters 사이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외부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
들 변환 함수에 대한 CREATE FUNCTION문과 구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함수는 구현을 단순

화시키기 위해 NOT NULL CALL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CREATE FUNCTION feet(Meters) CREATE FUNCTION meters(Feet)

RETURNS Feet   RETURNS Meters

EXTERNAL NAME 'units!feet'   EXTERNAL NAME 'units!meters'

DETERMINISTIC   DETERMINISTIC

NO EXTERNAL ACTION   NO EXTERNAL ACTION

NOT NULL CALL   NOT NULL CALL

LANGUAGE C   LANGUAGE C

PARAMETER STYLE DB2SQL   PARAMETER STYLE DB2SQL

SO SQL;   NO SQL;

void SQL_API_FN feet void SQL_API_FN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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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uble *metersIn,    double *feetIn,

 double *feetOut,    double *metersOut,

 short *nullIn,    short *nullIn,

 short *nullOut,    short *nullOut,

 char * sqlstate,    char *sqlstate,

 char *fnName,    char *fnName,

 char *secificName,    char *specificName,

 char *message    char *message

)   )

{   {

 *feetOut = *metersIn * 3.28;    *metersOut = *feetIn / 3.28;

 *nullOut = 0;    *nullOut = 0;

}   }

회사는 모든 제품과 원산지를 나열하는 두 개의 카탈로그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서 사용할 첫 번째 카탈로그는 치수를 모두 피트로 표시하고, 프랑스에서 사용할 두 번째 

카탈로그는 치수를 모두 미터로 표시해야 합니다. 두 개의 카탈로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두 가지 뷰에 해당합니다.

CREATE VIEW

  us_catalog(name, size, country)

  AS

    SELECT name, size, 'USA'

    FROM us_products

  NION ALL

    SELECT name, feet(size), 'France'

    FROM french_products;

CREATE VIEW

  french_catalog(name, size, country)

  AS

    SELECT name, size, 'France'

    FROM french_products

  UNION ALL 

    SELECT name, meters(size), 'USA'

    FROM us_products;

프랑스의 영업 대표는 고객의 스펙을 충족시키기 위해 프랑스 카탈로그 뷰에 대해 다음 

쿼리를 발행하여 1미터 미만의 크기를 갖는 모든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SELECT *

FROM french_catalog

WHERE size < mete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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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나열된 샘플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쿼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NAME SIZE COUNTRY

Gadget +5.00000000000000E-001 France

Widget +9.14634146341463E-001 USA

6.4.10 Java로 외부 함수 작성 
외부 함수를 Java로 작성하는 것은 C로 작성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Java로 작성된 

함수를 사용하려는 경우, 서버에 JVM(Java Virtual Machine)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JVM을 찾을 수 있는 위치를 UDB에 알려야 하며 Java 외부 함수를 지원하는 UDB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 있는 위치를 JVM에 알려야 합니다. 이 작업은 두 단계로 수행

됩니다.

1. 경로 sqllib/function 및 sqllib/java/db2java.zip을 포함하도록 CLASSPATH 환
경 변수를 설정하십시오. 

2. jdk11_path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구성 매개변수를 JVM이 설치된 디렉토리

의 경로 이름으로 설정하십시오. 10장에서 설명한 대로 제어 센터를 사용하여 이 구성 매개

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함수를 Java로 구현하려면 UDF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제공된 UDF 클래스9)를 확장

하는 Java 클래스(UDF 클래스의 서브클래스)를 작성해야 합니다. UDF 클래스는 함수 작성

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UDF 클래스의 메소드는 Embedded SQL Pro
gramming Guide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러 외부 함수를 구현하는 Java 클래스를 

작성할 수 있는데, 각 함수는 별도의 메소드에 의해 구현되어야 합니다. Java 클래스를 컴파

일하여 그 결과 파일을 sqllib/function 디렉토리에 설치해야 합니다.
외부 Java 함수에 대한 CREATE FUNCTION문은 구문 EXTERNAL NAME 'classname!me

thodname'을 사용하여 이 함수를 구현하는 클래스 및 메소드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LANGUAGE JAVA 및 PARAMETER STYLE DB2GENERAL도 지정해야 합니다. 뒤의 절

이 나타내듯이 Java 함수에 매개변수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은 그림 6-3과 6-4에 설명

된 C-언어 규칙과 다소 다릅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SQL 함수가 n 입력 매개변수 및 스칼라 리턴 값을 가질 경우, 이를 구현하는 Java 메소드는 

9) 이 클래스의 전체 이름은 COM.ibm.db2.app.UDF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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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매개변수(n 입력 매개변수와 하나의 리턴 매개변수)만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SQL 함
수가 n 입력 매개변수를 가지고 m 컬럼의 테이블을 리턴할 경우, 이를 구현하는 Java 메소드

는 n+m 매개변수를 가집니다. UDF 클래스가 입력 매개변수의 널(NULL) 상태를 테스트하

는 데 사용될 수 있는 isNull 메소드를 제공하므로 널(NULL) 표시기에는 매개변수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Java 메소드는 단순히 리턴 매개변수의 값만 설정하지 않으면 널(NULL) 값
을 리턴할 수 있습니다.

• 각 SQL 데이터 유형은 매개변수를 교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Java 외부 함수로 결과가 나

타나는 최소한 하나의 해당 Java 데이터 유형을 가집니다. 표 8-1에 이러한 해당 데이터 유

형 중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Java는 SQL 환경과 값을 교환할 때 실제로 C보다 더 유동적입

니다. UDF 클래스는 다양한 Java 데이터 유형을 사용하여 출력 매개변수의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메소드 콜렉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Java 외부 함수는 명령문 set(5,x)를 사

용하여 출력 매개변수 번호 5를 변수 x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문은 변수 x의 

데이터 유형에 따라 여러 메소드 중 하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UDB는 Java 함수가 

한번에 몇 바이트씩 LOB 유형 매개변수를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COM.ibm.db2.app.Bl

ob 및 COM.ibm.db2.app.Clob라는 두 개의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 UDF 클래스는 외부 함수에 의해 리턴될 SQLSTATE 및 진단 메시지를 설정하는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C 함수의 경우 별도의 매개변수를 요구하는 함수 이름 및 특정 이름과 같

은 기타 정보를 읽기 위한 메소드도 제공합니다. 이들 메소드는 외부 Java 함수에 대한 호출 

규칙을 간단하게 만들고 매개변수 수를 최소로 유지합니다. 

Java 스크래치패드 함수는 C로 작성된 스크래치패드 함수에 비해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

습니다. SCRATCHPAD 옵션을 사용하여 작성된 외부 Java 함수를 호출할 때, UDB는 함수의 

한 호출에서 그 다음 호출 사이에 JVM이 계속 실행되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Java 스크래

치패드 함수는 Java 변수를 사용하여 쿼리를 처리하는 동안 한 행에서 그 다음 행까지 상태

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형식화되지 않은 스크래치패드 영역을 사용

하는 것보다 여러 경우에서 더 편리합니다.
UDB는 Java 외부 함수의 여러 예제를 sqllib/samples/java 디렉토리에 제공합니다. 

Java 함수 및 이를 지원하는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mbedded SQL Progra
mming Guide 및 http://www.software.ibm.com/data/db2/java 사이트를 참조하십

시오. 

6.4.11 외부 함수 및 OLE 자동화
OLE(오브젝트 링크 및 임베드) 자동화는 Microsoft에 의해 정의된 아키텍처로, 응용프로그

램이 해당 오브젝트 및 메소드를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사용을 위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

다. 이 아키텍처에 따른 오브젝트를 OLE 자동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OLE 자동화 오브젝

트는 Microsoft Visual Basic, Microsoft Visual C++, Powersoft PowerBuilder, Borland Delphi 및 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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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Focus COBOL 등 여러 일반적인 Windows 개발 환경에서 작성될 수 있습니다. 
UDB 서버가 Windows NT에서 실행 중인 경우, CREATE FUNCTION문을 사용하여 OLE 자

동화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사용자 정의 함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메소드는 외부 

함수처럼 SQL문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정의된 함수는 스칼라 함수나 테이

블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OLE 자동화 외부 함수를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즐겨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및 개발 환경을 사용하여 OLE Automation Programmer's Refe
rence(Microsoft Press, 1996, ISBN 1-55615-851-3)에 정의된 IDispatch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작성하십시오. 사용자 클래스에 고유 클래스 식별자를 지정하고 NT 시스템의 Wi
ndows Registry에 등록하십시오. 사용자 클래스는 이제 OLE 자동화 서버가 되고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이 OLE 자동화를 통해 인스턴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SQL에서 사용하려는 함수를 구현하는 클래스의 공용 메소드를 작성하십시오. 메소드의 입

력 및 출력 매개변수는 외부 함수의 일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스칼라 함수는 그림 6-3에, 
테이블 함수는 그림 6-4에 설명되어 있음). OLE 자동화 함수와 매개변수를 교환하는 데 사

용되는 데이터 유형은 Embedded SQL Programming Guide에 설명된 대로 함수가 작성된 언어

에 따라 결정됩니다. 

3. LANGUAGE OLE 및 RARAMETER STYLE DB2SQL을 지정하고 CREATE FUNCTION문을 실

행하여 메소드를 사용자 정의 함수로 UDB에 등록하십시오. EXTERNAL NAME절에서 함

수를 구현하는 클래스 및 메소드를 식별해야 합니다. SQL문을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할 때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작성되고 해당 메소드가 호출되어 이 함수를 구현합니다. SCRATCHP
AD 옵션을 사용하여 함수를 등록한 경우, 구현 오브젝트는 SQL문 처리 내내 존재하며 상태 

정보가 오브젝트의 내부 상태를 사용하여 한 행에서 다음 행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외부 함수 및 OLE 자동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mbedded SQL Programming Guide에 나와 

있습니다. UDB는 sqllib\samples\ole\msvb 및 sqllib\samples\ole\msvc 디렉토

리에서 Visual Basic 및 Visual C++로 작성된 OLE 외부 함수의 예제를 제공합니다. 

6.4.12 함수 삭제
사용자 정의 함수는 2.6.8절에서 설명한 DROP문을 변형시킨 DROP FUNCTION문을 사용하

여 시스템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DROP FUNCTION문의 구문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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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를 삭제하면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서는 함수가 삭제되지만, 함수를 구현하는 

실행 파일을 이 파일이 상주하는 디렉토리에서 실제로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구문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DROP문이 삭제될 함수 인스턴스를 식별하는 방

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함수는 해당 함수 이름을 갖는 단일 함수 인스턴스만 있는 경우 이 함수 이름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스키마 이름이 생략된 경우, 현재 AuthID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 DROP FUNCTION geometry.cosine;

2. 함수는 시그니처, 즉 이름 및 모든 매개변수의 데이터 유형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스키

마 이름이 생략된 경우, 현재 AuthID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함수 이름과 매개변수 유형 목

록은 함수 인스턴스를 고유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매개변수 유형은 “임의”를 나타내는 빈 

괄호로 표시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의 길이 또는 정 도/스케일을 제외하고는 삭제될 함수

와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har()은 모든 길이의 Char 매개변수와 일치하지만 

Varchar 매개변수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 DROP FUNCTION addWeeks(Date, Integer);

  DROP FUNCTION payroll.raise(Char(), Double);

추가 정보: 괄호가 없는 Char는 디폴트 길이의 Char 데이터 유형, 즉 Char(1)을 나타낸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괄호가 없는 Decimal은 Decimal(5,0)을 나타냅니다. 따라

서 DROP FUNCTION foo(Char())는 모든 길이의 Char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foo라는 함

수를 삭제하지만, DROP FUNCTION foo(Char)는 해당 매개변수가 Char(1)인 경우에만 foo 

함수를 삭제합니다. 

3. 함수는 특정 이름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함수 인스턴스가 작성될 때 CREATE 
FUNCTION문의 “specific name”절에 제공된 이름입니다. (또는 사용자가 특정 이름을 제공

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해 특정 이름이 지정됩니다.) 특정 이름은 스키마 내에서 고유

해야 합니다. 스키마 이름이 생략된 경우, 현재 AuthID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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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DROP SPECIFIC FUNCTION geometry.area1;

DROP FUNCTION문을 실행하기 위해 현재 AuthID는 최소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

켜야 합니다. 

• 함수의 DEFINER(FUNCTIONS 카탈로그에 기록되어 있음)와 일치

• 함수가 들어 있는 스키마에 대해 DROPIN 특권 보유

• DBADM 또는 SYSADM 권한 보유 

스키마 이름이 SYSIBM 또는 SYSFUN인 함수는 아무도(시스템 관리자라도) 삭제할 수 없

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구별 유형에 대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성한 캐스팅 및 비교 함수도 

아무도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함수 인스턴스가 현재 뷰 정의, 제한조건 또는 트리거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함수 인스턴

스의 “소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DROP FUNCTION
문이 실패합니다. 뷰, 제한조건 및 트리거에서 함수 인스턴스의 사용은 VIEWDEP, CONSTD
EP 및 TRIGDEP라는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 기록됩니다. 다른 함수의 소스로서 함수 인

스턴스를 사용하면 FUNCTIONS 카탈로그 테이블에 기록됩니다. 
프로그램에서 함수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DROP FUNCTION문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프

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함수 인스턴스가 삭제될 경우, 이 프로그램의 패키지는 “작동 불능”
으로 표시되고 명시적으로 리바인드될 때까지 다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패키지를 리바인

드한 경우, 다른 적용 가능 함수 인스턴스가 있으면 함수 결정 알고리즘에 의해 이 함수 인

스턴스가 선택됩니다. 

6.4.13 함수에 주석 표시 
각 사용자 정의 함수(내장 함수가 아닌)는 FUNCTIONS라는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의 한 

항목으로 설명됩니다. 많은 카탈로그 테이블과 같이 FUNCTIONS는 2.6.9절에서 설명한 CO
MMENT문을 사용하여 설명적 주석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함수에 

적용되는 COMMENT문의 구문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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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이 적용되는 함수를 식별하는 세 가지 방법은 DROP FUNCTION문에서 함수를 식별

하는 세 가지 방법과 동일합니다. 또한 COMMENT ON FUNCTION문에 대한 권한 부여 요구

사항은 DROP FUNCTION에 대한 권한 부여 요구사항과 동일합니다(DROPIN 대신 스키마

에 대한 ALTERIN 특권이 필요한 점은 제외). COMMENT문에서 따옴표 안에 표시된 문자열

의 내용은 FUNCTIONS 카탈로그 테이블의 REMARKS 컬럼으로 입력됩니다. 

예:
COMMENT ON FUNCTION addWeeks(Date, Integer) IS

'Second operand must be positive';

COMMENT ON FUNCTION nthbest IS

'Returns nth-largest value so far.

 Wrap in MAX() to get global nth-largest';

COMMENT ON SPECIFIC FUNCTION seqno IS

'Counts the number of times it is called';

추가 정보: CLP는 따옴표 안에 표시된 문자열이 한 행을 넘어가는지 여부를 신경쓰지 않는

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CLP는 문자열 상수 내의 행 분리를 공백인 것처럼 처리합니다. 

6.5 오브젝트 발전 단계

대형 오브젝트, 사용자 정의 함수 및 구별 유형의 기능은 이들 기능을 함께 사용할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대형 오브젝트는 내부 상태가 복잡한 데이터베이스에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복잡한 동작을 이들 오브젝트와 연관시

키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별 유형은 사용자 정의 상태와 동작을 첫 번째 클

래스 데이터 유형으로 결합시키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함께 사용하면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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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 패러다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DB2 제품이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상속 

및 다형성을 갖는 실제 추상 데이터 유형에 대한 지원과, 사용자 정의 함수를 기준으로 하

는 액세스 플랜에 대한 지원 제공이 주된 발전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5.1 예: Polygon 데이터 유형
Polygon이라는 데이터 유형을 작성하여 대형 오브젝트, 사용자 정의 함수 및 구별 유형 간의 

시너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Polygon은 아키텍처, 도시 계획, VLSI 설계 및 컴퓨터 그래

픽과 같은 여러 응용프로그램에서 유용합니다. 
Polygon 데이터 유형 작성의 첫 번째 단계는 Polygon 데이터의 표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래 예에서는 각을 나타내는 Integer와 그 뒤에 시계반대 방향으로 꼭지점의 좌표를 나타내

는 일련의 부동 소수점 숫자 쌍이 오는 Polygon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Double 유형의) 정수

와 일련의 좌표는 그림 6-5에 나와 있는 대로 Blob로 함께 묶여집니다. UDB에서 Integer는 

4바이트를 차지하고 Double은 8바이트를 차지하므로, n각의 Polygon은 길이 16n + 4의 Blob
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문을 사용하여 Polygon을 SQL 데이터 유형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CREATE DISTINCT TYPE Polygon AS Blob(16004);

그림 6-5: Polygon과 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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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문은 최대 1,000의 각을 갖는 Polygon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Polygon이 

1,000보다 적은 면을 가질 경우, 공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Blob 소스 유형에서는 비교 연

산자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WITH COMPARISONS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Polygon 데이터 유형을 사용하려면 먼저 Polygon의 인스턴스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더 간단한 데이터 유형 콜렉션에서 Polygon을 작성하는 컨스트럭터 함수를 사

용하는 방법입니다. Polygon 데이터 유형은 다양한 입력에서 다양한 유형의 Polygon을 작성

하는 여러 컨스트럭터 함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꼭지점 좌표를 나타내는 매개변

수에서 3 면을 갖는 Polygon(삼각형)을 작성하는 Polygon 컨스터럭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

다. 이 컨스트럭터 함수의 시그니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triangle(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RETURNS Polygon;

Polygon을 유용한 데이터 유형으로 만들려면 Polygon 동작을 구현하는 일부 함수를 작성

해야 합니다. 많은 함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 가운데 몇 개 함수만 나열합니다. 

degree(Polygon) returns Integer;

area(Polygon) returns Double;

perimeter(Polygon) returns Double;

rotate(Polygon, Double) returns Polygon;

intersect(Polygon, Polygon) returns Polygon;

triangle 컨스트럭터 및 perimeter 함수라고 하는 두 개의 Polygon 함수의 구현에 대

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함수는 모두 polygon.c라는 단일 C 소스 파일에 구현됩

니다. NOT NULL CALL 규칙을 사용하여 입력이 널(NULL)일 경우 각 함수의 출력이 널(NULL)
이 되도록 선언함으로써 함수 구현이 널(NULL)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QL문은 함수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함수를 둘 이상의 데이터베이

스에 사용할 계획인 경우, 각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다음 명령문을 실행해야 

합니다.) 

CREATE FUNCTION

triangle(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    x1,    y1, x2,  y2,   x3,     y3

   RETURNS Polygon

   EXTERNAL NAME 'polygon!triangle'

   DETERMIN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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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TERNAL ACTION

   FENCED

   NOT NULL CALL

   LANGUAGE C

   NO SQL

   PARAMETER STYLE DB2SQL;

CREATE FUNCTION

 perimeter(Polygon)

    RETURNS Double

    EXTERNAL NAME 'polygon!perimeter'

    DETERMINISTIC

    NO EXTERNAL ACTION

    FENCED

    NOT NULL CALL

    LANGUAGE C

    NO SQL

    PARAMETER STYLE DB2SQL;

함수 내용은 6.4.4절에서 설명한 매개변수 전달 규칙을 사용하여 씁니다. 구현 파일 poly

gon.c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triangle 및 perimeter 함

수의 내용이 들어 있으며, Blob를 Polygon으로 해석하기 위해 Blob에 오버레이될 수 있는 Pg
on이라는 C 구조의 정의도 들어 있습니다. 

예제 프로그램: Polygon

#include <stdlib.h> /* Standard C library         */

#include <sqludf.h> /* UDF-related declarations   */

#include <math.h>   /* needed for sqrt function   */

#include <string.h> /* needed for strcpy function */

/************************************************************************

** The following structure will be overlaid on the data area of a Blob *

** to represent a Polyg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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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 Pgon

{

long degree;

double coord[1]; /* actually an array of many coordinates */

};

/************************************************************************

**        CONSTRUCTOR FUNCTION FOR TRIANGLES *

** Triangle(x1, y1, x2, y2, x3, y3) returns Polygon *

*************************************************************************/

void SQL_API_FN

triangle( double       *x1,      /* IN:  vertex 1, x-coord. */

    double       *y1,      /* IN:  vertex 1, y-coord. */

    double       *x2,      /* IN:  vertex 2, x-coord. */

    double       *y2,      /* IN:  vertex 2, y-coord. */

    double       *y3,      /* IN:  vertex 3, x-coord. */

    double       *y3,      /* IN:  vertex 3, y-coord. */

    SQLUDF_BLOB  *poly,    /* OUT: Polygon in a Blob */

    short        *x1null,  /* IN:  indicator (ignored) */

    short        *x2null,  /* IN:  indicator (ignored) */

    short        *x3null,  /* IN:  indicator (ignored) */

    short        *x4null,  /* IN:  indicator (ignored) */

    short        *x5null,  /* IN:  indicator (ignored) */

    short        *x6null,  /* IN:  indicator (ignored) */

    short        *nullout, /* OUT: indicator */

    char         *sqlstate,/* OUT: result code */

    char         *fnname,  /* IN:  generic fn name */

    char         *specname,/* IN:  specific fn name */ 

    char         *message  /* OUT: message text */

  )

{

struct Pgon *p;  /* overlay a Pgon on the Blob */

p = (struct Pgon *)(poly->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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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gth: Blob contains Pgon structure

** plus five additional doubles

*/

poly->length = sizeof(struct Pgon) + 5 * sizeof(double);

/*

** Fill in the degree and the coordinates of the polygon

*/

p->degree = 3;   /* degree of a triangle is 3  */

p->coord[0] = *x1;

p->coord[1] = *y1;

p->coord[2] = *x2;

p->coord[3] = *y2;

p->coord[4] = *x3;

p->coord[5] = *y3;

*nullout = 0;    /* return null indicator      */

/*

** No need to set sqlstate to 00000 for normal return.

*/

} /* end of triangle function */

/************************************************************************

**                PERIMETER FUNCTION FOR POLYGONS *

**               Perimeter(Polygon) returns Double *

*************************************************************************/

void SQL_API_FN

perimeter( SQLUDF_BLOB  *poly,  /* IN:  Polygon in a Blob */

    double  *perim,      /* OUT: return value */

    short   *nullin,     /* IN:  indicator (ignored) */

    short   *nullout,    /* OUT: indicator */

    char    *sqlstate,   /* OUT: result code */

    char    *fnname,     /* IN:  generic fn name */

    char    *specname,   /* IN:  specific fn name */

    char    *message     /* OUT: message 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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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nt     degree; /* degree of polygon */

double  startx, starty; /* start of line segment */

double  endx, endy; /* end of line segment */

int     i; /* loop counter */

double  deltax, deltay, lengthSoFar; /* working variables */

struct Pgon *p; /*overlay Pgon on the Blob */

p = (struct Pgon *)(poly ->data);

/*

** Check the degree of the polygon for validity

*/

degree = p->degree;

if (degree < 1 || degree > 1000)

   {

   strcpy(sqlstate, "38610"); /* return abnormal sqlstate */

   strcpy(message, "Invalid degree");

   return;

   }

/*

** Coordinates of point i are in (coord[2*i], coord[2*i+1])

** where i ranges from 0 to degree-1.

*/

endx = p->coord[2*(degree-1)]; /* last point */

endy = p->coord[2*(degree-1)+1]; /* in polygon */

lengthSoFar = 0;

for (i=0; i<degree; i++)

{

startx = endx;

starty = endy;

endx = p->coord[2*i];

endy = p->coord[2*i+1];

deltax = endx - star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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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y = endy - starty;

lengthSoFar += sqrt(deltax * deltax + deltay * deltay);

}

*perim = lengthSoFar; /* return value */

*nullout = 0; /* return null indicator */

strcpy(sqlstate, "00000"); /* return normal sqlstate */

} /* end of perimeter function*/ 

구현 파일 polygon.c 외에도 polygon.exp(AIX의 경우)라는 익스포트 파일 또는 poly

gon.def(OS/2 또는 Windows NT의 경우)라는 모듈 정의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파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polygon.exp polygon.def

#! polygon export file LIBRARY POLYGON

triangle EXPORTS

perimeter    triangle

   perimeter

Polygon 오브젝트의 정의를 완료하려면 6.4.5절에서 설명한 단계에 따라 polygon.c 소
스 파일을 컴파일하고 링크한 후, 실행 파일을 sqllib/function 디렉토리에 복사하고, 
모든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Polygon은 이제 고유의 동작을 갖는 첫 

번째 클래스 데이터 유형이 됩니다. Polygon의 동작은 사용자 정의 함수 세트로 구현됩니다. 
Polygon 사용의 예로 부동산 관리 응용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SQL문은 Polygon 

유형의 컬럼이 들어 있는 PROPERTIES라는 테이블을 작성한 후 두 개의 삼각형 수화물 등

록 정보를 테이블에 삽입합니다.

CREATE TABLE properties

(parcelno Char(6),

 owner    Varchar(32),

 parcel   Polygon);

INSERT INTO properties(parcelno, owner, parcel) VALUES

('123456', 'John Smith', 

     triangle( 500, 600, -400, -500, 1000 -500),

('123457', 'Susan 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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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angle(1100, 1100, 1300, 1100, 1300, 1400));

다음 쿼리는 둘레가 1,000보다 큰 소화물을 검색합니다. (John의 수화물은 해당되지만 Sus
an의 수화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SELECT owner, perimeter(parcel)

FROM   properties

WHERE  perimeter(parcel) > 1000;

추가 정보: 위의 샘플 쿼리는 특정 값보다 둘레가 큰 다각형을 검색합니다. 사전 계획을 세

우지 않으면 이 쿼리는 PROPERTIES 테이블에 있는 다각형 각각에 대해 외부 함수(perime

ter)를 호출하므로 속도가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자주 사용되는 쿼리 유형인 경우, 
각 다각형의 둘레를 미리 계산하여 PROPERTIES 테이블의 추가 컬럼에 이를 저장하고 둘레 

컬럼에 대한 인덱스를 작성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쿼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각형이 삽입

되거나 갱신될 때마다 둘레 컬럼의 값을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트리거를 정의할 수 있습니

다. 트리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장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LOB 데이터 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Polygon과 같은 구별 유형을 사용하는 응용프

로그램을 작성할 때, 프로그램 내에 대형 오브젝트를 실제로 구체화하지 않기 위해 로케이

터를 사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olygon은 Blob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용자는 프

로그램에서 Blob 로케이터를 사용하여 Polygon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olygon을 인

수로 사용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로케이터를 Polygon 데이터 유

형으로 명시적인 캐스트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loc1이 Blob 유형 로케이터의 호스트 

변수인 경우 perimeter(Polygon(:loc1))은 올바른 함수 호출이 되지만, perimeter
(:loc1)은 컴파일하는 데 실패하고 “호환 가능한 인수를 갖는 함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836.6  데이터 유형 변환

6.6 데이터 유형 변환

SQL문을 처리할 때 한 데이터 유형에서 다른 데이터 유형으로 값을 변

환해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데이터 유

형 및 함수는 이미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시스템이 데이터 유형 변환

을 수행하는 모든 방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유형 변환이 UDB
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

다. 

그림 6-6: 함수 인수의 승격 

6.6.1 함수 인수의 승격 
각 함수는 내장 함수 또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관계없이 제대로 정의된 매개변수 유형 목록

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장 함수는 실제로 오버로드된 함수의 계열입니다. 예를 들

어, SYSIBM.LENGTH 계열은 내장 함수 length(Integer), length(Decimal), length
(Char), length(Varchar), length(Date) 및 기타 여러 함수 인스턴스로 구성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도 오버로드된 계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인수 세트를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하면 6.4.3절에서 설명한 함수 결정 알고리즘에 의해 최상의 함수 인스턴스가 선택됩니

다. 그런 다음 선택된 함수가 실제 인수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수의 매개변수 유

형에 일치하도록 인수를 승격합니다. 승격은 내장 데이터 유형에 한해 사전 결정된 특정한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림 6-6에 나와 있는 승격 경로 중 하나를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

만 하면 인수가 승격됩니다. 값이 승격됨에 따라 인수의 길이, 정 도 또는 스케일도 선택

된 함수의 매개변수에 맞춰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Blob, Date, Time 및 Timestamp 데이터 유형 및 모든 구별 유형은 승격 계층 구조의 구성원

이 아니므로 이러한 데이터 유형은 절대 승격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유형 중 하나가 함수의 

인수로 사용될 때 선택된 함수 인스턴스의 매개변수는 완전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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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 또는 병합 연산자를 사용한 다른 데이터 유형의 모든 결합은 승격에 의해 처리됩니

다. 예를 들어, x는 Integer이고 y는 Double인 경우, 표현식 x + y는 첫 번째 인수를 승격하

는 함수 "+"(Double, Double)에 대한 호출로 처리됩니다. 

6.6.2 UNION 시멘틱
집합 연산 UNION, INTERSECT 및 EXCEPT는 다른 데이터 유형의 값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값을 결합할 때 이러한 연산자는 인수의 승격과 유사한 변환 시멘틱을 사용하지만 좀더 자

유롭게 시멘틱을 사용합니다. 함수 인수의 승격에 허용되는 모든 변환은 집합 연산에도 허

용됩니다. 또한 Date, Time 또는 Timestamp의 유효한 표현을 포함하는 Char 또는 Varchar 값은 

Date, Time 또는 Timestamp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그림 6-7: UNION 데이터 유형 계층 구조 

UNION, INTERSECT 및 EXCEPT가 지원하는 데이터 유형 변환은 그림 6-7에 나와 있습니

다. 일반 규칙에 따라 같은 UNION 계층 구조의 두 개의 데이터 유형 T1과 T2가 집합 연산 중 

하나로 결합된 경우, 결과 데이터 유형은 T1이나 T2 중 계층 구조에서 오른쪽으로 가장 먼 

쪽으로 결정됩니다.10)

집합 연산에 의해 두 개의 문자열이 결합되면 결과 데이터 유형의 길이는 입력 길이 중 

더 큰 쪽이 됩니다. 예를 들어, Char(50)과 Varchar(10)이 INTERSECT 연산으로 결합된 경우, 
그 결과는 Varchar(50)이며, 이는 피연산자 중 어느 것과도 다른 데이터 유형이 됩니다. 

집합 연산의 결과가 Decimal 데이터 유형일 때 결과는 피연산자 중 하나는 Decimal과 같

은 소수점 오른쪽 자릿수 및 소수점 왼쪽 자릿수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UNION의 피연산

자 유형이 왼쪽 6자리와 오른쪽 2자리를 갖는 Decimal(8,2)와 왼쪽 3자리와 오른쪽 4자리를 

10) 이 규칙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유형 Real의 값이 유형 Smallint, Integer 또는 Decimal 값과 결합된 경우, 
결과는 유형 Double의 값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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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Decimal(7,4)인 경우, 이 UNION의 결과는 왼쪽 6자리와 오른쪽 4자리를 갖는 Decimal(10,4)
가 됩니다. 이를 위해 Integer 유형은 11자리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고 Smallint 유형은 5자리

를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Blob와 구별 유형은 UNION 데이터 유형 계층 구조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 두 데이터 유

형은 집합 연산에서 자체로만 결합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형 변환에 대한 UNION 시멘틱은 SQL 언어로 된 몇 가지 다른 데이터 유형 결합 

연산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연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 피연산자가 다른 데이터 유형을 가질 때 coalesce 함수의 결과 계산. 예를 들어, x가 Char
(10)이고 y가 Date인 경우, coalesce(x, y)의 결과 유형은 x의 값이 리턴되더라도 Date가 

됩니다. 

2. 후보 결과가 다른 데이터 유형을 갖는 CASE 표현식.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ASE testvalue

   WHEN 1 THEN 100

   WHEN 2 THEN 200.00

   ELSE 3.0E+2

END

이 표현식의 결과는 testvalue에 따라 1.0E+2, 2.0E+2 또는 3.0E+2가 됩니다. 후보 결과

의 “가장 큰 데이터 유형”이 Decimal이므로 결과의 데이터 유형은 항상 Double이 됩니다.

3. VALUES 표현식. VALUES 표현식은 “리터럴 테이블”과 같습니다. 리터럴 테이블의 컬럼 데

이터 유형은 UNION 시멘틱을 사용하는 VALUES 표현식의 구성요소 부분에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VALUES 표현식은 첫 번째 컬럼이 유형 Double이고 두 번째 컬럼이 유형 De
cimal인 리터럴 테이블처럼 동작합니다. 
VALUES (1, 2.0), (3E3, 4)

4. IN 목록. IN 술어에서 IN 목록에 있는 모든 값은 UNION 시멘틱을 사용하여 결합될 수 있는 

유형을 가져야 합니다. 이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 예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유

효한 IN 술어를 나타내고, 두 번째 예는 유효하지 않은 술어를 나타냅니다. 
length IN (1, 2.2, 3e-1)

length IN (1, 2.2, 'Three miles'); 

6.6.3 지정
SQL에서는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지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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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문의 SET절을 사용하여 컬럼에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사전 트리거에 있는 지정(SET)문을 사용하여 컬럼에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7.3.2절 참

조).

• INSERT문을 사용하여 행에 값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 SELECT, FETCH 또는 VALUES문을 사용하여 호스트 변수로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 유형의 목표로 값을 지정하는 데 대한 규칙은 인수 승격에 대한 규칙이나 

UNION에 대한 규칙보다 두 가지 면에서 좀더 자유롭습니다.

1. 지정 변환은 승격과 달리 양방향입니다. 즉, Float를 Integer로 지정하는 것과 같이 “하위” 데
이터 유형의 목표로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값이 절단되면 정 도가 유실될 수 있

으며, 목표 데이터 유형으로 값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런타임 오류 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Double 값은 Integer 데이터 유형으로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2. 시스템 제공 캐스팅 함수를 사용하는 자동 변환으로 구별 유형 값을 소스 유형 목표로 지정

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별 유형 값을 호스트 변수로 지정하면 값

을 먼저 소스 유형으로 변환한 후 결과 값을 호스트 변수로 지정합니다. 

지정을 위해 데이터 유형은 그림 6-8과 같이 각 계열 내에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지정되는 

계열의 콜렉션으로 처리됩니다. 

6.6.4 캐스팅
캐스팅 연산은 2.4.3절에서 설명한 CAST 표현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호출됩니다. 다음은 CA
SE 표현식의 한 예입니다. 

CAST (x AS Decimal (8,2))

캐스팅은 또한 전래 함수의 인수가 소스 함수의 매개변수 유형으로 변환되고 소스 함수

의 결과가 전래 함수의 결과 유형으로 변환될 때 내재적으로 호출됩니다. 
캐스팅에 의해 지원되는 변환은 네 가지 양식의 데이터 유형 변환 중 가장 자유롭습니다. 

지정에 의해 지원되는 모든 변환은 숫자 값을 문자열 표현으로 캐스팅하는 것과 같은 특정

추가 변환과 함께 지원됩니다. 
다음은 하나의 데이터 유형을 다른 데이터 유형으로 캐스트하는 기능을 관리하는 규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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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별 유형은 해당 소스 유형으로 캐스트할 수 있습니다. 

{Smallint, Integer, Decimal, Real, Double}

{Char, Varchar, Long Varchar, Clob}

{Graphic, Vargraphic, Long Vargraphic, Dbclob}

{(Char or Varchar representation of a Date), Date}

{(Char or Varchar representation of a Time), Time}

{(Char or Varchar representation of a Timestamp), Timestamp}

{(Any distinct type), (The source type of that distinct type)}

그림 6-8: 지정 데이터 유형 계열 

2. 구별 유형의 소스 유형은 구별 유형으로 캐스트할 수 있습니다. 캐스팅은 함수에 의해 수행

되므로 소스 유형으로 승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유형은 구별 유형으로 캐스트할 수 있습

니다. 

3. 구별 유형은 다른 구별 유형으로 절대 캐스트할 수 없습니다.11)

4. 내장 데이터 유형 중 유효한 캐스트는 표 6-6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 캐스트 중 일부에는 런

타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ouble 값을 Integer 데이터 유형으로 캐스트할 

때 값이 너무 크면 오버플로우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har 또는 Varchar 값
을 숫자 또는 datetime 데이터 유형으로 캐스트할 때 해당 값이 목표 유형의 유효한 문자열 

표현인 경우에만 성공합니다. 

11) 사용자는 하나의 구별 유형을 다른 구별 유형으로 변환하는 함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예: 6.4.9절의 feet(Me

ters) 및 meters(Feet) 예제).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는 캐스팅 함수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CAST 표기

를 사용하여 호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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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내장 데이터 유형 간의 유효 캐스트 

캐스트

캐스트 대상

Sm allint
Integer 
Decim al

Real 
Double

Char Varchar Long
Varchar 
Clob

Graphic Vargraphic Long
Vargraphic
Dbclob

Date Tim e Tim estam p Blob

Smallint
Integer 
Decimal

Y Y Y

Real 
Double

Y Y

Char 
Varchar

Y Y Y Y Y Y Y Y Y

Long Varchar 
Clob

Y Y Y Y

Graphic Vargraphic
Long Vargraphic
Dbclob

Y Y Y Y

Date Y Y Y
Time Y Y Y
Timestamp Y Y Y Y Y
Blob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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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 관리에서 가장 두드러진 추세 중 한 가지는 저장된 데이터의 시멘틱(seman
tic) 컨텐츠의 증가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응용프로그램이 공유하는 자원이므

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시멘틱에 관한 지식을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복

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식으로 데이터의 특정 컬럼에 대한 유효값, 데이터 값의 

연계 방식, 특정 조건이 발견될 때마다 자동으로 어떤 조치를 트리거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

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면 저장된 데이터

가 보다 ‘활성화’되어 데이터베이스 외부에서 수동적으로 갱신을 수용하는 것 이상의 고유 

동작을 가지게 됩니다. 활성 데이터는 시멘틱 컨텐츠가 보다 풍부하다는 점에서 수동 데이

터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활성 데이터 기능은 SQL문이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은 조치를 SQL문이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UDB에는 몇몇의 활성 데이터 기능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1. 제한조건. 제한조건은 데이터 값의 변경 방법을 관리하는 규칙으로, 일반적으로 선언 방식

으로 지정됩니다. 제한조건은 데이터 값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자동으로 값을 생

성할 수 있습니다. 제한조건을 위반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을 시도하면 거부됩니다. 
제한조건은 SQL92 표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2. 트리거. 트리거는 특정 테이블의 갱신과 같은 이벤트에 의해 호출되거나 “트리거되는” 범
용의 자동 조치입니다. 제한조건의 선언 특징과 대조적으로 트리거는 트리거링 이벤트가 

발견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SQL문으로 구성된 프로시저로 정의됩니다. 트리

거는 잘못된 갱신을 롤백하는 등 사전 정의된 조치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매우 강력합니다. 
트리거는 메시지의 전송이나 주문을 하는 것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외부와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역 무결성을 강화하거나 복잡한 자동 조치를 호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트리거 기능이 현재 SQL3으로 알려진 차후 ANSI/ISO SQL 표준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이 장에서는 UDB가 지원하는 모든 활성 데이터 기능에 대해 설명하며 여러 제한조건 및 

트리거를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포괄적인 예제를 제시합니다. 또한 제한조건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특성이므로, 테이블 작성 및 변경에 관한 SQL문의 완전한 구문에 

대한 설명도 7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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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상호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수

의 제한조건과 트리거가 동일한 명령문에서 활성화될 때 상호 작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합니다. 또한 뷰, 트리거, 제한조건, 프로그램 및 기타 오브젝트가 어떻게 서로에게 종속되

는지 그리고 보수적 바인딩 시멘틱이라는 원칙이 사용자 뷰나 응용프로그램의 예기치 않

은 동작 변경을 어떻게 방지하는 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7.1 제한조건

UDB의 각 제한조건은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테이블과 연관되어 있으며 해당 테이블의 데

이터 값의 유효성을 보호합니다. 제한조건은 기본 테이블에만 연관되며 뷰1)와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물론 테이블의 제한조건은 뷰를 통해 적용된 유효하지 않은 갱신으

로부터 해당 테이블을 보호합니다.) 제한조건의 모든 유형은 이름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이

름은 특정 테이블과 연관된 여타 제한조건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제한조건의 이름은 제한

조건이 위반될 때마다 시스템에서 오류 메시지에 사용되며, ALTER TABLE문에서 제한조

건을 삭제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한조건을 작성하고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한조건의 이름을 생성합니다. 
각 제한조건은 특정 테이블에만 적용되므로 제한조건은 CREATE TABLE문의 일부로 정

의됩니다. 테이블이 작성된 후, 이 테이블과 연관된 제한조건은 ALTER TABLE문을 사용하

여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이 삭제되면 이와 연관된 제한조건도 모두 삭제

됩니다. 
UDB는 데이터 값 수정 방법을 관리하고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한조건의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음 6가지 특성을 포함합니다.

NOT NULL 제한조건

컬럼 디폴트

고유 제한조건

점검 제한조건

기본 키 제한조건

외부 키 제한조건

1) 2.6.5 절에서 설명한 점검 옵션이라는 뷰 기능은 뷰에 대한 제한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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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NOT NULL 제한조건
이 제한조건은 매우 기본적인 양식으로, 테이블의 지정된 컬럼이 널(NULL) 값을 포함할 수 

없도록 지정합니다. 컬럼에 널(NULL) 값을 넣으려고 시도하는 INSERT문이나 UPDATE문은 

모두 실패합니다.
NOT NULL 제한조건은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음은 NOT NULL 제한조건을 포함하

는 CREATE TABLE문의 예입니다.

CREATE TABLE patients (socsecno Char(11) NOT NULL, …);

컬럼이 NOT NULL 제한조건을 갖는 경우, COLUMNS 카탈로그 테이블의 해당 항목은 N
ULLS 컬럼에 “N” 값을 가집니다. 

7.1.2 컬럼 디폴트
테이블에 컬럼을 작성하거나 추가할 때 이 컬럼에 대해 디폴트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삽입되는 행이 이 컬럼에 대해 특정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디폴트값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디폴트값을 가진 새 컬럼이 몇 개의 행이 이미 들어 있는 테이블에 

추가되는 경우, 새 컬럼의 디폴트값이 이들 기존 행에 제공됩니다.
컬럼 정의 시 디폴트 절의 구문은 7.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컬럼에 지정된 디폴트값은NU

LL, 상수 또는 컬럼의 데이터 유형과 호환 가능한 특수 레지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컬럼의 

데이터 유형이 Blob 또는 구별 유형인 경우, 디폴트값은 캐스팅 함수(예: blob(X’0000000
0’) 또는 shoesize(8)을 사용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컬럼에 대해 명시적 디폴트 값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테이블 7-1의 규칙에 따라 디폴트값이 결정됩니다.
다음 CREATE TABLE문 예에서 주석은 네 개의 컬럼에 대한 디폴트값을 표시합니다. INS

ERT문은 STATE 및 CITATIONS 컬럼의 디폴트값을 받는 행을 삽입합니다. 

CREATE TABLE drivers

    (licenseno Char(8) NOT NULL, -- No default

     state Char(2) WITH DEFAULT ‘CA’, -- Default is ‘CA’

     expiration Date, -- Default is null

     citations Smallint WITH DEFAULT); -- Default is zero

INSERT INTO drivers(licenseno, expiration)

VALUES (‘K0123456’, ‘1998-06-15’);

각 컬럼에 대한 디폴트값은 COLUMNS 카탈로그 테이블의 DEFAULT 컬럼에서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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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표 7-1: 컬럼의 디폴트값

컬럼 정의 컬럼의 데이터 유형 컬럼 디폴트값

DEFAULT절이 없음 (모든 데이터 유형) 널(NULL)(NOT NULL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로 이때 해당 컬럼에는 디

폴트값이 없음).

명시적 디폴트값을 지정

하는 DEFAULT절

(모든 데이터 유형) DEFAULT절에 지정된 값.

WITH DEFAULT(명시적 

디폴트값이 지정되지

않음)

Smallint, Integer, Decimal,
Real, Double

0.

Char, Graphic 공백.

Varchar, Long Varchar,
Graphic, Long Vargraphic,
Clob, Dbclob, Blob

길이가 0인 문자열.

Date 행이 삽입된 현재 날짜. Date 컬럼이 

테이블에 추가되면 기존 행은 날짜 J
anuary 1, 0001을 수신합니다.

Time 행이 삽입된 현재 시간. Time 컬럼이 

테이블에 추가되면 기존 행은 시간 

00:00:00을 수신합니다.

Timestamp 행이 삽입된 현재 시간소인.
Timestamp 컬럼이 테이블에 추가되

면, 기존 행은 January 1, 0001의 날짜

와 00:00:00의 시간을 포함하는 시간

소인을 수신합니다.

구별 유형 기본 데이터 유형에 대해 시스템이 

정의한 디폴트값으로  구별 유형으

로 캐스트됩니다.

7.1.3 고유 제한조건
고유 키라는 고유 제한조건은 컬럼 또는 컬럼 세트 값에 대한 고유성을 보장합니다. 고유 

키의 모든 컬럼은 또한 NOT NULL 제한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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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한조건은 스포츠 리그에 사용되는 테이블 정의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LEAGUERULE1인 이 제한조건은 각 팀이 각 포지션에 많아야 한 명의 선수를 갖도록 합니

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제한조건을 정의할 경우, 시스템이 생성한 이름을 수신합니다.

CONSTRAINT leaguerule1 UNIQUE(team, position);

특정 컬럼 세트에 대해 고유 제한조건을 선언하면 UDB는 제한조건을 수행하기 위해 이

들 컬럼에 고유 인덱스를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제한조건에 이름이 있는 경우, 인덱스에 동

일한 이름이 부여됩니다. (기존 인덱스가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시스템은 인덱

스를 위해 다른 이름을 생성합니다.) 
고유 제한조건은 인덱스에 의해 수행되므로 인덱스 키의 모든 제한사항이 고유 제한조

건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유 키는 전체 길이가 256바이트 이하인 컬럼을 16개를 초

과하여 포함할 수 없으며 대형 오브젝트 컬럼도 포함할 수 없습니다(전체 제한사항은 2.6.6
절 참조). 

고유 제한조건은 각 SQL문 종료 시 수행됩니다. 여러 행을 갱신하는 UPATE문 처리 중 고

유 제한조건이 임시적으로 위반될 수 있습니다. 명령문 처리 종료 시 고유 제한조건이 충족

되지 않는 동안 이러한 명령문은 롤백되지 않습니다.
KEYCOLUSE 카탈로그 테이블은 정의된 모든 고유 제한조건과 그 제한조건이 적용되는 

테이블과 컬럼에 대해 설명합니다.

7.1.4 점검 제한조건
각 점검 제한조건은 특정 테이블에 첨부되어 해당 데이터 값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점검 제한조건은 점검 조건이라는 술어(또는 AND/OR로 연결되는 술어의 조합)를 

포함합니다. 점검 조건은 테이블의 모든 행에 대해  “거짓이 아님”(즉, 참 또는 알 수 없음으

로 평가되어야 함)으로 수행됩니다. 테이블의 행이 삽입되거나 갱신될 때마다 변경되는 행

에 대해 점검 조건이 테스트되며, 거짓인 경우에는 삽입이나 갱신이 롤백됩니다. 단일 SQL
문에 의해 여러 행이 삽입되거나 갱신되고 이러한 행에 대해 점검 제한조건이 실패하는 경

우, SQL문에 의한 모든 변경사항이 롤백되고 SQL문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점검 제한조

건을 위반하여 명령문이 롤백될 때, 현재 트랜잭션은 계속 진행되며 트랜잭션 내의 다른 명

령문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UDB에서 점검 조건은 점검 제한조건이 첨부되는 테이블의 단일 행을 검사하여 평가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즉, 점검 제한조건은 특수 레지스터에 대한 서브쿼리나 참조 

없이 단일 테이블의 컬럼만 참조하는 WHERE절과 같습니다. 이 제한사항은 행이 삽입되거

나 갱신될 때마다 점검 조건이 신속히 평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점검 제한조건은 CREATE TABLE 또는 ALTER TABLE문의 부분으로 테이블에 첨부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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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은 JOBCODE, SALARY 및 BONUS라는 컬럼을 가진 테이블에 대한 유효한 점검 제

한조건의 예입니다.

CONSTRAINT check1

 CHECK (jobcode IN (10, 20, 30, 40, 50));

CONSTRAINT check2

 CHECK (salary < 100000 AND bonus <= salary);

다음은 단일 행을 검사하여 테스트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점검 제한조건의 예

입니다.

CONSTRAINT check3

 CHECK (salary < (SELECT max(salary) FROM emp));

위의 예에 있는 check3이 유효한 점검 제한조건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7.3절에서 설명한 

트리거를 작성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각 점검 제한조건은 제한조건의 이름, 첨부되는 테이블의 이름 및 점검 제한조건의 텍스

트가 포함된 CHECKS 카탈로그 테이블의 행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 점검 제한조건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자 정의 함

수는 점검 제한조건의 기능을 추가합니다. 그러나 점검 제한조건은 VARIANT, EXTERNAL, 
ACTION 또는 SCRATCHPAD 등록 정보와 함께 정의된 모든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7.1.5 기본 키 제한조건
각 테이블은 선택적으로 하나의 기본 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본 키는 고유성과 NOT NULL
로 조합된 등록 정보를 갖는 컬럼 또는 컬럼의 조합입니다. 기본 키는 전체 길이가 최대 255
바이트인 최대 16개의 컬럼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기본 키에서 어느 컬럼도 데이터 유형

이 Blob, Clob, Dbclob, Long Varchar 또는 Long Vargraphic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컬

럼 세트가 테이블의 기본 키가 되도록 선언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해당 컬럼 세트에 대해 

고유한 인덱스를 유지보수합니다. 기본 키 제한조건이 이름을 갖는 경우, 인덱스에도 동일

한 이름이 부여됩니다. (기존 인덱스가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시스템은 이 인덱

스에 대해 다른 이름을 생성합니다.) 
기본 키는 두 가지의 추가 등록 정보를 포함하며 고유 키와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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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이블의 기본 키는 참조 무결성 관계(다음 절에서 설명함)에 대해 디폴트 상위 키의 역할

을 합니다.

2. 테이블이 병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여러 노드로 파티션된 경우, 기본 키의 첫 번째 컬

럼은 노드 간의 행 분배를 관리하는 디폴트 파티션 키의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는 COLUMNS 카탈로그 테이블을 검색하여 지정된 테이블의 기본 키 컬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컬럼이 해당 테이블에 대한 기본 키의 일부인 경우, COLUMNS의 KEYSEQ 값
이 기본 키 내에서의 컬럼 위치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KEYSEQ 값 2는 기본 키의 두 번

째 컬럼을 표시합니다.)
기본 키는 CREATE TABLE문의 일부로 테이블에 정의할 수 있으며 ALTER TABLE문을 사

용하여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 키에 이름을 부여할 수 있지만, 기본 키는 이름

을 참조하지 않고도 삭제할 수 있으므로 이름을 부여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결국, 각 테

이블은 하나의 기본 키만 가질 수 있음). 다음은 기본 키를 지정하는 CREATE TABLE문의 예

입니다. (물론 해당 테이블이 둘 이상의 기본 키를 가질 수 없으므로 각 기본 스펙이 별도의 

CREATE TABLE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CREATE TABLE patients (socsecno Char(11)

  NOT NULL PRIMARY KEY,

name Varchar(15));

CREATE TABLE quotations (suppno  Char(3) NOT NULL,

  partno  Char(4) NOT NULL,

  price   Integer,

  PRIMARY KEY (suppno, partno));

7.1.6 외부 키 제한조건
외부 키 제한조건은 두 개의 테이블(상위 테이블과 하위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지정합니

다. 상위 테이블과 하위 테이블은 동일한 테이블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테이블을 자체 참

조라고 합니다. 때로는 참조 무결성 또는 RI 관계라고도 하는 테이블 간의 관계는 상위 테이

블의 행과 하위 테이블 행 사이의 1:n 관계입니다. 상위 테이블의 컬럼 세트 간의 일치하는 

값을 기본으로 하는 관계를 상위 키라고 하며, 하위 테이블의 컬럼 세트를 외부 키라고 합

니다. 외부 키 제한조건의 유효한 기간 동안, 시스템은 모든 외부 키 컬럼이 널(NULL)이 아

닌 값을 갖는 하위 테이블의 각 행에 대해 상위 테이블에 대해 상위 키에 일치하는 값을 갖

는 행이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상위 키는 반드시 상위 테이블의 고유 키 또는 기본 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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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물론 외부 키와 상위 키는 동일한 컬럼 수 및 호환 가능한 데이터 유형(반드시 꼭 

일치할 필요는 없음)을 가져야 합니다. 외부 키의 컬럼은 Blob, Clob, Dbclob, Long Varchar 또
는 Long Vargraphic의 데이터 유형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 개의 테이블이 다중 참조 무결성 관계에 상위 및 하위 양쪽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관계는 외부 키 컬럼, 상위 테이블 및 선택적으로 상위 키 컬럼을 지정하는 하위 테이블

에 대한 CREATE TABLE 또는 ALTER TABLE문의 절에 의해 작성됩니다. 상위 키 컬럼을 지

정하지 않는 경우, 상위 테이블의 기본 키 컬럼으로 간주됩니다. 상위 키 및 하위 키가 다른 

RI 관계의 상위 키 및 하위 키와 실제로 동일한 RI 관계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외부 키 제한조건을 지정하는 CREATE TABLE 또는 ALTER TABLE에서는 제한조건에 설

명적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이 이름을 생

성합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시스템은 각 기본 키에 대한 인덱스를 자동으로 유지보수합

니다. 외부 키에 대해서는 인덱스가 자동으로 유지보수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이러한 인덱

스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각 참조 무결성 관계는 제한조건의 이름, 상위 및 하위 테이블의 이름 그리고 상위 키 및 

하위 키로 이루어진 컬럼 세트를 포함하는 REFERENCES 카탈로그 테이블의 행으로 기록

됩니다. 또한 기본, 고유 또는 외부 키에 참여하는 각 컬럼에 대한 항목을 갖는 KEYCOLUSE 
카탈로그 테이블을 검색하여 특정 컬럼에 적용되는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부 키 제한조건은 두 개의 참조 무결성 관계에 참여하는 EMP와 DEPT라는 테이블을 사

용하여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각 EMP 행은 직원을 나타내고 각 DEPT 행은 부서를 나타냅니

다. 각 직원이 유효한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유효한 관리자를 갖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 7-1에서 볼 수 있듯이 EMP 테이블에 두 개의 외부 키를 지정하여 수

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제한조건 중 하나에서(EMPNO에 대한 MANAGER의 제한조건) EMP 
테이블은 자체 참조합니다. 기본 키와 외부 키는 각 테이블이 작성될 때(예에서와 같이) 지
정될 수 있거나 또는 나중에 ALTER TABLE문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림 7-1의 제한조

건은 EMP에 있는 널(NULL)이 아닌 각 DEPTNO 값과 일치하는 DEPTNO 값이 DEPT에 있으

며, EMP의 널(NULL)이 아닌 각 MANAGER 값과 일치하는 ENPNO 값이 EMP에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또한 EMP 테이블의 DEPTNO와 MANAGER를 널(NULL)이 아닌 값으로 지정했

으므로(이는 외부 키 제한조건에서는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모든 직원은 

유효한 부서 및 유효한 관리자를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물론 일부 부서에

는 직원이 없을 수도 있으며 일부 직원은 다른 사람의 관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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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외부 키 제한조건

그림 7-1의 CREATE TABLE문에서 모든 경우에 상위 키가 상위 테이블의 기본 키이므로 

REFERENCES절의 컬럼 이름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때 SQL문이 외부 키 제한조건을 위반하면서 일부 데이터 값을 변경하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조건이 위반되는 모든 경우를 나열하고 

각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1. SQL문이 상위 키 값과 일치하지 않는 외부 키로 하위 테이블에 행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이
러한 INSERT문은 실패하며 이 명령문에 의해 삽입된 모든 행은 롤백됩니다.

2. SQL문이 하위 테이블의 외부 키를 상위 키 값과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값으로 갱신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UPDATE문은 실패하며 이 명령문에 의해 갱신된 모든 행은 롤백됩니다.

3. SQL문이 일치하지 않는 일부 외부 키 값은 하위 테이블에 남겨둔 채 상위 테이블에서 행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외부 키 제한조건을 작성한 사용자는 이 경우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ON DELETE CASCADE: 상위 행이 삭제되고 외부 키와 일치하는 하위 테이블의 모든 

행도 삭제됩니다.

ON DELETE SET NULL: 상위 행이 삭제되고 하위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모든 외부 키

의 널(NULL) 입력 가능 컬럼이 널(NULL)로 설정됩니다. (물론 외부 키 컬럼 중 최소

한 하나의 컬럼은 널(NULL) 입력이 가능해야 합니다.)

ON DELETE NO ACTION: 상위 행이 삭제되고 모든 변경사항이 롤백됩니다. 이 옵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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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제한조건은 모든 연쇄 갱신 및 삭제가 실행된 후 점검됩니다.

ON DELETE RESTRICT: NO ACTION 옵션에서와 같이, 상위 행의 삭제에 실패하고 모

든 변경사항이 롤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RESTRICT 옵션을 갖는 제한조건은 연쇄 

갱신 및 삭제가 실행되기 전에 점검됩니다. 따라서 ON DELETE RESTRICT는 ON 
DELETE NO ACTION보다 제한적입니다.

외부 키 제한조건의 디폴트 동작은 ON DELETE NO ACTION입니다.

4. SQL문이 하위 테이블의 일부 외부 키 값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상위 키 값을 수정하여 상

위 테이블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외부 키 제한조건을 작성한 사용자는 이 경우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ON UPDATE NO ACTION: UPDATE문 실행 이후 널(NULL)이 아닌 외부 키를 가진 모든 

하위 행에 일치하는 상위 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 UPDATE문 실행 전에 보

유했던 행과 동일한 상위 행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UPDATE문이 실패하고 모든 변경사항이 롤백됩니다.

ON UPDATE RESTRICT: UPDATE문 실행 이후 널(NULL)이 아닌 외부 키를 가진 모든 

하위 행에 UPDATE문 실행 이전에 보유했던 행과 일치하는 상위 행이 반드시 있어

야 합니다. 따라서 ON UPDATE RESTRICT는 ON UPDATE NO ACTION보다 제한적

입니다. 예를 들어, 상위 테이블의 두 행이 상위 키 값을 교환하도록 하는 UPDATE
문은 RESTRICT 제한조건을 위반할 수 있지만 NO ACTION 제한조건은 위반하지 않

습니다. 이 제한조건이 위반되는 경우, UPDATE문이 실패하고 모든 변경사항이 롤

백됩니다.
외부 키 제한조건의 디폴트 동작은 ON UPDATE NO ACTION입니다.
위의 설명은 외부 키 동작을 통해 UDB 권한 부여 시스템이 REFERENCES 특권을 제공하

는 이유를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권으로 테이블 소유자는 테이블을 참조

하는 외부 키를 작성할 수 있는 사용자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특권의 중요성

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자가 T1 테이블의 소유자라고 가정합니다. 또 다른 사용자가 T1 테이

블을 참조하는 외부 키로 T2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용자는 여러 하위 키 값을 

T2에 삽입하고 삽입이 되었음을 기록함으로써 T1에 존재하는 상위 키 값 세트를 찾을 수 있

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일치하는 행을 T2에 삽입하고 외부 키 제한조건을 ON DELETE NO 
ACTION으로 지정함으로써 사용자가 T1의 행을 삭제하거나 갱신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테이블의 소유자가 REFERENCES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테이블

을 참조하는 외부 키 제한조건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림 7-2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관계를 가진 하위 테이블이 다음에는 상위 테이블이 

되는 참조 무결성 관계의 체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상위 테이블에서 행을 

삭제하면 이는 삭제 및/또는 갱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관계 테이블로 전파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 7-2의 DIVISION 테이블에서 행을 삭제하면 DEPT의 일치하는 행이 삭제되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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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대로 EMP의 일치하는 행이 삭제되고 EQUIP의 일치하는 외부 키 컬럼이 널(NULL)로 설

정됩니다. 이 예에서는 외부 키 컬럼이 NOT NULL 제한조건을 갖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

다. 따라서 예를 들어 DEPT 테이블의 행이 널(NULL) 값을 갖는 DIVNO 컬럼을 포함할 수 있

지만, DIVNO 컬럼이 널(NULL)이 아닌 값을 포함하면 그 값은 DIVISION 테이블의 일부 기

본 키와 일치해야 합니다. 
참조 순환은 테이블을 하위 구성원으로 만들어 자체 내에서 닫히는 RI 관계의 체인으로 

정의됩니다. 자체 참조 테이블(예: 그림 7-1의 EMP 테이블)은 참조 순환의 가장 간단한 예입

니다. 둘 이상의 테이블을 포함하는 참조 순환은 이 순환의 모든 DELETE 규칙이 CASCADE
인 경우에만 UDB에서 허용됩니다.

그림 7-2: 참조 무결성 관계의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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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한조건 작성 및 삭제

제한조건은 항상 특정 테이블에 적용되므로 해당 테이블 작성이나 변경 프로세스의 일부

로 지정됩니다. 테이블 작성 및 변경을 위한 명령문의 기본 정보는 2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절에서는 제한조건 관리 기능 등 이러한 명령문에 대한 UDB 구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CREAT TABLE 및 ALTER TABLE문의 UDB 구문은 복잡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

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구문 가운데 일부는 주로 DB2의 이전 

버전이나 다른 제품과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제한조건 작성 및 

이름 지정을 위해 비교적 일관적이며 간단한 방법을 제공하는 CREATE TABLE 및 ALTER 
TABLE의 단순화된 구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렇게 단순화된 구문은 UDB의 모든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며, 새 응용프로그램에 권장됩니다. 그러나 UDB에서는 다른 구문 형

식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존 응용프로그램을 UDB로 이주할 경우, SQL 참조서를 참조해

야 합니다. 
CREATE TABLE문을 통해 제한조건을 컬럼 제한조건 또는 테이블 제한조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컬럼 제한조건은 테이블의 단일 컬럼에 적용되는 제한조건이며 해당 컬럼의 

정의 일부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C1이라는 정수 컬럼이 지정된 테이블의 기본 키인 경

우, 이 컬럼은 C1 INTEGER NOT NULL PRIMARY KEY 구문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반면 

테이블 제한조건은 둘 이상의 테이블 컬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의 기

본 키가 C1 및 C2 컬럼을 포함하는 경우, 테이블 정의는 PRIMARY KEY(C1, C2)라는 테이블 

제한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문 다이어그램에서, table-name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 이름을 나타냅니다(예: ACC

OUNTS.PAYABLE). 첫 번째 부분은 스키마 이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스키마 내의 테이블을 

식별합니다. 스키마 이름을 생략한 경우, 디폴트는 명령문이 컴파일되거나(정적 SQL의 경

우) 실행되는(동적 SQL의 경우) 사용자 ID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SMITH가 T1이

라는 테이블을 작성하는 경우, 테이블의 전체 이름은 SMITH.T1이 됩니다.
테이블 이름과 달리 제한조건 이름은 단일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각 제한조건 이름은 동

일한 테이블에 첨부되는 모든 제한조건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7.2.1 CREATE TABLE문
CREATE TABLE문의 구문은 다음의 구문 다이어그램에 표시됩니다. 유효한 CREATE TABLE
문의 예는 7.4절의 예제 응용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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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한 테이블은 500개를 초과한 컬럼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테이블 내의 컬럼 길이의 합계는 4,005바이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문 다이어그램에서 tbspace-name은 실제 스토리지의 단위인 테이블 스페이스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CREATE TABLE문을 통해 사용자의 테이블이 저장될 테이블 스페이스를 지정

할 수 있으며 테이블의 대형 오브젝트 값 및 인덱스에 사용되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의 클러스터링을 증가시키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덱스와 대형 오브젝트를 나머지 테이블과 다른 테이블 스페이스에 저장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스페이스 스펙을 생략하는 경우, 시스템은 사용자를 위해 테이블 스페

이스를 선택합니다.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1절을 참조하십시오.)

• DATA CAPTURE CHANGES절은 사용자 테이블의 변경사항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복제하

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이 절은 데이터 복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로그에 특수 항목이 

작성되도록 합니다. 이 절을 생략하거나 DATA CAPTURE NONE을 지정할 경우, 사용자 테

이블에 변경사항이 작성되어도 로그에 특수 항목이 작성되지 않습니다.

• NOT LOGGED INITIALLY절은 테이블이 작성된 트랜잭션과 동일한 트랜잭션에서 테이블

에 작성된 변경사항(예: 테이블에 행을 삽입)은 복구 로그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테이블은 시스템 실패에서 보호 받지 못하며 테이블 백업 사본이 

작성될 때까지 (10.6절에서 설명한 BACKUP 명령을 사용하여) 참조 무결성 관계의 상위 테

이블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형 테이블의 초기 로드 중 로깅 활동을 줄이기 위해 NOT LO
GGED INITIALLY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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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파티션 키의 개념이 사용자 테이블에 적용되는 경우는 병렬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노드

에 파티션되어 있는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테이블을 작성할 때입니다. 이 경우, 파티션 키는 

노드 중에서 행 분산을 제어합니다. (병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2절을 참

조하십시오.) 파티션된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테이블을 작성하고 파티션 키를 지정하지 않

을 경우, 디폴트 파티션 키는 기본 키의 첫 번째 컬럼 또는 (테이블에 기본 키가 없는 경우) 
대형 오브젝트 데이터 유형을 갖지 않는 첫 번째 컬럼입니다.

• 사용자 테이블에 파티션 키가 있는 경우, 다음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파티션 키의 컬럼은 대형 오브젝트 데이터 유형을 가질 수 없습니다. 
파티션 키 컬럼의 데이터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본 키 또는 고유 키는 파티션 키의 모든 컬럼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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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명시적 디폴트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컬럼 디폴트값은 표 7-1에 표시된 대로 결정됩니다. 

• 컬럼 제한조건에 대해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이 이름을 생성합니다. 

• 점검 조건은 테이블의 단일 행을 검사하여 평가될 수 있는 AND/OR로 연결된 술어 조합 또

는 술어입니다. 점검 제한조건이 컬럼 제한조건으로 지정된 경우, 이것이 적용되는 컬럼에 

대한 참조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HECK(BONUS<5000)은 BONUS 컬럼에 적용

되는 유효한 컬럼 제한조건입니다. 반면 CHECK(BONUS<SALARY)는 둘 이상의 컬럼과 관

련되어 있으므로 테이블 제한조건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컬럼에 대해 PRIMARY KEY 또는 UNIQUE 옵션이 지정된 경우, 해당 컬럼에 대해 NOT NULL 
옵션도 지정되어야 합니다. 

• LOGGED/NOT LOGGED 및 COMPACT/NOT COMPACT 옵션은 대형 오브젝트 데이터 유형

(Blob, Clob, DBclob 및 이들 데이터 유형을 기본으로 하는 구별 유형) 컬럼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1절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옵션에 대한 디폴트값

은 LOGGED 및 NOT COMPAC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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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테이블 제한조건에 대해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이 이름을 생성합니다. 

• 점검 조건은 점검 제한조건이 정의된 테이블의 단일 행을 검사하여 평가될 수 있는 AND/OR
로 연결된 술어 조합 또는 술어입니다.

• 기본 키 또는 고유 키가 지정된 경우, 참여하는 모든 컬럼에 대해 NOT NULL이 선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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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REFERENCES절은 참조 무결성 관계의 상위 테이블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컬럼 이름이 지

정된 경우, 이들 컬럼의 이름은 관계의 상위 키 역할을 하는 상위 테이블의 기본 키 또는 고

유 키의 컬럼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컬럼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위 키는 내재적

으로 상위 테이블의 기본 키입니다. 

• CREATE TABLE문이 REFERENCES절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AuthID는 상위 테이블에 대한 

CONTROL 또는 REFERENCES 특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REFERENCES 특권은 상위 키의 

개별 컬럼에 대해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디폴트 조치는 ON DELETE NO ACTION 및 ON UPDATE NO ACT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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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Char, Varchar, Blob 또는 Clob 데이터 유형의 최대 길이는 바이트로 지정됩니다. Graphic, Varg
raphic 또는 Dbclob 데이터 유형의 최대 길이는 각각 2바이트씩 차지하는 문자로 지정됩니

다. 

• Blob 및 Clob 데이터 유형의 최대 길이를 지정할 때 접미부 K, M 및 G는 각각 210바이트(1킬

로바이트), 210바이트(1메가바이트) 및 230바이트(1기가바이트)를 나타냅니다. Dbclob 데이

터 유형의 최대 길이를 지정할 때 이들 접미부는 유사한 의미를 갖지만 2바이트 문자의 최

대 수를 나타냅니다. 

• Char 및 Graphic 데이터 유형의 경우, 디폴트 길이는 1입니다.

• Decimal 데이터 유형의 경우, 정 도는 전체 자릿수를 표시하고 스케일은 소수점 오른쪽 자

릿수를 표시합니다. 디폴트 정 도는 5이고 디폴트 스케일은 0입니다. 

• FOR BIT DATA 옵션은 문자열 데이터 유형이 2진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고 특정 문

자 세트 또는 코드 페이지와 연관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일부 내장 데이터 유형은 이름 대신 사용될 수 있는 동의어를 가집니다. 이들 동의어는 표 7-2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테이블에 

대한 전체 설명과,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는 컬럼 및 적용되는 제한조건을 관리합니다. 이러

한 카탈로그 테이블(기본 테이블의 실제 뷰임)은 SYSCAT 스키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부

록 D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컬럼 및 제한조건을 설명하는 카탈로그 테이블은 표 7-3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7-2: 내장 데이터 유형의 동의어

유형 이름 동의어

INTEGER INT

DECIMAL DEC, NUMERIC, NUM

REAL FLOAT(n) 여기서 1≤n≤24

DOUBLE
DOUBLE PRECISION, FLOAT,
FLOAT(n) 여기서 25≤n≤53

CHAR CHARACTER

VARCHAR CHARACTER VARYING, CHAR VA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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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테이블, 컬럼 및 제한조건을 설명하는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

카탈로그 테이블 설명된 오브젝트

TABLES 테이블 및 뷰

COLUMNS 테이블 및 뷰의 컬럼

TABCONST 제한조건 및 적용되는 테이블

CHECKS 점검 제한조건

COLCHECKS 점검 제한조건에 참여하는 컬럼

REFERENCES 참조 무결성 관계(외부 키 제한조건)

KEYCOLUSE 기본, 고유 및 외부 키에 참여하는 컬럼

7.2.2 ALTER TABLE문
ALTER TABLE문은 기존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하고, Varchar 컬럼의 길이를 늘리거나 제한

조건과 같은 기타 테이블 등록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테이블에 적용

되는 제한조건이 변경될 경우, ALTER TABLE문이 실행되는 AuthID는 표 2-8에 나열된 특권 

이외에도 추가로 특정 특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부 키 제한조건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경우, 제한조건의 상위 테이블에 대한 CONTROL 
또는 REFERENCES 특권(또는 상위 키를 구성하는 컬럼에 대한 최소한 컬럼 레벨 REFEREN
CES 특권). 

• 기본 또는 고유 키가 삭제될 경우, 삭제된 키가 상위 키인 참조 무결성 관계를 갖는 모든 테

이블에 대한 CONTROL 또는 ALTER 특권.
ALTER TABLE문의 구문은 다음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ALTER TABLE 구문 다이어그램

에 사용되는 요소의 일부는 CREATE TABLE문에서도 사용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앞 절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테이블에 컬럼이 추가되고 컬럼 정의가 NOT NULL 옵션을 갖는 경우, 컬럼은 DEFAULTS절

도 포함해야 합니다. 테이블의 기존 행에 있는 새 컬럼 값에 대해 디폴트값이 사용됩니다.  

• 테이블에 기본 키, 고유 키, 외부 키 또는 점검 제한조건을 추가하면 모든 기존 데이터에서  

제한조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테이블이 점검 보류 상태에 있는 경우는 제외). 이때 

실패하면 ALTER TABLE은 롤백됩니다. (점검 보류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7.5절을 

참조하십시오.) 

• ALTER COLUMN절은 Varchar 유형의 기존 컬럼 길이를 늘리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컬럼 길이는 4,000 미만이어야 하고 행의 최대 길이(4,005바이트)나 고유 키의 최대 길이(255
바이트)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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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CAPTURE절을 통해 데이터 복제를 지원하는 시스템 로그에 특수 정보를 저장하도록 

설정 및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 소개된 옵션 이외에도 ALTER TABLE을 통해 테이블의 특정 성능 관련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 (예를 들어) 테이블에 확보된 잠금 크기 및 실제 스토리지에서 행의 위치에 영향

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QL 참조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ALTER TABLE문의 예입니다. 

ALTER TABLE equip

 ADD COLUMN description Varchar(20)

 ADD COLUMN value Decimal(8,2);

ALTER TABLE equip

 ALTER COLUMN description SET DATA TYPE Varchar(60)

 ADD CONSTRAINT check1 CHECK (value <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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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 TABLE equip

 DROP CONSTRAINT check1;

추가 정보: ALTER TABLE문에 ADD 및 DROP절이 여러 개 들어 있는 경우, 절 사이에 쉼표

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추가 정보: 테이블을 작성할 때 키의 모든 컬럼이 NOT NULL로 선언되는 경우에만 기본 키 

또는 고유 키를 기존 테이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키 컬럼 중 일부가 NOT NULL 등
록 정보를 갖지 않을 경우(실제로 널(NULL)을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불행하게도 기존 

컬럼에 NOT NULL 등록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7.3 트리거

트리거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작동하여 사용자의 호출을 감지하는 데이

터베이스 내에 배치할 수 있는 요정(genie) 같은 것입니다. 사용자는 특정 테이

블에서 데이터를 삽입, 삭제 또는 갱신할 때마다 이 요정으로 하여금 일련의 

SQL문을 감지해서 실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는 간단한 제한조건으

로 수행될 수 없는 방법이며 데이터의 유효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트리거는 또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조치가 발생할 때마다 자

동으로 다른 조치가 이어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조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외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

니다. 트리거는 감사 추적을 보존하고 예외 조건을 발견하며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관계를 

유지보수하기에 이상적인 도구입니다. 

트리거를 작성할 때 다음 파트를 지정해야 합니다. 

1. 이름.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트리거도 스키마 이름을 포함하며 이름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

니다. 트리거 이름은 스키마 내에서(첨부되어 있는 테이블 내에서 뿐만 아니라) 중복될 수 

없습니다. 

2. 트리거링 이벤트. 트리거링 이벤트는 트리거를 활성화시키는 이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트리거링 이벤트는 특정 테이블에서의 행 삽입, 삭제 또는 갱신을 의미합니다. 트리거링 이

벤트가 갱신인 경우, 테이블의 모든 컬럼에 적용될 수도 있고 고유하게 이름 지정된 컬럼에

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트리거는 트리거링 이벤트에서 이름 지정된 테이블에 첨부되도록 

합니다. 트리거는 항상 실제 테이블에 첨부되며 뷰에는 첨부되지 않습니다. (물론 트리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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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 첨부되어 있는 경우, 트리거는 정의된 뷰를 통해 테이블을 조작할 때 활성화됩니

다.) 

3. 활성화 시간. 트리거의 활성화 시간은 항상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리거링 이벤트가 발생하

기 이전 또는 이후입니다. 

다음은 트리거링 이벤트와 활성화 시간의 몇 가지 예입니다.
BEFORE INSERT ON books

AFTER DELETE ON voters

AFTER UPDATE ON inventory

AFTER UPDATE OF jobcode, salary ON emp 

테이블에 첨부될 수 있는 트리거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트리거링 이벤트와 활성화 시간

이 동일한 트리거가 여러 개일 경우 작성 순서에 따라 실행됩니다. 

4. 세분성. 트리거링 이벤트를 일으킨 SQL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행을 삽입, 삭제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정의자는 트리거가 이러한 SQL문에 대해 한번만 활성화되는

지 또는 수정된 각 행에 대해 한 번 활성화되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을  트

리거의 세분성이라고 하며 이러한 트리거의 두 유형을 각각 명령문 트리거와 행 트리거라

고 합니다. 명령문 트리거의 정의는 FOR EACH STATEMENT절을 포함하며, 행 트리거의 정

의는 FOR EACH ROW절을 포함합니다. SQL INSERT, DELETE 또는 UPDATE문은 테이블에

서 작동하지만 행은 수정하지 않고, 명령문 트리거는 활성화 되지만 행 트리거는 활성화되

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트리거는 활성화 시간(이전, 이후), 트리거 이벤트(삽입, 삭제, 
갱신) 및 세분성(명령문, 행)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됩니다. 트리거는 사전 트리거, 
사후 갱신 트리거, 사전 삽입 행 트리거와 같이 하나 이상의 등록 정보로 나타납니다. 사전 

트리거는 항상 행 트리거가 되어야 합니다(UDB는 사전 명령문 트리거를 지원하지 않습니

다).

5. 전이 변수. 트리거가 활성화되면 간혹 이를 활성화시킨 특정 데이터베이스 변경 정보를 사

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갱신 행 트리거의 경우, 갱신 이전과 이후의 갱신된 행의 

데이터 값을 모두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삭제 명령문 트리거의 경우에는 트

리거링 명령문에 의해 삭제된 모든 행을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이 정보 유형

은 전이 변수의 형태로 트리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이 변수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

습니다. 

• 이전 행 변수는 트리거링 이벤트 이전에 수정된 행 값을 나타냅니다. 

• 새 행 변수는 트리거링 이벤트 이후에 수정된 행 값을 나타냅니다. 

• 이전 테이블 변수는 트리거링 이벤트 이전에 표시된 대로 수정된 행을 모두 포함하는 가

설 읽기 전용 테이블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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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테이블 변수는 트리거링 이벤트 이후에 표시된 대로 수정된 행을 모두 포함하는 가설 

테이블을 나타냅니다. 
트리거를 정의할 때 선택적 REFERENCING절에서 전이 변수를 정의하고 사용자가 원하

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정의는 둘 이상의 전이 변수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많아야 각 유형별로 하나의 변수를 포함합니다. 아래의 REFERENCING절에서 처음 두 예는 

행 전이 변수를 정의하고 나중 두 예는 테이블 전이 변수를 정의합니다. 
REFERENCING NEW AS newrow

REFERENCING OLD AS lastyear NEW AS thisyear

REFERENCING OLD_TABLE AS oldtable

REFERENCING NEW_TABLE AS arrivals

행 전이 변수는 트리거 정의에서 마치 상관 이름인 것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전이 변수는 트리거 정의에서 마치 테이블 이름인 것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테이블 

조회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테이블 수정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첫 번째 예

에 정의된 전이 변수를 사용하여 사후 갱신 트리거는 갱신 이전과 이후의 급여 값을 oldrow.

salary 및 newrow.salary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위의 세 번째 예에 정의된 전이 변

수를 사용하여 사후 삭제 트리거가 서브쿼리(SELECT count(*) FROM oldtable)에 의

해 삭제된 행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트리거에서는 네 가지 가능 전이 변수 중 일부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삽입 트리거는 새로 삽입된 행이 이전 값을 갖지 않으므로 새 전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전 전이 변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삭제 트리거는 이전 전

이 변수는 사용할 수 있지만 새 전이 변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 7-4는 각 트리거 유형에 

유효한 전이 변수의 유형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전 및 새 테이블 전이 변수가 사후 행 트리거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

입니다. 이러한 트리거가 수정된 각 행에 대해 한 번 실행되었더라도, 수정될 행 세트는 사

후 행 트리거가 실행되기 전에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전 및 새 테이블 전이 변수가 정의됩

니다.) 

6. 트리거 조건. 트리거 조건은 참, 거짓 또는 알 수 없음으로 평가하는 테스트로 WHERE절과 

마찬가지로 하나 이상의 술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조건은 WHERE 대신 WHEN
으로 시작합니다.) 트리거 조건은 다음 예와 같이 전이 변수와 서브쿼리를 포함할 수 있습

니다. 
WHEN (newrow.salary < oldrow.salary)

WHEN (newrow.salary > (SELECT max(salary)

FROM emp

WHERE jobcode = newrow.jobcode) )

WHEN (SELECT count(*) FROM oldtable)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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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가 활성화되면 트리거 내용은 트리거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예를 들

어, 위의 첫 번째 트리거 조건은 갱신 후 SALARY 값이 갱신 전의 SALARY 값보다 작은 경

우에만 트리거 내용이 실행되도록 지정합니다. 트리거 조건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트리거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실행됩니다. 

7. 트리거 내용. 트리거 내용은 하나 이상의 SQL문으로 구성됩니다. 트리거 유형에 따라 트리

거 내용에 사용될 수 있는 명령문 유형에 대한 제한사항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트리거 내용이 둘 이상의 SQL문을 포함할 경우, 명령문은 BEGIN ATOMIC과 END 사
이에 위치하고 세미콜론으로 분리됩니다. ATOMIC은 트리거 내용이 ATOMIC 복합 SQL문

(4.1.13절 참조)처럼 동작한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트리거 내용의 명령문이 실패할 경우, 트
리거링 SQL문과 이 명령문에 의해 활성화된 모든 트리거 조치는 롤백되고 트리거링 명령

문에 대해 –723의 SQLCODE(SQLSTATE 09000)가 리턴됩니다. 실패한 명령문(트리거 내용

에 있는)에 의해 생성되는 SQLCODE와 SQLSTATE도 오류 메시지의 일부(SQLCA 구조의 S
QLERRMC 필드에 들어 있음)로 리턴됩니다. 트리거링 명령문이 롤백되더라도 현재 트랜

잭션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되며, 응용프로그램은 추가 명령문을 실행하고 트랜잭

션을 커미트 또는 롤백할 수 있습니다. 

표 7-4: 여러 트리거 유형에서 사용되는 전이 변수 

트리거링 이벤트 및

활성화 시간 행 트리거에서 사용 가능 명령문 트리거에서 사용 가능

BEFORE INSERT 새 행 (유효하지 않음)

BEFORE UPDATE 이전 행, 새 행 (유효하지 않음)

BEFORE DELETE 이전 행 (유효하지 않음)

AFTER INSERT 새 행

새 테이블 

새로운 테이블

AFTER UPDATE 이전 행, 새 행

이전 테이블, 새 테이블

이전 테이블, 새 테이블

AFTER DELETE 이전 행

이전 테이블

이전 테이블

7.3.1 트리거 작성 및 삭제
CREATE TRIGGER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리거 이름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스키마 이름(첫 번째 부분)의 디폴트는 현재 사용자 ID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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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가 첨부된 테이블(즉, ON절의 테이블)은 반드시 실제 테이블(뷰가 아닌)이어야 하

며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전 트리거 작성 시 필수 NO CASCADE절은 사전 트리거가 다른 사전 트리거를 절대 활

성화시키지 않는다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필수 MODE DB2SQL절은 UDB에 의해 현재 구현되어 있는 트리거 실행 모드를 나타냅니

다. 이러한 절은 대체 트리거 실행 모드가 차후 이 제품에 추가되는 경우 기존 응용프로그

램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CREATE TRIGGER문을 실행하는 사용자는 DBADM 권한, SYSADM 권한 또는 다음의 권한

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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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거 스키마에 대한 CREATEIN 특권 또는 새 스키마를 내재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IMPLI
CIT_SCHEMA 권한 

• 트리거가 첨부되어 있는 테이블에 대한 ALTER 또는 CONTROL 특권 또는 이 테이블의 스

키마에 대한 ALTERIN 특권

• 트리거 내용에 있는 모든 SQL문을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  

• CREATE TRIGGER문이 전이 변수를 포함하는 경우 트리거가 첨부되어 있는 테이블에 대한 

SELECT 특권

• 트리거 조건에서 참조된 모든 테이블에 대한 SELECT 특권 

트리거 내용은 항상 트리거를 활성화시킨 사용자 권한이 아닌 트리거를 작성한 사용자

의 권한 하에서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Barney가 새 프로그램의 비용을 각각 추가하

여 BUDGET 테이블의 행을 갱신하는 PROGRAMS 테이블에 대한 삽입에서 트리거를 정의

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트리거를 정의하려면 Barney는 BUDGET 테이블에 대한UPDATE 
특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용자 Wilma가 PROGRAMS 테이블에 새 항목을 삽

입한다고 가정합니다. 물론 Wilma가 이를 수행하려면 PROGRAMS에 대해 INSERT 특권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지만 BUDGET에 대한 UPDATE 특권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Wilma
의 조치로 인해 Barney의 트리거가 활성화되어 BUDGET이 갱신됩니다.) 

각 트리거의 정의는 TRIGGERS라는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 기록됩니다. 2.6.9절에서 

설명한 COMMENT문을 사용하여 카탈로그 테이블에 설명적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2.6.8절에서 설명한 DROP문을 사용하여 삭제할 수 있

습니다. 다음은 트리거를 삭제하는 데 사용되는 명령문의 예입니다. 

DROP TRIGGER emp_trig1; 

트리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기 전에 트리거 내용에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수 SQL
문, 즉 지정문과 SIGNAL문을 소개하겠습니다. 

7.3.2 지정문
지정문은 사전 트리거에서만 사용됩니다. 사전 트리거의 일반적인 목적은 INSERT 또는 UP
DATE문의 동작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전 트리거가 지정문을 사용하여 삽입하거나 

갱신할 “새 행”의 컬럼에 값을 지정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정문은 키워드 SET로 시작되며 UPDATE문의 SET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지정문의 구

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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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에서 등호 왼쪽에 있는 컬럼 이름은 트리거가 첨부되어 있는 테이블의 컬럼 이름

과 일치해야 합니다. 지정문의 효과는 “새 행”(즉, 삽입하거나 갱신할 행)의 값을 등호 오른

쪽에 있는 값과 바꾸는 것입니다. “새 행”의 값을 수정함으로써 사전 트리거는 누락된 값을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트리거링 SQL문에 의해 제공된 값을 겹쳐쓸 수 있습니다. 
지정문으로 “새 행”만 수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시스템이 지정문 왼쪽에 있는 컬럼 

이름을 더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UDB는 다음 규칙

을 적용합니다. 

1. 지정문을 포함하는 모든 사전 트리거는 “새 행” 전이 변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2. 트리거가 “새 행” 전이 변수만 정의할 경우, 지정문의 컬럼 이름(등호 양쪽에 있는)이 규정

되지 않고 “새 행”을 내재적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3. 트리거가 “새 행” 및 “이전 행” 전이 변수를 모두 정의하는 경우, 지정문의 모든 컬럼 이름

(등호 양쪽에 있는)은 전이 변수에 의해 규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왼쪽에 있는 컬럼 이름은 

“새 행” 변수에 의해 규정되어야 합니다. 

지정문에서 등호 오른쪽에 있는 값은 새 행의 컬럼에 지정되는 값입니다. 내장 또는 사용

자 정의 산술 연산자와 함수를 포함한 일반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FAULT는 지정

되고 있는 컬럼의 디폴트값을 나타냅니다. 값과 값이 지정되는 컬럼은 일대일로 일치해야 

합니다. 컬럼 값 목록을 생성하기 위해 서브쿼리를 등호 오른쪽에 사용하는 경우, 이 서브

쿼리는 단일 행만 리턴해야 합니다. 지정문이 값을 여러 컬럼에 지정할 경우, 오른쪽 부분

은 모두 지정이 수행되기 전에 평가됩니다. 
다음은 유효한 지정문의 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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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newrow.startdate = CURRENT DATE;

SET deptno = 'A52', bonus = 1000;

SET newrow.perimeter = perimeter(newrow.parcel);

SET salary = (SELECT min(salary)

     FROM emp

     WHERE jobcode = newrow.jobcode);

지정문을 포함하는 트리거를 작성하는 사용자는 SYSADM 권한 또는 DBADM 권한을 갖

거나 다음 특권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지정문의 왼쪽에 참조된 컬럼에 대한 UPDATE 특권

• 지정문의 오른쪽에 참조된 컬럼 또는 테이블(서브쿼리에 참조된 테이블 포함)에 대한 SEL
ECT 특권

7.3.3 SIGNAL문 
SIGNAL문의 목적은 오류 조건을 일으키고 SQL문의 효과를 롤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SIGN
AL문은 사전 트리거 또는 사후 트리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링 SQL문2)의 효과

를 롤백하고, 트리거링 SQL문에 의해 호출된 연쇄 참조 무결성 관계 및 트리거에 의해 발생

한 모든 변경사항을 롤백합니다. 그러나 SIGNAL문은 트랜잭션을 진행 상태로 남기므로 사

용자 또는 응용프로그램은 트랜잭션에 있는 다른 명령문을 커미트 혹은 롤백하도록 선택

할 수 있습니다. 
SIGNAL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SIGNAL문에 지정된 상태는 '70ABC'와 같이 정확히 5자를 포함하는 문자열 리터럴의 

형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5자는 모두 숫자 또는 대문자여야 합니다. 사용자 정의 오류 

조건을 나타내는 SQLSTATE를 선택할 때 IBM 또는 SQL92 표준에 의해 예약된 값을 사용해

서는 안됩니다. 첫 번째 문자가 7 - 9의 숫자 또는 I - Z의 문자인 SQLSTATE를 선택하면 충돌

2) SIGNAL문은 다른 트리거 또는 연쇄 참조 무결성 조치에 의해 활성화된 트리거에 의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IGNAL문은 트리거를 활성화시킨 특정 이벤트뿐만 아니라 모든 트리거 및 호출된 연쇄 조치를 포함하여 사

용자의 원래 SQL문도 롤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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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3) SIGNAL문으로 지정된 메시지는 최대 70자의 문자열을 평가하

는 표현식이 될 수 있습니다.
SIGNAL문이 트리거 내용 내에서 실행될 때 트리거링 SQL문(및 이 SQL문에서 파생된 모

든 변경사항)은 롤백됩니다. 트리거링 명령문을 실행한 응용프로그램은 SIGNAL문으로 지

정된 SQLSTATE 및 -438의 SQLCODE를 수신합니다. SIGNAL문으로 지정된 메시지도 호출 

응용프로그램으로 리턴됩니다(SQLCA 구조의 SQLERRMC 필드).
다음은 유효한 SIGNAL문의 예입니다.

SIGNAL SQLSTATE '70001' ( 'No such jobcode');

SIGNAL SQLSTATE 'PRO99'

 ('Invalid project: ' || char(newrow.project) ) ;

7.3.4 사전 트리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트리거는 트리거링 SQL문이 실행되기 이전에 활성화되는 사전 트리

거와 트리거링 SQL문이 실행된 후에 활성화되는 사후 트리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전 

트리거와 사후 트리거가 구문상 유사하기는 하지만, 트리거 내용에서 사용될 수 있는 SQL
문과 목적에 있어서는 크게 다릅니다. 

사전 트리거는 강력한 제한조건 형식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사후 트리거는 때로는 보다 

일반적인 응용프로그램 논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 때문에 사전 트리거와 사

후 트리거에 대해 각각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직원 레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EMP라는 매우 익숙한 테이블 버전에서 작동되는 몇 가지 

샘플 트리거를 작성하여 사전 및 사후 트리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EMP 테
이블에 다음 컬럼이 들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EM P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전 트리거는 항상 행 트리거입니다. 사전 트리거는 INSERT 또
는 UPDATE문에 의해 데이터베이스로 입력되기 전에 보통 “조건” 데이터 값으로 사용됩니

다. 예를 들어, 테이블의 지정된 컬럼이 NOT NULL 제한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사전 트리거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디폴트값으로 제한되지 않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

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삽입될 때마다 해당 컬럼에 대한 값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

3) 특정 다른 SQLSTATE값 또한 가능하고, 이 값은 SQL 참조서에서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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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후 트리거는 시기가 너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조건 지정은 사후 트리

거보다는 사전 트리거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사후 트리거가 활성화될 수 있을 때 제한조

건의 위반으로 Insert문이 이미 실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컬럼이 NOT NULL로 선언되고 사전 트리거에 의해 해당 디폴트값이 생성된 경

우, 이 컬럼의 정의는 DEFAULT절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컬럼에 대해 지정된 디폴트값이 

생성된 후 사전 트리거에서 제공한 디폴트값으로 겹쳐쓰여집니다. NOT NULL을 지정하고 

DEFAULT절을 생략한 경우, 시스템은 컬럼에 대한 명시적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행은 

테이블에 삽입될 수 없게 하고 사전 트리거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사전 트리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데이터의 조정 지정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데이

터베이스 자체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 트리거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

의 SQL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행”을 수정하는 지정(SET) 명령문

SELECT
VALUES
SIGNAL
트리거가 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SQL INSERT, DELETE 또는 UPDATE를 사용하여 데이

터베이스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 사전 트리거보다는 사후 트리거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 

트리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수정하지 않으므로 사전 트리거 실행으로 또 다른 사전 트

리거를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사전 트리거를 작성하는 명령문의 필수 NO CASCA
DE절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단, 사전 트리거가 원래 SQL문에 의해 수정되지 않은 새 행의 

컬럼을 수정할 경우, 명령문을 실행한 후 활성화될 사후 트리거의 목록을 확장시킬 수 있습

니다. 
SELECT문과 VALUES문은 트리거에서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파일에 쓰는 것과 같이 주로  

부가 작용을 갖는 함수를 호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개 이러한 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

니다.

추가 정보: 메시지 송신과 같은 외부 조치를 수행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트리거를 작성한다

고 가정합니다. 트리거를 활성화시키는 명령문이 실행되고 롤백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외부 조치를 실행 취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함수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롤백의 경우 보완 외부 조치 생성을 위한 사용자 고유의 메커니즘을 제

공해야 합니다. 

여러 예를 통해 사전 트리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업무 코드를 기준으로 

초봉의 별도 테이블을 사용하여 새로 입사한 직원의 초봉과 상여금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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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조건 지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트리거는 초봉에 관한 회사 정책 시행에 사용될 

수 있으며, 새 직원을 삽입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이 정책을 임베드시킬 필요가 없어집

니다. 서브쿼리에서 “새 행” 전이 변수가 사용되는 방법에 유의하십시오. 

CREATE TRIGGER emp_trig1

 NO CASCADE BEFORE INSERT ON emp

 REFERENCING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SET (salary, bonus) =

  (SELECT salary, bonus

   FROM startingPay

   WHERE jobcode = newrow.jobcode); 

사전 트리거는 트리거링 SQL문이 제공한 값을 겹쳐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사

전 트리거는 급여 인상을 50%로 제한합니다. 50% 미만의 급여 인상은 수정 작업 없이 적용

됩니다. 이 예에서, 등호 왼쪽에 “새 행” 전이 변수를 사용하려면 지정문이 반드시 필요합니

다. (“이전 행”및 “새 행” 전이 변수가 모두 정의되었기 때문입니다.) 

CREATE TRIGGER emp_trig2

 NO CASCADE BEFORE UPDATE OF salary ON emp

 REFERENCING OLD AS oldrow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WHEN (newrow.salary > 1.5 * oldrow.salary)

 SET newrow.salary = 1.5 * oldrow.salary;

물론 사전 트리거는 예외 조건을 발견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

려고 시도하는 SQL문을 롤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 조건을 발견하는 트리거는 

점검 제한조건과 유사하지만, 단일 행의 새 값을 조사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더욱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계산한 직원의 중요성이 지정된 

값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직원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트리거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트

리거는 모든 기존 및 차후 응용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회사 정책을 정의하고 시행하는 데 사

용될 수 있습니다. 

CREATE TRIGGER emp_trig3

 NO CASCADE BEFORE DELETE ON emp

 REFERENCING OLD AS old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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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ACH ROW MODE DB2SQL

 WHEN (importance(oldrow.jobcode, oldrow.project) > 20)

 SIGNAL SQLSTATE '70010' ('We need this person');

사전 트리거는 테이블에 행을 삽입할 때마다 generate_unique 함수를 사용하여 자동

으로 고유 값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내장 함수는 각 함수 호출에서 유형이 Char(13) FOR 
BIT DATA인 고유 값을 리턴합니다. 이 고유 값은 함수 호출 시 시간소인을 기준으로 합니

다. 이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 SHIPMENTS라는 테이블에 PKG_ID라는 컬럼이 있다고 가정합

니다. SHIPMENTS에 삽입된 각 행은 다음 트리거에 의해 고유 PKG_ID 값을 제공 받을 수 있

습니다. 

CREATE TRIGGER shipment_trig1

 NO CASCADE BEFORE INSERT ON shipments

 REFERENCING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SET pkg_id = generate_unique();

generate_unique 함수에 의해 생성된 값을 UTC 시간소인으로 변환하기 위해 내장 ti

mestamp 함수에 이 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원할 경우 로컬 시간대를 추가하고 

내장 date 및 time 함수를 사용하여 이 시간소인으로부터 로컬 날짜 및 시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쿼리는 위에 제시된 트리거에 의해 생성된 고유 값을 기준으

로 하여 각 선적 날짜 및 시간과 함께 1000개 부품을 초과하는 모든 선적을 나열합니다. 

SELECT date(timestamp(pkg_id)+CURRENT TIMEZONE) AS date,

     time(timestamp(pkg_id)+CURRENT TIMEZONE) AS time,

     part, quantity

FROM shipments WHERE quantity > 1000;

추가 정보: 사용자가 원할 경우, 위의 예에 있는 PKG_ID 컬럼과 같은 트리거에 의해 생성된 

값을 포함하는 컬럼을 기본 또는 고유 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 컬럼을 

NOT NULL로 선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테이블에 행을 삽입할 때마다 생성된 컬럼에 대

해 널(NULL)이 아닌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트리거는 생성된 컬럼에 삽입하는 값을 겹쳐쓰

므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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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사후 트리거
사전 트리거와 마찬가지로 사후 트리거에도 트리거링 이벤트, 선택적 트리거 조건 및 트리

거 내용이 있습니다. 단, 사후 트리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전 트리거와는 다릅니다. 

1. 사후 트리거는 트리거링 SQL문과 모든 해당 제한조건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연후에만 실행

됩니다. 따라서, 사후 트리거는 트리거링 명령문의 효과뿐 아니라 이 트리거링 명령문이 호

출한 외부 키 제한조건에 의해 발생된 모든 연쇄 갱신사항과 삭제된 사항의 효과도 확인합

니다. 제공된 명령문에 의해 둘 이상의 사후 트리거가 활성화된 경우, 각 트리거는 이전에 

활성화된 트리거에 의해 발생된 데이터베이스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후 트리거는 FOR EACH STATEMENT 또는 FOR EACH ROW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3. 사후 트리거는 트리거한 행을 제한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후 트리거는 데이터베이스

의 모든 테이블에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SQL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INSERT
DELETE
UPDATE
SELECT
VALUES
SIGNAL

사후 트리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수정할 수 있으므로 사후 트리거를 실행하여 다른 

트리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은 트리거 중첩의 한계를 

16 레벨로 정합니다.
사전 트리거는 때로 저장된 데이터의 시멘틱(semantic) 동작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후 트리거의 내용에 대한 제한사항이 거의 없으므로 사전 트리거보다 강력합니

다. 여러 예를 통해 사후 트리거의 사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사전 트리거 또는 사후 트리거로 표시될 수 있는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

는 급여가 결코 감소되지 않는 정책(불행히도, 이 책의 예에서 가정된 회사에만 적용됨)을 

시행합니다. 또한 일부 직원의 급여를 감소시키려고 시도하는 갱신이 발견될 때마다 트리

거는 logEvent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예는 트리거가 데이터베이스 이외

의 기능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logEvent 함수는 C로 작

성되었으며, 파일에 쓰거나 메시지를 송신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함수는 서버 머신에서 실행되므로 모든 조치가 서버 머신에서 발생된다는 점에 유의하십

시오.) 이 예에서는 logEvent 함수가 세 개의 매개변수, 즉 이벤트 유형을 식별하는 문자

열, 시간소인 및 추가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다른 문자열을 사용합니다. 물론 logEvent 함수

를 작성한 사용자는 6장에서 설명한 외부 함수 정의의 기법을 사용하여 원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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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매개변수와 해당 조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테이블에 액세스하지 않고 함

수를 호출해야 할 때 트리거는 VALUES문을 사용합니다.

CREATE TRIGGER emp_trig4

 AFTER UPDATE OF salary ON emp

 REFERENCING OLD AS oldrow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WHEN (newrow.salary < oldrow.salary)

 BEGIN ATOMIC

    VALUES (logEvent('Salary decrease',

   CURRENT TIMESTAMP, oldrow.empno));

    SIGNAL SQLSTATE '70011'

('Salary decrease for employee '  || oldrow.empno);

END

다음 사후 트리거 예는 하나의 테이블이 갱신되어 다른 테이블 갱신을 자동으로 트리거

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테이블에 링크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러 지역의 현재 온도를 

모두 포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TMPS라는 테이블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정

합니다. 이 TEMPS 테이블에는 PLACE 및 TEMP 컬럼이 있으며, PLACE 컬럼은 기본 키입니

다. 전형적인 겨울날에는 테이블의 내용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TEM PS

각 지역에서 측정된 최고 및 최저 온도와 날짜 레코드를 보존하는 EXTREMES라는 보조 

테이블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트리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보조 테이블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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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 ES

먼저, EXTREMES 테이블을 작성하여 TEMPS 테이블에 기록된 각 지역에 대한 행을 채우

겠습니다. EXTREMES의 각 행에서 최고 및 최저 온도와 각 날짜에 대한 초기 값은 널(NULL)
입니다. 이 테이블을 작성하여 채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령문을 사용합니다. 

CREATE TABLE extremes

(place    Varchar(20) NOT NULL,

 hightemp Integer,

 highdate Date.

 lowtemp  Integer,

 lowdate  Date,

 PRIMARY KEY (place));

INSERT INTO extremes(place)

 SELECT place FROM temps;

그런 다음 새로운 최고 또는 최저 온도가 발생할 경우(또는 EXTREMES의 관련 셀에 최고 

또는 최저 온도가 아직 기록되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널(NULL)이 들어 있는 경우) 온도 및 

현재 날짜를 EXTREMES 테이블의 적절한 셀에 복사하고 TEMP 테이블에 대한 각 갱신을 

검사하는 한 쌍의 트리거를 작성합니다. 

CREATE TRIGGER temp_trig1

 AFTER UPDATE ON temps

 REFERENCING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WHEN (newrow.temp)

  (SELECT hightemp

   FROM   extremes

   WHERE  place = newrow.place)

   OR

(SELECT hightemp

 FROM   extremes

 WHERE  place = newrow.place) IS NULL)

UPDATE extr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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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hightemp = newrow.temp,

          highdate = CURRENT DATE

      WHERE place = newrow.place;

CREATE TRIGGER temps_trig2

 AFTER UPDATE ON temps

 REFERENCING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WHEN (newrow.temp <

  (SELECT lowtemp

   FROM   extremes

   WHERE  place = newrow.place)

   OR 

      (SELECT lowtemp

       FROM   extremes

       WHERE  place = newrow.place) IS NULL )

UPDATE extremes

      SET lowtemp = newrow.temp,

          lowdate = CURRENT DATE

      WHERE place = newrow.place;

위에 정의된 트리거는 TEMPS 테이블의 행이 갱신될 때 EXTREMES 테이블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TEMPS 테이블에 새 

지역이 추가되거나 이전 지역이 삭제될 때 발생합니다. 
TEMPS 테이블에 새 지역이 추가될 때(PLACE가 기본 키이므로 새 행을 삽입하여) 다른 

트리거를 작성하여 동일 지역이 EXTREMES 테이블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트리거는 새

로운 지역의 초기 온도를 최고 및 최저 온도로 사용하여 EXTREMES에 행을 삽입합니다.  

CREATE TRIGGER temps_trig3

 AFTER INSERT ON temps

 REFERENCING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INSERT INTO extremes(place, hightemp, highdate,

     lowtemp, lowdate)

  VALUES(newrow.place, newrow.temp, CURRENT DATE,

  newrow.temp, CURRE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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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S에서 행을 삭제할 때 이에 상응하는 행을 EXTREMES에 보존할 것인지 또는 삭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TEMPS에 일치하는 행이 없는 EXTREMES에서 행을 삭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경우, PLACE가 TEMPS의 기본 키인 사실이 이점으로 작용합니

다. 다음의 외부 키 제한조건은 TEMPS에서 지역을 삭제할 때 EXTREMES에서도 삭제되도

록 합니다. 

ALTER TABLE extremes

 ADD CONSTRAINT fk1 FOREIGN KEY(place) REFERENCES temps

    ON DELETE CASCADE;

사후 트리거는 감사 추적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작성된 갱신사항의 레코드를 유지보수하

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사후 명령문 트리거 세트가 사용하여 특정 테이블 감사 추적을 유

지보수하는 방식에 대한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ACCOUNTS라는 테

이블이 들어 있으며 이 테이블에 작성된 모든 변경사항 레코드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예에서 변경사항을 작성하는 사용자, 변경 유형, 변경이 발생한 시간 및 변경된 행 수를 

충분히 기록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변경사항을 기록할 ACCOUNT_CHANGES라는 

보조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이 테이블의 구조 및 이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명령문은 아래

와 같습니다. 

ACCOUNT_CHANGES

CREATE TABLE account_changes

 (type   Char(1)

 when    Timestamp,

 bywhom  Char(8),

 nrows   Integer); 

그런 다음 ACCOUNTS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이 ACCOUNT_CHANGES에서 자동으로 저

널될 수 있도록 ACCOUNTS_CHANGES 테이블을 ACCOUNTS 테이블에 링크하는 세 개의 

사후 트리거 세트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트리거는 특정 값이 아닌 총체적인 변경사항을 기

록하므로 행 전이 변수가 아닌 테이블 전이 변수를 사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삽

입 트리거와 갱신 트리거는 새 테이블 변수를 사용하고 삭제 트리거는 기존의 테이블 변수

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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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RIGGER account_trig1

 AFTER INSERT ON accounts

 REFERENCING NEW_TABLE AS newtable

 FOR EACH STATEMENT MODE DB2SQL

 INSERT INTO account_changes(type, when, bywhom, nrows)

    VALUES('I', CURRENT TIMESTAMP, USER,

(SELECT COUNT(*) FROM newtable) );

CREATE TRIGGER account_trig2

 AFTER UPDATE ON accounts

 REFERENCING NEW_TABLE AS newtable

 FOR EACH STATEMENT MODE DB2SQL

 INSERT INTO account_changes(type, when, bywhom, nrows)

    VALUES('U', CURRENT TIMESTAMP, USER,

(SELECT COUNT(*) FROM newtable) );

CREATE TRIGGER account_trig3

 AFTER DELETE ON accounts

 REFERENCING OLD_TABLE AS oldtable

 FOR EACH STATEMENT MODE DB2SQL

 INSERT INTO account_changes(type, when, bywhom, nrows)

    VALUES('D', CURRENT TIMESTAMP, USER,

(SELECT COUNT(*) FROM oldtable) );

위에 제시된 세 개의 트리거는 실제로 행을 수정하지 않은 명령문(NROWS = 0을 갖는 항

목으로 결과가 나타남)을 포함하여 ACCOUNTS 테이블에 적용되는 모든 INSERT, UPDATE 
및 DELETE문을 기록하기 위한 항목을 ACCOUNT_CHANGES 테이블에 작성합니다.

7.3.6 재귀 트리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트리거 내용은 갱신사항의 일부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고, 이러한 

갱신사항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트리거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특정 트리거에 의해 적용된 

갱신사항 동일 트리거가 다시 실행되는 경우, 이 트리거를 재귀라고 합니다. 재귀 트리거는 

시스템이 처리하기에 너무 복잡한 명령문이나 루프되기 쉬우므로 작성할 때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 재귀 트리거를 설명하겠습니다. 기업 내의 각 직원에 대해 직원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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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다른 직원 수의 총계를 기록하기로 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를 위

해 EMP 테이블에 SPAN이라는 새 컬럼을 추가하겠습니다. 상위 레벨 관리자는 여러 레벨 

“트리”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며, 이 트리에 있는 총 직원 수는 EMP의 해

당 관리자 행에 대한 SPAN 컬럼에 기록됩니다. 다음 명령문을 사용하여 원하는 새 컬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LTER TABLE emp ADD COLUMN span Integer WITH DEFAULT;

WITH DEFAULT절은 데이터베이스에 새 직원을 추가할 때 Integer 데이터 유형에 대해 시

스템이 제공하는 디폴트값인 0을 초기 SPAN으로 수신하도록 합니다. 
SPAN을 모든 기존 직원에 대한 올바른 값으로 설정한 후, 직원이 한 관리자에 삽입, 삭제, 

또는 다른 관리자에게 이동될 때 SPAN 컬럼을 자동으로 유지보수하는 일련의 트리거를 작

성하려고 합니다. 이는 다음 트리거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들 예에서 명령문 

종료자로 “!” 문자를 선택했음에 유의하십시오. 이는 세미콜론이 트리거 내용 중 하나에서 

개별 명령문을 분리시키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CREATE TRIGGER emp_hire

 AFTER INSERT ON emp

 REFERENCING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UPDATE emp

    SET span = span + 1

    WHERE empno = newrow.manager!

CREATE TRIGGER emp_quit

 AFTER DELETE ON emp

 REFERENCING OLD AS oldrow

 FOR EACH ROW MODE DB2SQL

 UPDATE emp

    SET span = span -1

    WHERE empno = oldrow.manager!

CREATE TRIGGER emp_transfer

 AFTER UPDATE OF manager ON emp

 REFERENCING OLD AS oldrow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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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ATOMIC

    UPDATE emp

    SET span = span - 1

    WHERE empno = oldrow.manager;

    UPDATE emp

    SET span = span + 1

    WHERE empno = newrow.manager;

END!

CREATE TRIGGER emp_propagate

 AFTER UPDATE OF span ON emp

 REFERENCING OLD AS oldrow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UPDATE emp

    SET span = span + newrow.span - oldrow.span

    WHERE empno = newrow.manager!

이러한 트리거 세트가 재귀되는 방식을 보기 위해 한 관리자에서 다른 관리자로 직원이 

이전될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MANAGER 컬럼의 갱신은 EMP_TRANS
FER라는 트리거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트리거는 새 관리자의 범위는 확장시키고 이전 관리

자의 범위는 축소시킵니다. 새 관리자 및 이전 관리자의 SPAN 컬럼에 대한 갱신사항은 EM
P_PROPAGATE라는 트리거를 차례대로 활성화시키는데, 이 트리거는 새 2단계 상급 관리자

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이전 2단계 상급 관리자의 범위를 축소시킵니다. EMP_PROPAGATE 
트리거가 관리자의 범위를 갱신할 때마다, 이 트리거는 다음 레벨에 있는 관리자의 범위를 

갱신하기 위해 재귀적으로 자신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컴파일러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몇 

개의 관리 레벨이 표시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므로 16 레벨의 재귀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생

성합니다. 명령문이 실행될 때 이 이상의 레벨이 발견되면 런타임 오류(SQLSTATE 54038, S
QLCODE -724)가 발생합니다. 

재귀 트리거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다중 재귀 라는 상황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중 재귀는 재귀 트리거가 자신을 두 번 이상 활성화시키거나 재귀 트리거가 두 개 이상의 

다른 재귀 트리거를 활성화시킬 때 발생합니다. UDB는 다중 트리거를 호출하는 SQL문을 

발견하면 이 명령문을 컴파일하지 못하고 “명령문이 너무 길거나 너무 복잡합니다”라는 오

류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이전 예를 약간 수정하여 다중 재귀 함정에 빠지는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각 직원의 관리자를 기록하는 대신 개개인의 어머니와 아

버지를 기록하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테이블은 또한 다음 컬럼을 사용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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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총 자손 수를 기록합니다. 

PERSONS

테이블에 새로운 사람이 입력될 때 활성화되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조상의  DESCENDA
NTS 컬럼에 자동으로 1을 추가하는 트리거 세트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트리거 세트

는 다음과 같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UPDATE persons CREATE TRIGGER new_mother

 AFTER INSERT ON persons

 REFERENCING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UPDATE persons

   SET descendants = descendants + 1

   WHERE name = newrow.mother;

CREATE TRIGGER new_father

 AFTER INSERT ON persons

 REFERENCING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UPDATE persons

    SET descendants = descendants + 1

    WHERE name = newrow.father;

CREATE TRIGGER maternal_ancestor

 AFTER UPDATE OF descendants ON persons

 REFERENCING OLD AS oldrow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UPDATE persons

    SET descendants = descendants + 

       newrow.descendants - oldrow.descendants

    WHERE name = newrow.mother;

CREATE TRIGGER paternal_anc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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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UPDATE OF descendants ON persons

 REFERENCING OLD AS oldrow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UPDATE persons

    SET descendants = descendants + 

       newrow.descendants - oldrow.descendants

    WHERE name = newrow.father;

이러한 트리거 세트가 다중적으로 재귀되는 이유를 보기 위해 테이블에 새로운 사람이 

삽입될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삽입은 NEW_MOTHER
과 NEW_FATHER 트리거를 활성화시키고, 이 트리거는 새로운 사람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나타내는 행의 DESCENDANTS 컬럼을 갱신합니다. 이 트리거에 의해 수행된 변경사항은 

MATERNAL_ANCESTOR 및 PATERNAL_ANCESTOR 트리거를 차례대로 호출하는데, 이 트

리거는 새로운 사람의 조부모 네 명을 나타내는 행의 DESCENDANTS 컬럼을 갱신합니다. 
이러한 각 갱신사항은 MATERNAL_ANCESTOR 및 PATERNAL_ANCESTOR 트리거를 모두 

다시 호출하여 가계도의 n번째 레벨에 n번의 갱신사항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갱신사항의 

지수 급증은 시스템이 처리하기에 너무 크므로 PERSONS 테이블의 INSERT문은 컴파일될 

수 없습니다. 
위의 트리거 세트를 재작성하여 다중 재귀를 사용하지 않고 PERSONS 테이블의 ANCEST

ORS 컬럼을 자동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찾는 일은 연습 문제

로 독자들에게 남겨 두기로 하겠습니다. (힌트: 이 방법은 다중 트리거를 단일 트리거에 결

합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추가 정보: 하나 이상의 트리거를 호출하는 SQL문을 컴파일하거나 실행하고자 할 때 “명령

문이 너무 길거나 너무 복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이는 시스템이 이 명령문

이 호출하는 모든 트리거와 더불어 컴파일러의 자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입니다. 명령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 명령문이 호출할 수 있는 모든 트리거를 나열하고 

이들 트리거 중 다중적으로 재귀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중 재귀 트리거가 호출

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APPLHEAPSZ, PCKCACHESZ 및 STMTHEAP라는 데이터베이

스 구성 매개변수의 값을 증가시켜 컴파일할 명령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는 제어 센터를 통해 설정되고 점검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3절에서 

설명합니다.) 

7.3.7 제한조건과 트리거 비교 
여기서 잠시 데이터베이스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제한조건과 트리거의 상대적 이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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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일 규칙이 적용되

는 트리거를 작성하기 보다는 제한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 제한조건은 트리거보다 작성 절차가 단순하며 시스템에 더 많은 최적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제한조건은 트리거와 달리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기존 데이터에 대해 작성 시점에서 수행

됩니다. 

• 제한조건은 명령문 때문에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반면, 각 

트리거는 갱신 또는 삭제와 같은 특정 유형의 명령문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트리거는 제한조건보다 훨씬 강력하며 제한조건이 수행할 수 없는 여러 규칙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절대 감소하지 않음” 규칙과 같이 “사전” 및 “사후” 
상태를 모두 알아야 하는 규칙은 트리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7.3.8 제한조건과 트리거 간의 상호 작용 
제한조건과 트리거를 사용할 때 SQL문 처리 중 이들이 수행되거나 실행되는 순서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단일 INSERT, DELETE 또는 UPDATE문이 여러 행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

습니다. 이들 행은 각각 제한조건과 트리거 목록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벤트의 순서는 다

음과 같습니다. 

1. UDB는 SQL문을 “가정적”으로 실행하여 이 명령문에 의해 수정될 모든 행의 이전 값과 새 

값을 포함하는 변경 목록을 생성합니다. (물론 삽입된 행은 이전 값을 갖지 않으며 삭제된 

행은 새 값을 갖지 않습니다.) 변경 목록의 변경사항은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지 않습

니다. 

2. SQL문에 의해 활성화된 사전 트리거는 작성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사전 트리거는 데이터

베이스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 적용을 위해 대기 중인 변경 목록의 새 값

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변경 목록의 변경사항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됩니다. 

4. 제한조건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명령문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변경

사항이 롤백됩니다. CASCADE 및 SET NULL의 삭제 조치가 있는 외부 키 제한조건은 2차 

데이터베이스 변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 테이블에서 행을 삭제하면 하

위 테이블의 행이 삭제 또는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들 각 2차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이 실

행됩니다.

a. 2차 변경사항은 “가정적”으로 실행되며 변경 목록을 생성합니다. 

b. 2차 변경사항에 의해 활성화된 사전 트리거는 작성 순서대로 실행되며, 변경 목록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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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c. 변경 목록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고 원래 SQL문의 변경 목록과 병합됩니다. 

d. 제한조건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이 롤백

됩니다. 이 이벤트 순서는 2차 변경사항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이때 데이터

베이스의 상태는 일관되며 모든 제한조건이 수행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은 

마스터 변경 목록에 수집됩니다.

5. 원래 SQL문 또는 2차 변경사항에 의해 활성화된 사후 트리거가 작성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각 사후 명령문 트리거는 정확히 한 번 실행됩니다. (수정된 행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각 사후 행 트리거는 원래 SQL문 또는 2차 변경사항에 의해 수정된 각 행에 대해 한 번 실

행됩니다. 각 트리거에 대한 “이전” 및 “새” 전이 변수는 변경 목록의 값에 의해 정의됩니

다.

사후 트리거는 SQL문을 포함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각 사후 트

리거는 이전에 실행된 다른 트리거에 의해 발생된 데이터베이스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후 트리거의 내용은 일련의 SQL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각 명령문은 해당 제

한조건과 트리거를 차례대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내의 각 SQL문은 여기에 나열한 

것과 동일한 이벤트 순서로 독립적으로 실행됩니다. 이러한 설계의 결과로 트리거 내용에 

포함된 각 개별 SQL문을 실행한 후(및 트리거 자체가 완료된 후에도) 데이터베이스의 상태

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그림 7-3의 예는 사후 트리거의 명령문 실행 순서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이 예에서 원래 SQL문은 Trigger 1 및 Trigger 2(작성 순서로 나열된)라는 사후 트리거를 

활성화시킵니다. 트리거 1 내에는 두 개의 SQL문이 있습니다. 이들 명령문 중 첫 번째는 트

리거 A와 트리거 B를 활성화합니다(작성 순서로 나열됨). 원래 명령문의 실행 순서와 이 네 

가지 트리거는 이 그림에서 “경로”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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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트리거 활성화 순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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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활성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 절에서는 일부 사용자 정의 데이터 유형 및 함수뿐만 아니라 여러 활성 

데이터 기능을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작성 프로세스를 통해 제한조건 및 

트리거의 사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공급업체로부

터 품목을 구매하여 고객의 주문을 충족시키는 메일 주문 비즈니스를 지

원합니다. 이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지는 않겠지

만, 비즈니스의 기초가 되는 특정 정책을 캡슐화하는 테이블, 제한조건 및 

트리거 세트를 정의합니다. 
메일 주문 비즈니스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SQL문은 STORE 

예제 프로그램에 나와있습니다. STORE 예제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은 그

림 7-4를 참조하고 예제 프로그램 단계별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STORE 예제는 파일을 배치하거나 CLP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처리될 수 있는 

SQL문을 포함합니다. 일부 명령문은 내용에 세미콜론으로 분리된 여러 SQL문이 들어 있는 

트리거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파일에서 최상위 레벨 SQL문을 분리시키기 위해 다른 분리

문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STORE 예제에서는 이를 위해 “!”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최
상위 레벨 SQL문의 분리문자는 파일이 실행을 위해 제출될 때 다음 명령에서와 같이 CLP
에 선언됩니다.  

db2 -td! -f store.sql

추가 정보: CLP는 선언된 분리문자가 행에서 마지막 문자인 경우에만 SQL문 종료로 해석

됩니다. 따라서 “!”는 명령문 내에서 “!”가 행 끝에서 사용되지 않는 동안 일부 CREATE FUN
CTION문 내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리문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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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 ERS

SUPPLIERS

INVENTORY

PURCHASE

SALES 

그림 7-4: STORE 예제에서 사용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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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프로그램 STORE 단계: 활성 데이터베이스 

단계1: 비즈니스에 대한 테이블을 작성하기 전에 응용프로그램이 구별 유형을 정의할 필요가 있

는지를 우선 결정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특수 유형 

중 한 가지 분명한 예가 Money입니다. Money의 기본이 되는 표현에 사용할 기본 데이터 유

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데이터 유형은 Decimal(8,2)와 같은 Decimal 유형이겠

지만, C 언어에는 Decimal 데이터 유형과 대등한 데이터 유형이 없어 Decimal 데이터를 C로 

작성된 사용자 정의 함수로 전달할 수 없으므로 이 데이터 유형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Integer를 기본 데이터 유형으로 사용하는 Money 데이터 유형을 

정의하고 Money를 센트의 정수로 표현하는 규칙을 채택합니다. (예를 들어, 정수 500은 

$5.00을 나타냅니다.) 부호가 있는 32비트 정수를 기본 데이터 유형으로 하는 이러한 규칙

을 사용하여 금액을 수백만 달러까지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이 응용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비즈니스 응용프로그램에서 Money라는 구별 유형을 정의할 때 Money 데이터 유형에 적

용되는 연산자 및 함수도 정의해야 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Money 금액을 더하고 빼고, 정수

로 곱하고 나누며, Integer 기본 데이터 유형에서 해당 연산자를 사용하여 Money 금액 세트

의 합계 또는 최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Money를 Money로 곱하는 것과 같은 다른 연

산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Money 데이터 유형과 연산자 및 함수를 정의하는 SQL문은 이 

예제 프로그램의 단계1에서 보여줍니다. 

단계2: 단계2에서는 외부 연락처(고객 및 공급업체)를 나타내는 테이블을 작성하여 비즈니스 데

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각 고객의 이름, 주소, 미지급액 및 신용 

한도를 기록하는 CUSTOMER 테이블을 작성하고 각 공급업체의 이름과 주소, 현재 이 공급

업체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기록하는 SUPPLIERS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CUSTOMERS 테이

블에는 각 고객의 신용 한도가 0 이상이 되어야 하는 CHECK 제한조건이 있습니다(고객이 

대변 잔고가 있는 경우, 음수로 사용할 수 있는 미지급액과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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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프로그램 STORE 코드: 활성 데이터베이스

--
-- STEP 1:
--
CREATE DISTINCT TYPE Money AS Integer WITH COMPARISONS!

CREATE FUNCTION "+"(Money, Money) RETURNS Money
  SOURCE sysibm."+"(Integer, Integer)!

CREATE FUNCTION "-"(Money, Money) RETURNS Money
  SOURCE sysibm."-"(Integer, Integer)!

CREATE FUNCTION "*"(Money, Integer) RETURNS Money
  SOURCE sysibm."*"(Integer, Integer)!

CREATE FUNCTION "/"(Money, Integer) RETURNS Money
  SOURCE sysibm."/"(Integer, Integer)!

CREATE FUNCTION max(Money) RETURNS Money
  SOURCE sysibm.max(Integer)!

CREATE FUNCTION sum(Money) RETURNS Money
  SOURCE sysibm.sum(Integer)!

--
-- STEP 2:
--
CREATE TABLE customers

(custno      Char(6) NOT NULL PRIMARY KEY,
 custname    Varchar(20),
 address     Varchar(20),
 balanceDue  Money,
 creditLimit Money,
 CONSTRAINT  check1

CHECK (creditLimit >= Money(0)) ) !

CREATE TABLE suppliers
(supplierno    Char(4) NOT NULL PRIMARY KEY,
 suppliername  Varchar(20),
 address       Varchar(20),
 amountOwed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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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3: 그런 다음 창고에 보관된 품목의 재고를 기록하는 INVENTORY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INV
ENTORY 테이블의 각 행은 특별 유형의 품목을 나타냅니다. 각 행에는 품목 이름, 현재고, 
주문 수량, 공급업체를 기록합니다. 품목에 대한 판매 단가 및 주문 단가를 기록하며 판매 

단가가 주문 단가보다 클 것을 기대합니다. 현재 재고 수량이 특정 임계값 밑으로 떨어질 

때 각 품목의 새 상품을 재주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품목 유형에 대해 주문 임계값 

및 최소 주문 수량을 각각 기록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정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IN
VENTORY 테이블에 공급업체의 세부사항을 반복하지는 않지만 간단히 공급업체 번호를 

키로 사용하여 INVENTORY와 SUPPLIERS 테이블 간의 참조 무결성 관계를 선언합니다. 공
급업체의 일부 품목을 재고에 남겨두고 SUPPLIERS 테이블에서 공급업체를 삭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RI 관계에 대해 SET NULL의 삭제 규칙을 선언합니다. (공급업체가 삭제될 

경우, INVENTORY 테이블의 해당 행에 있는 SUPPLIERNO 컬럼은 널(NULL)로 설정됩니다.)

단계4: 그런 다음 공급업체로부터 작성한 구매의 세부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테이블을 작성합니

다. PURCHASES 테이블에 있는 각 행은 특정 날짜 및 시간에 특정 공급업체에 낸 특정 품목

의 주문을 나타냅니다. 이 테이블에는 ORDERDATE 및 ORDERTIME이라는 컬럼이 있으며, 
이들 컬럼을 NOT NULL WITH DEFALUT로 선언하여 테이블에 행이 삽입될 때 날짜 및 시

간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합니다.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이 도착되면 도착 날짜 및 수량을 입력하여 PURCHASES 테이블의 

해당 행을 갱신합니다. (비즈니스 경험에 비추어 도착한 수량이 주문한 수량과 동일하지 않

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PURCHASES 테이블과 SUPPLIERS 및 INVENTORY 테이블 간의 참조 무결성 관계를 선언

합니다. 품목에 대한 주문이 미결 상태인 동안은 해당 공급업체나 재고 품목을 삭제하지 않

으려 하므로, 이들 관계의 삭제 규칙에 대해 NO ACTION 시멘틱(디폴트)을 승인합니다. 공
급업체 또는 재고 품목을 삭제하려면 먼저 PURCHASES 테이블에서 모든 해당 행을 제거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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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3:
--
CREATE TABLE inventory

(itemno           Char(7)   NOT NULL PRIMARY KEY,
 itemname         Varchar(20) NOT NULL,
 supplierno       Char(4),
 quantityOnHand   Integer,
 unitSalePrice    Money,
 quantityOnOrder  Integer, 
 unitOrderPrice   Money,
 orderThreshold   Integer,
 minimumOrder     Integer,
 CONSTRAINT ifk1

 FOREIGN KEY (supplierno) REFERENCES suppliers
 ON DELETE SET NULL,

CONSTRAINT check1
 CHECK (quantityOnHand >= 0
 AND quantityOnOrder >= 0
 AND orderThreshold >= 0
 AND minimumOrder >= 0) )!

--
-- STEP 4:
--
CREATE TABLE purchases

(orderDate        Date NOT NULL WITH DEFAULT,
 orderTime        Time NOT NULL WITH DEFAULT,
 supplierno       Char(4),
 itemno           Char(7),
 quantityOrdered  Integer,
 dateReceived     Date,
 quantityReceived Integer,
 unitPrice        Money,
 CONSTRAINT pfk1

 FOREIGN KEY (supplierno) REFERENCES suppliers,
 CONSTRAINT pfk2

 FOREGIN KEY (itemno) REFERENCES inventory,
 CONSTRAINT check1

 CHECK (quantityOrdered > 0
 AND quantityReceived >= 0),

 CONSTRAINT check2
 CHECK (dateReceived >= order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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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5: 이 단계에서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판매를 기록하는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PURCH
ASES 테이블에서처럼 각 판매 날짜 및 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SALES 테이블 컬럼을 제공하

고 이들 컬럼을 NOT NULL WITH DEFAULT로 선언하여 날짜 및 시간이 자동으로 생성되도

록 합니다. SALES 테이블에는 또한 고객 및 품목 번호, 판매 수량, 단가 및 판매의 총 통화 

금액을 기록합니다. 
판매는 고객과 재고 품목의 일부 유형을 포함하므로, SALES 테이블과 CUSTOMERS 및 

INVENTORY 테이블 간의 참조 무결성 관계를 선언합니다. 이러한 관계(외부 키 제한조건)
는 존재하지 않는 품목 또는 고객에 대한 판매 레코드 삽입을 시도하는 경우 트랜잭션이 롤

백되도록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다섯 가지 테이블과 이들의 참조 무결성 관계(외부 키)는 그림 7-5에 나

와  있습니다. 화살표의 레이블은 외부 키 제한조건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단계6: 테이블을 작성한 후 테이블에서 운영되는 트리거의 일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들 트리

거는 비즈니스 정책을 나타내고 수행하므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적절히 설계된 트

리거 세트는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용이하게 하며 데이터 무결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림 7-5: STORE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및 참조 무결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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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5
--
CREATE TABLE sales

(saleDate     Date NOT NULL WITH DEFAULT,
saleTime      Time NOT NULL WITH DEFAULT,
custno        Char(6),
itemno        Char(7),
quantitySold  Integer,
unitPrice     Money,
totalSale     Money,
CONSTRAINT sfk1

FOREIGN KEY (custno) REFERENCES customers,
CONSTRAINT sfk2

FOREIGN KEY (itemno) REFERENCES inventory,
CONSTRAINT check1

CHECK (quantitySold > 0) ) !

--
-- STEP 6:
--
CREATE TRIGGER pt1

NO CASCADE BEFORE INSERT ON purchases
REFERENCING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BEGIN ATOMIC

SET (newrow.unitPrice, newrow.supplierno) = 
(SELECT unitOrderPrice, supplierno
 FROM inventory
 WHERE itemno = newrow.itemno);

END!

CREATE TRIGGER pt2
AFTER INSERT ON purchases
REFERENCING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BEGIN ATOMIC

UPDATE inventory
SET quantityOnOrder = quantityOnOrder + newrow.quantityOrdered
WHERE itemno = newrow.itemno;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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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트리거 PT1을 통해 새 주문을 PURCHASES 테이블에 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응용프로그램이 품목 번호와 주문 수량만 지정하여 PURCHASES에 행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ORDERDATE 및 ORDERTIME 컬럼에는 현재 날짜와 시간이 디폴

트로 설정되고 트리거 PT1은 원하는 품목의 공급업체 번호와 단가를 INVENTORY 테이블

에서 찾아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차후 이 품목의 선호 공급업체 또는 단가가 변경되면 정확

한 주문 레코드를 관리하기 위해 INVENTORY에 있는 공급업체 번호와 단가를 새 PURCHAS
ES 행에 복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PT1은 삽입되려고 하는 행을 수정하므로 사전 삽입 트리

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또한 PURCHASES 테이블에서 INVENTORY 테이블로 정보를 전파하는 사

후 삽입 트리거를 작성합니다. PURCHASES에 새 주문이 삽입될 때 트리거 PT2는 INVENTO
RY에 있는 해당 품목의 주문 수량을 갱신합니다. 

단계7: 최종 주문한 품목이 공급업체에서 도착할 때 PURCHASES에서 해당 행의 DATERECEIVED 
및 QUANTITYRECEIVED 컬럼을 갱신합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된 트리거 PT3은 QUANTIT
YRECEIVED 컬럼의 갱신으로 활성화되는 사후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는 상품이 도착될 

때 필요한 추가 조치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가지 자동 갱신을 수행합니

다. 새 품목의 도착을 반영하기 위해 INVENTORY 테이블을 갱신하고, 선적에 대해 공급업

체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SUPPLIERS 테이블을 갱신합니다. (실제 받은 수

량을 기준으로 하며 주문한 수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계8: 이 단계에서는 상품 재주문에 대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트리거를 작성합니다. INVENTO
RY 테이블의 지정된 품목에 대한 현재 재고 수량 또는 주문 임계값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트리거 IT1은 특정 품목의 새 상품을 주문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정된 품목

에 대한 현재 재고 수량과 이미 주문한 수량의 합계가 주문 임계값보다 적을 경우 자동으로 

주문을 생성합니다. 
새 상품에 대한 주문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는 데이터베이스 및 외부 기능과 상호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트리거 IT1은 PURCHASES 테이블에 행을 삽입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와 상

호 작용합니다. (단계6에서 보았듯이 두 개의 다른 트리거 PT1 및 PT2를 활성화시킵니다.) 
트리거 IT1은 또한 logOrder라는 함수를 호출하여 외부 기능과도 상호 작용합니다. logO
rder는 C로 작성된 사용자 정의 함수로서, 적절한 양식에 구매 주문을 인쇄하는 등 새 주

문의 유효화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트리거는 공급업체 이름과 주소, 품목 

번호와 이름 및 주문 수량과 단가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logOrder 함수에 전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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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7:

--

CREATE TRIGGER pt3

AFTER UPDATE OF quantityReceived ON purchases

REFERENCING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BEGIN ATOMIC

UPDATE inventory

SET quantityOnHand = quantityOnHand + newrow.quantityReceived,

 quantityOnOrder = quantityOnOrder - newrow.quantityReceived

WHERE itemno = newrow.itemno;

UPDATE suppliers

SET amountOwed = amountOwed +

   newrow.unitPrice * newrow.quantityReceived

WHERE supplierno = newrow.supplierno;

END!

--

-- STEP 8:

--

CREATE FUNCTION logOrder

(Date,  Time,  Varchar(32),  Varchar(64),

-- order date, order time, supplier name, supplier address,

 Char(7),  Varchar(30),  Integer,  Money)

-- item number, item name, quantity, unit price

 RETURNS Integer

-- not used

 DETERMINISTIC

 NO SQL

 EXTERNAL ACTION

 LANGUAGE C

 FENCED

 PARAMETER STYLE DB2SQL

 EXTERNAL NAME 'storefun!log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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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rder 함수를 작성하는 SQL문도 이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트리거 작성 이전 

단계입니다.) 이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외부에 보여지는 조치를 취하므로 CREATE FUNCTI
ON문에 EXTERNAL ACTION절을 포함합니다. logOrder 함수의 내용은 C로 작성되고 컴

파일되어 트리거가 사용되기 이전에 적절한 디렉토리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logOrder 함
수는 모든 사용자 정의 함수가 값을 리턴해야 하므로 Integer를 리턴하도록 선언됩니다. 그
러나 트리거 IT1은 이 리턴 값을 무시합니다.

추가 정보: CREATE FUNCTION문에서는 각 함수 매개변수에 데이터 유형 외에 “공급업체 

주소”와 같은 설명적 이름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CREATE FUNCTION절은 매개변수 

이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이름은 주석 형식을 갖습니다. 각 주석 앞에는 두 개의 

하이픈이 표시되고 전체가 한 행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단계9: 이 단계에서는 신용 한도를 초과한 고객에 대한 상점 정책을 구현합니다. 신용 한도가 초과

된 고객의 경우 고객의 신용 잔고에 대한 모든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러한 갱신이 시도될 때마다 신용 기관의 검토를 위해 보고서를 인쇄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용 보고서를 인쇄하는 logLimit라는 외부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 함수의 내용은 별도

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신용 한도 초과를 찾아내어 logLimit 함수를 호출하고 

잘못된 갱신을 롤백하는 CT1이라는 트리거를 작성합니다. 이 트리거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신용 한도를 초과한 고객이 지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미지

급액이 고객의 신용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갱신을 롤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전 미지급액과 새로운 미지급액을 비교하여 미지급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트리거 내용을 

실행하는 테스트를 WHEN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트리거 내용은 이를 트리거한 갱신(같
은 트랜잭션에 있는 다른 명령문의 효과는 트리거하지 않음)을 롤백하고 70001의 SQLSTATE 
및 “신용 한도를 초과했음”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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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RIGGER it1

AFTER UPDATE OF quantityOnHand,

  orderThreshold ON inventory

REFERENCING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WHEN (newrow.quantityOnHand + newrow.quantityOnOrder

  < newrow.orderThreshold)

BEGIN ATOMIC

INSERT INTO purchases(itemno, quantityOrdered)

VALUES (newrow.itemno, newrow.minimumOrder);

VALUES(logOrder(CURRENT DATE,

     CURRENT TIME,

     (SELECT suppliername

  FROM suppliers

  WHERE supplierno = newrow.supplierno),

     (SELECT address

  FROM suppliers

  WHERE supplierno = newrow.supplierno),

     newrow.itemno,

     newrow.itemname,

     newrow.minimumOrder,

     newrow.unitOrderPrice ) );

END!

--

-- STEP 9:

--

CREATE FUNCTION logLimit

(Date,  Time,  Char(6),  Money,  Money)

-- date, time, customer number, credit limit, amount owed

RETURNS Integer

-- not used

DETERMINISTIC

NO SQL

EXTERNAL ACTION

LANGUAGE C

FENCED

PARAMETER STYLE DB2SQL

EXTERNAL NAME 'storefun!log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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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CHECK (balanceDue < creditLimit)와 같은 점검 제한조건을 사용하

여 신용 정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제한조건은 고객의 신용 한도가 현재 

잔고 금액 미만으로 낮춰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는 상점이 특정 상황에서 수행되도록 선

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리거 형식으로 이 정책을 나타내면 신용 경고 보고서를 생성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단계10: 이 단계에서는 일부 트리거를 SALES 테이블에 첨부합니다. 트리거 ST1은 새 행의 UNITPRI
CE 및 TOTALSALE 컬럼을 자동으로 입력함으로써(INVENTORY 테이블의 UNITPRICE 값
을 찾아 입력함)  SALES에 새 행을 쉽게 삽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새 SALES 행은 

CUSTNO, ITEMNO 및 QUANTITYSOLD 컬럼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삽입될 수 있습니다. 
SALEDATE 및 SALETIME의 값에는 현재 날짜 및 시간을 디폴트로 설정하고 UNITPRICE 및 

TOTALSALE의 값은 트리거 ST1에 의해 생성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또한 트리거 ST2를 작성하는데, 이 트리거는 판매가 기록될 때마다 고객

의 미지급액이 적절히 갱신되고 판매된 품목이 INVENTORY 테이블에 있는 현재 재고 수량

에서 차감되도록 합니다. 이 트리거의 조치는 다른 트리거도 마찬가지로 연쇄적으로 활성

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판매로 인해 고객이 신용 한도를 초과하

게 되는 경우, 트리거 CT1은 경고 보고서를 생성하고 명령문을 롤백합니다. 이와 마찬가지

로 이 판매에 의해 품목의 현재 재고 주문 임계값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 트리거 IT1이 

활성화되어 이 품목의 새 주문을 생성합니다. 또한 판매 수량이 해당 품목의 전체 현재 수

량보다 많은 경우, 트리거 ST2가 INVENTORY 테이블의 현재 재고 수량을 0 미만의 값으로 

갱신하고 INVENTORY 테이블의 점검 제한조건 CHECK1에 의해 롤백된다는 것도 기억해

야 합니다. 
트리거 ST2의 내용에서 SQL문의 순서는 중요합니다. 고객의 미지급액을 갱신하면 고객

의 신용 한도가 초과될 경우 신용 점검에서 명령문을 롤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므로 재

고 테이블을 갱신하기 전에 고객의 미지급액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고 테이블을 

갱신하기 전에 이 신용 점검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고객의 신용이 불충분한 경우 새 상품

을 주문을 할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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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RIGGER ct1
AFTER UPDATE OF balanceDue ON customers
REFERENCING OLD AS oldrow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WHEN (newrow.balanceDue > oldrow.balanceDue

AND newrow.balanceDue > newrow.creditLimit)
BEGIN ATOMIC

VALUES(logLimit(CURRENT DATE,
    CURRENT TIME,
    newrow.custno,
    newrow.creditLimit,
    newrow.balanceDue));

SIGNAL SQLSTATE '70001' ('Credit Limit Exceeded');
END!

--
-- STEP 10:
--
CREATE TRIGGER st1

NO CASCADE BEFORE INSERT ON sales
REFERENCING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BEGIN ATOMIC

SET (newrow.unitPrice, newrow.totalSale ) =
 (SELECT unitSalePrice, unitSalePrice * newrow.quantitySold
  FROM inventory
  WHERE itemno = newrow.itemno);

END!

CREATE TRIGGER st2
AFTER INSERT ON sales
REFERENCING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BEGIN ATOMIC

UPDATE customers
SET balanceDue = balanceDue + newrow.totalSale
WHERE custno = newrow.custno;

UPDATE inventory
SET quantityOnHand = quantityOnHand - newrow.quantitySold
WHERE itemno = newrow.itemno;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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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11: 이 단계에서는 새 상품 주문에 대해 시스템 자동 미세 조정을 시도합니다. 새 상품 주문이 

도착하는 데 약 한달 정도 소요되므로 모든 품목의 재고 수량이 한달 동안의 판매 수량 밑

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정 품목의 이전 달 판매 수량이 이 품목의 

주문 임계값을 초과한 것이 발견되면 주문 임계값 및 최소 주문 수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 정책은 트리거 ST3에 의해 구현되는데, 이 트리거는 자동으로 주문 임계값 및 최소 주문 

수량을 모두 25% 증가시키고 구매 관리자가 검토 및 승인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사용자 

정의 함수 logSales를 호출하여). EXTERNAL ACTION을 사용하는 다른 함수 logSales

에 대한 CREATE FUNCTION문을 표시합니다. 이 함수의 C 구현은 별도로 컴파일되어야 합

니다. 
트리거 ST3의 내용은 두 개의 SQL문을 포함하는데, 첫 번째 SQL문은 데이터베이스를 갱

신하고 두 번째 SQL문은 logSales로 전달될 값을 검색하는 여러 스칼라 서브쿼리를 포함

합니다. 이들 SQL문은 순차적으로 실행되며, 두 번째 명령문에서 첫 번째 명령문이 작성한 

데이터베이스 갱신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

-- STEP 11:

--

CREATE FUNCTION logsales

(Date,  Time,  Char(7),  Varchar(30),

-- date, time, item number, item name,

Integer,  Integer,  Integer)

-- quant. sold last month, new order threshold, new order quant.

RETURNS Integer

-- not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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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STIC

NO SQL

EXTERNAL ACTION

LANGUAGE C

FENCED

PARAMETER STYLE DB2SQL

EXTERNAL NAME 'storefun!logsales'!

CREATE TRIGGER st3

AFTER INSERT ON sales

REFERENCING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WHEN (( SELECT SUM(quantitySold)

 FROM sales

 WHERE itemno = newrow.itemno

 AND saleDate + 1 MONTH > CURRENT DATE )

>

(SELECT orderThreshold

 FROM inventory

 WHERE itemno = newrow.itemno) )

BEGIN ATOMIC

UPDATE inventory

SET orderThreshold = orderThreshold * 1.25,

 minimumOrder = minimumOrder * 1.25

WHERE itemno = newrow.itemno;

VALUES (logsales(CURRENT DATE, CURRENT TIME, newrow.itemno,

(SELECT itemname FROM inventory

   WHERE itemno = newrow.itemno),

(SELECT SUM(quantitySold) FROM sales

   WHERE itemno = newrow.itemno

AND saleDate + 1 MONTH > CURRENT DATE ),

(SELECT orderThreshold FROM inventory

   WHERE itemno = newrow.itemno),

(SELECT minimumOrder FROM inventory

   WHERE itemno = newrow.itemno) )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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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12: 이 단계에서는 마케팅 부서의 사후 관리를 나타냅니다. 마케팅 부서의 직원이 현행연도 고

객별 총 구매액 레코드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특별한 메일 및 판촉물을 제공할 

주요 고객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CUSTOMERS 테이블을 변경하고 올해 총 판

매액을 기록하기 위한 새 컬럼을 추가하고 새로운 판매가 기록될 때마다 이 컬럼을 갱신하

는 트리거 ST4를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최종 추가 기능을 구현합니다. 

그림 7-6은 STORE 예제에서 작성된 모든 트리거의 그래픽 표현을 나타냅니다. 각 트리거

는 화살표로 표시되는데, 화살표 꼬리쪽은 트리거가 첨부된 테이블이고 화살표 머리쪽은 

트리거에 의해 수정된 테이블을 나타냅니다. 활성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이와 같은 “트
리거 그래프”를 그려보고 순환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트리거 그래프의 각 순환을 살펴

보고 무한 루프로 자신을 호출하는 트리거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그림 7-6에

서 트리거 IT1과 PT2 사이의 루프와 IT1과 PT3 사이의 루프도 CT1, ST1 및 PT1로 표시된 자

체 루프와 마찬가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 관련된 트리거는 무한 재귀를 하지 

않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갱신이 매우 복잡한 일련의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SALES 테이블에 새 행을 삽입할 때 그림 다음에 나와있는 일

련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들여쓴 레벨은 하나의 트리거 조치가 다른 트리거를 시

작하게 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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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12:
--
ALTER TABLE customers

ADD COLUMN salesThisYear Money!

CREATE TRIGGER st4
AFTER INSERT ON sales
REFERENCING NEW AS newrow FOR EACH ROW
MODE DB2SQL
BEGIN ATOMIC

UPDATE customers
SET salesThisYear =

( SELECT sum(totalSale)
  FROM sales
  WHERE custno = newrow.custno
  AND year(saleDate) = year(CURRENT DATE) )

WHERE custno = newrow.custno;
END!

그림 7-6: STORE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트리거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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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1이 UNITPRICE 및 TOTALSALE 컬럼에 입력하여 새 SALES 행을 조건 지정합니다. 

2. ST2가 CUSTOMERS 테이블(BALANCEDUE를 증가시킴) 및 INVENTORY 테이블(QUANTIT
YONHAND를 감소시킴)을 갱신합니다.

a. 고객의 신용 한도가 초과되면 CT1이 명령문을 롤백합니다. 

b. 상품이 더 필요하면 IT1이 PURCHASES에 새 주문을 삽입합니다. 

• PT1은 SUPPLIERNO 및 UNITPRICE 컬럼에 입력하여 새 PURCHASES 행을 조건 지정

합니다. 

• PT2는 INVENTORY 테이블을 갱신합니다(QUANTITYONORDER를 증가시킴).
3. 이 판매가 일부 품목에 대한 월별 판매액의 새로운 기록를 나타내는 경우, ST3은 INVENTO

RY 테이블을 갱신하여 이 품목의 THRESHOLD 및 MINIMUMORDER 컬럼을 증가시킵니다. 
(THRESHOLD가 QUANTITYONHAND를 초과하는 값으로 증가하는 경우, 트리거 IT1, PT1 
및 PT2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ST4는 CUSTOMERS 테이블을 갱신합니다(SALESTHISYEAR를 증가시킴).

7.5 바인딩 및 종속성 

제한조건 및 트리거와 같은 UDB의 기능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오브젝트의 시멘틱을 

캡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능이 구현됨에 따라 SQL문의 동작이 제한조

건, 트리거, 뷰 및 함수와 같은 명령문 자체를 벗어난 기능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

졌습니다. 예를 들어, SQL문에 의해 갱신된 테이블에 트리거를 추가할 경우, 이 SQL문의 동

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브젝트 간의 종속성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UDB에 

의해 구현된 모든 종류의 오브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일반적인 종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

니다. 
아래의 예제 질문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오브젝트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종속성

을 설명합니다. 질문과 대답에 이어 종속성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 월요일에 하나의 뷰를 작성했는데 화요일에 이 뷰의 기본이 되는 테이블 중 하나가 삭제되

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답: 뷰는 “작동 불능”으로 되고 명

시적으로 재작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수요일에 응용프로그램을 바인드했는데 목요일에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새 인덱스가 작

성되었다고 가정합니다. 프로그램은 새 인덱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대답: 아니오. 프로

그램이 리바인드될 때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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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바인드한 후 이 테이블에 점검 제한조건이 

추가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기존 프로그램이 새 점검 제한조건에 종속됩니까? 대답: 예. 해
당 패키지는 새 제한조건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수정됩니다. 

• 사용자가 비즈니스 규칙 중 하나를 캡슐화하는 트리거를 작성한 후 누군가가 이 트리거가 

사용하는 함수를 삭제하려고 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답: 트
리거가 존재하는 동안 함수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종속성 주제는 바인딩 주제와 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SQL문(뷰, 제한조건 또

는 트리거의 정의를 포함하여)을 사용하기 전에 이 명령문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규정되지 

않은 이름을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특정 오브젝트(테이블, 함수 등)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S
QL문에 있는 각각의 규정되지 않은 이름에 해당하는 특정 오브젝트를 찾는 프로세스를 설

명하기 위해 바인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DMIN 사용자 ID에서 준비된 

응용프로그램에서는 규정되지 않은 테이블 이름 SALARYPLAN은 특정 테이블 ADMIN.SA
LARYPLAN에 바인드될 수 있습니다. 또는 규정되지 않은 함수 이름 area가 특정한 뷰에서 

사용될 때 세부 함수 geometry.area에 바인드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특정 오브젝트로 바인드된 후 이 바인딩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

항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수 이름 area가 세부 함수 geom

etry.are로 바인드된 후 area라는 다른 함수가 사용자 함수 경로에서 geometry보다 앞

에 있는 스키마에 작성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부 함수 geometry.area가 삭제되어 더 이

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 바인드된 후 오브젝트가 동작하는 방법

을 설명하기 위해 바인딩 시멘틱을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정의 내에 규정되지 않은 이름이 

들어있는 뷰 또는 프로그램과 같은 모든 종류의 지속적 오브젝트에 적용됩니다.  

7.5.1 보수적 바인딩 시멘틱
바인딩 문제에 대해 UDB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접근법을 보수적 바인딩 시멘틱이라고 합

니다. 이 용어는 오브젝트가 바인드된 이후의 예상치 못한 변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정의 함수 payIncrease를 호출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경우, 이 프로그

램은 사용자가 명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다른 payIncrease 함수를 갑자기 사용하지 않

습니다.4) 일반적인 원칙과 함께 일부 특정 오브젝트 유형의 바인딩 시멘틱을 살펴보겠습니

다. 

뷰의 바인딩 시멘틱은 설명하기 쉽습니다. 뷰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이름은 CREAT

4) 물론 여기서 사용자가 운영 체제의 보호 기능을 사용하여 권한이 없는 변경에 대해 함수를 구현하는 실행 파일

을 보호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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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VIEW가 실행될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특정 오브젝트로 바인드됩니다. 그런 다음 이러

한 이름의 바인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뷰가 리바인드된 경우 선택된 새 함수, 별명 또는 

기타 오브젝트가 나중에 작성된 경우, 새 오브젝트는 무시되고 새 오브젝트 작성 이후에 컴

파일된 응용프로그램에서도 무시됩니다. 뷰가 바인드된 오브젝트(함수, 테이블, 별명 등)가 

삭제될 경우, 이 뷰는 작동 불능으로 됩니다. 이는 뷰 정의가 VIEWS 카탈로그 테이블에 보

존되어 있기는 하지만 새 CREATE VIEW문을 사용하여 뷰를 명시적으로 재작성할 때까지 

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삭제된 오브젝트가 동일 이름의 대체 오브젝트로 

대체된 후 뷰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뷰의 정의를 보존합니다. 뷰가 작동 불능인 

경우, 동일 이름으로 새 뷰를 작성하면 이름 지정 충돌은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신 작동 불

능 뷰 정의가 대체됩니다. 다음 쿼리는 스키마 S1에 있는 모든 작동 불능 뷰의 이름과 정의

를 검색합니다.

SELECT viewname, seqno, text

FROM syscat.views

WHERE viewschema = 'S1' AND valid = 'X'

ORDER BY viewname, seqno; 

트리거의 바인딩 시멘틱은 뷰의 바인딩 시멘틱과 동일합니다. 뷰처럼 트리거도 종속한 

오브젝트가 삭제될 경우 작동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작동 불능 트리거의 정의는 TRIGGERS 
카탈로그 테이블에서 관리되므로 사용자는 이 정의를 검색하여 새 CREATE TRIGGER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쿼리는 스키마 S1에 있는 모든 작동 불능 트리거의 정의를 페치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LECT trigname, text

FROM syscat.triggers

WHERE trigschema = 'S1' and valid = 'X'

ORDER BY trigname;

프로그램의 바인딩 시멘틱도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뷰나 트리거의 바인딩 시멘틱보다 다

소 복잡합니다. 프로그램이 바인드되면 프로그램 내의 각 SQL문을 실행하기 위해 특정 플

랜이 생성되며 이러한 모든 플랜은 패키지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프로그

램을 바인드한 후에는 해당 작동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항상 원래의 플랜만

을 사용하여 각 명령문을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부 명령문의 원래 플랜에

서 사용된 인덱스가 삭제되는 경우, 이 명령문은 다른(기능적으로는 동일한) 플랜을 선택하

여 계속 실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몇몇 오브젝트가 삭제되는 경우, 
이 프로그램에 대한 패키지는 유효하지 않거나 작동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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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가 사용하는 인덱스가 삭제되는 경우, 이 패키지는 유효하지 않음으로 표시되고 

시스템은 다음에 사용할 때 이 패키지를 실행하기 위한 새 플랜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내재적 리바인드라고 하며 성능 외에는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동 리

바인드가 발생하면 약간의 지연이 생길 수 있으며, 새 액세스 플랜에 따라 프로그램 성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면 패키지가 사용하는 함수가 삭제되는 경우, 패키지는 작동 불능으로 

표시되고 명시적으로 리바인드될 때까지 더 이상 실행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작이 

예기치 않게 변경되는 것으로부터 응용프로그램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작동 불능 

패키지는 PREP, BIND 또는 REBIND 명령을 사용하여 리바인드될 수 있습니다. 각 패키지의 

상태는 PACKAGES 카탈로그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다음 쿼리는 유효하지 않거나 작동 불

가능인 모든 패키지를 나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LECT pkgschema, pkgname, valid

FROM syscat.packages

WHERE valid = 'N' OR valid = 'X';

추가 정보: 패키지가 내재적으로 리바인드될 때 내재적 리바인드는 이 패키지에 의해 실행

된 첫 번째 트랜잭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트랜잭션이 롤백되는 경우, 내재

적 리바인드도 롤백됩니다. 실제로 패키지가 첫 번째 트랜잭션을 매번 롤백하는 경우, 이 

패키지는 결코 내재적으로 리바인드될 수 없습니다. 

7.5.2 종속성 유형
뷰, 프로그램 및 기타 오브젝트의 바인딩 시멘틱은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 종속성을 기

록함으로써 수행됩니다. 종속성은 몇몇 오브젝트(종속 오브젝트라고 함)의 정의가 다른 몇

몇 오브젝트(기본 오브젝트라고 함)를 참조할 때마다 존재합니다. 종속성은 기본 오브젝트

가 삭제될 때 발생하는 사항에 따라 네 가지 시멘틱 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R = 제한 시멘틱. 종속성이 존재하는 동안 사용자는 기본 오브젝트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C = 연쇄 시멘틱. 기본 오브젝트가 삭제되면 종속 오브젝트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A = 자동 유효성 재확인 시멘틱. 기본 오브젝트가 삭제되면 종속 오브젝트는 유효하지 않

음으로 표시되고 다음에 사용할 때 자동으로 다시 유효성이 확인되며 삭제된 오브젝

트에 대한 최상의 대체를 선택합니다. 
X = 작동 불능 시멘틱. 기본 오브젝트가 삭제되면 종속 오브젝트는 작동 불능으로 표시됩

니다. 작동 불능 오브젝트는 사용자가 명시적 조치를 취하여 이를 작동 상태로 리스

토어시킬 때까지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단, 작동 불능 오브젝트의 정의는 오브젝트 리

스토어를 돕기 위해 카탈로그 테이블에 남아 있습니다. 



458 7.  활성 데이터

표 7-5: 다른 오브젝트에 대한 오브젝트의 종속성 유형

종속 오브젝트

 

기본 오브젝트

테이블 뷰 별명 인덱스 함수

인스턴스

데이터

유형

제한조건 트리거 특권 테이블

스페이스

프로그램 A(3) A A A X A(4) A(4) A

테이블 R C(5)

뷰 X X X R X

별명(6)

인덱스 C C

함수
인스턴스

R C

데이터 유형(1)

제한조건 C R(7) R C(2)

트리거 X X X R X

표 7-5는 UDB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유형의 종속성을 요약한 것입니다. 카탈로그 테이블 

처럼 표 7-5는 직접적인 종속성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종속성은 전파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뷰에 종속되고, 이 뷰가 특권(뷰 정의자가 보유하는)에 종속

될 경우, 뷰 정의자가 이 특권을 유실하면 이 특권에 대한 프로그램의 종속성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프로그램에 영향을 줍니다. 
표 7-5에서 코드 R, C, A 및 X는 종속성 시멘틱의 네 가지 유형을 표시합니다. 괄호 안에 

표시된 숫자는 다음 참고 사항을 나타냅니다. 

참고: 

1. 구별 유형은 삭제할 수 없는 내장 데이터 유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2. 외부 키 제한조건은 연쇄 시멘틱을 사용하는 상위 테이블의 기본 키 또는 고유 제한조건에 

종속됩니다. 

3.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테이블뿐 아니라 뷰, 별명, 트리거 또는 외부 키 제한조건

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작하는 테이블에도 종속됩니다. 

4. 프로그램이 특정 테이블에서 운영될 경우, 이 프로그램을 위해 생성된 패키지는 프로그램

이 바인드될 때 이 테이블에 정의된 모든 제한조건 및 트리거를 포함합니다. 제한조건 또는 

트리거가 테이블에 추가되거나 테이블에서 삭제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무효화됩니다. (다
음에 사용할 때 자동으로 리바인드됩니다.) 이 종속성 유형은 테이블에 프로그램의 종속성

으로 기록되고 개별 제한조건 및 트리거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5. 테이블 스페이스를 삭제하면 이 테이블 스페이스가 완전히 포함하는 모든 테이블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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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그러나 테이블이 둘 이상의 테이블 스페이스를 사용할 경우, 테이블이 존재하는 동

안 테이블 스페이스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6. 별명은 종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에 대한 별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7. 고유 또는 기본 키 제한조건은 이 제한조건을 수행하는 시스템 생성 고유 인덱스에 종속됩

니다. 

여러 유형의 종속성이 모두 카탈로그 테이블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지정된 오브젝트에 

종속되는 모든 오브젝트를 찾거나 지정된 오브젝트가 종속되는 모든 오브젝트를 찾기 위

해 쿼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종속성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카탈로그 테이블은 다

음과 같습니다. 

• CONSTDEP는 다른 오브젝트에 대한 제한조건의 종속성을 기록합니다.

• PACKAGEDEP는 다른 오브젝트에 대한 패키지의 종속성을 기록합니다. 

• TRIGDEP는 다른 오브젝트에 대한 트리거의 종속성을 기록합니다.

• VIEWDEP는 다른 오브젝트에 대한 뷰의 종속성을 기록합니다. 

종속성은 주로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카탈로그 테이블에도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COL
UMNS 카탈로그 테이블은 데이터 유형에 대한 테이블 또는 뷰의 종속성을 나타내는 각 컬

럼의 데이터 유형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종속성을 찾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쿼리의 예입니다. (카탈로그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D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SECURITY.HIRETRIGGER라는 트리거에 의해 종속된 모든 오브젝트를 찾습니다. 
SELECT bschema, bname, btype

FROM syscat.trigdep

WHERE trigschema = 'SECURITY'

AND trigname = 'HIRETRIGGER';

• 구별 데이터 유형 Money를 사용하는 모든 테이블 컬럼 및 뷰 컬럼을 찾습니다. 
SELECT tabschema, tabname, colname

FROM syscat.columns

WHERE typename = 'MONEY';

• 유형 Money의 리턴 결과 또는 매개변수를 갖는 모든 함수를 찾습니다. 
SELECT DISTINCT funcschema, funcname

FROM syscat.funcparms

WHERE typename =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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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SQL은 모든(따옴표로 표시되지 않은) 이름을 대문자로 변환하므로, 카탈로그 

테이블에서 오브젝트(유형, 함수, 테이블 등)를 검색할 때 검색 중인 오브젝트의 이름이 명

시적으로 (따옴표로 표시된) 소문자로 작성되지 않았으면 대문자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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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정적 SQL문을 C와 같은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에 임베드하는 방법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정적 

SQL문은 프리컴파일 시에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UDB 프리컴파일러로 분석하고 실

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런타임 시 응용프로그램이 각 정적 SQL문에 대해 사전 

최적화된 액세스 플랜을 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응용프로그램이 어떤 SQL문을 

실행할지 항상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 런타임 시 SQL문을 생성하

고 이 SQL문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실행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SQL문을 처리하는 접근법을 동적 SQL이라고 합니다. 
런타임 융통성에 대한 대가로 동적 SQL 응용프로그램은 성능을 저하시키는데, 이는 SQL

문을 미리 최적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적 SQL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액세

스 플랜을 선택하는 데 따른 비용은 명령문을 실행할 때 발생합니다. (단, UDB는 액세스 플

랜을 캐시하므로 한 세션에서 같은 명령문을 다시 실행할 경우 이를 재생성하는 낭비가 발

생하지 않습니다.) 런타임 시 최적화에 따르는 성능 비용은 동적 SQL문을 처리할 때 옵티마

이저가 항상 최신 인덱스와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또는 전부 상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적 또는 동적 SQL을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성

입니다. 정적 SQL 응용프로그램은 패키지 내에 캡슐화되어 있어, 개발자의 명시적 조치 없

이는 동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동적 응용프로그램은 실행할 때마다 “원점에서부터” 
처리됩니다. 동적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은 새 사용자 정의 함수를 추가하는 경우와 같이 데

이터베이스 변경에 따라 실행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UDB는 동적 SQL문을 처리하기 위해 CLI(Call Level Interface), JDBC(Java Database Connecti

vity), Embedded 동적 SQL의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CLI는 C로 작성된 응용프로그램을 

지원하고 JDBC는 Java 응용프로그램을 지원하며, Embedded 동적 SQL은 C, FORTRAN, COB
OL 또는 REXX로 작성된 응용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적 SQL은 기능이 유

사합니다. (앞으로 확인하게 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각 기능은 응용프로그램이 런타

임 시 계산된 SQL문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동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각 

기능에서 SQL문을 구문 분석하고 이에 대한 최적의 액세스 플랜을 선택하는 프로세스를 

명령문 준비(preparing)라고 하며, 이 프로세스는 정적 SQL문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옵티

마이저로 수행됩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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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적 SQL 기능은 명령문 준비 프로세스를 실행 프로세스와 분리하여 명령문을 한 

번 준비하면 다른 데이터 값을 사용하여 반복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접근법은 SQL문 

구문분석과 최적화에 따르는 비용을 실행할 때마다 발생시키지 않고 명령문 준비 시 한 번

만 발생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 EMP 테이블을 갱신하기 위해 EMPNO 컬럼이 지정된 값과 

일치하는 행에서 SALARY 컬럼에 새 값을 지정하여 UPDATE문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 명령

문은 여러 쌍의 EMPNO와 SALARY 값을 적용하여 반복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동적 SQL문의 실행을 준비할 때 누락된 데이터 값은 매개변수 표시문자라는 물음표로 

표시합니다. 동적 SQL문의 매개변수 표시문자는 정적 SQL문의 호스트 변수와 유사한 역할

을 합니다. 준비된 명령문을 실행하려면 해당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모두 실제 데이터 값으

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는 각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호스트 변수로 바인드하여 수행할 수 있

으며, 매개변수 표시문자의 값은 실행 중에 변수의 내용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추가 정보: 호스트 변수에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바인드하는 프로세스는 4.3절에서 설명한 

응용프로그램 바인딩 프로세스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는 CLI, JDBC 및 Embedded 동적 SQL을 살펴보고, 각 기능을 사용하여 실행할 

동적 SQL문을 준비하고 해당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바인드하고 명령문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동적 SQL의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세 가지 기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각 

기능을 사용하여 몇 개의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8.1 콜 레벨 인터페이스(CLI)

콜 레벨 인터페이스(CLI)는 일부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Embedded 동적 SQL 또는 정적 SQL
보다 많이 사용할 만한 여러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CLI 응용프로그램에는 프리컴파일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CLI는 C 프로그램에 

임베드하여 통상적인 C 컴파일러로 컴파일할 수 있는 일련의 함수에 의존합니다. 프로그램

을 UDB의 CLI 라이브러리에 링크하면 시스템의 모든 SQL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프
리컴파일이 필요 없으므로 응용프로그램을 오브젝트 코드 형태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은 소스 코드에 액세스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으며 응용프로그램을 각

각의 데이터베이스와 바인드하지 않고도 고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CLI를 사용하면 이식성(portability) 있는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

다. CLI의 UDB 구현은 국제 표준 ISO/IEC 9075-3:1995(SQL Call Level Interface)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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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DBC 드라이버 관리자(UDB 설치 시 포함)에서 사용할 때 ODBC(Open Database Conne
ctivity)1) 인터페이스(ODBC 3.0, 레벨 1과 CLI Guide and Reference에 기술된 특정 부합 항목)
를 구현합니다. 따라서 CLI를 사용하여 UDB용으로 작성한 응용프로그램은 다른 데이터베

이스 시스템으로 이식 가능하며,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용으로 작성 다수의 ODBC 응
용프로그램도 UDB로 이식 가능합니다. CLI 프로그램에는 SQLCA 또는 SQLDA와 같이 시

스템 특정 제어 블록에 대한 참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3. CLI 응용프로그램은 Embedded 동적 SQL 응용프로그램과는 달리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여

러 번 연결할 수 있으며 각 데이터베이스 연결에서 트랜잭션을 독립적으로 커미트할 수 있

습니다. 이 기능은 여러 개의 창을 사용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로 응용프로그

램을 개발할 때 유용합니다.

4. CLI는 시스템 독립성의 전략을 유지하면서 표준 방법으로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 액세

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함수 호출 세트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관계형 시스템은 데이터

베이스와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카탈로그 테이블 세트를 관리하지만, 이들 카탈

로그 테이블의 양식은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CLI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컬럼, 기본 키와 외부 키 그리고 사용자 특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 카탈로

그 데이터의 일부에 이식 가능한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물론 UDB 카탈로그 테이

블에는 SQL문을 사용하여 직접 액세스할 수 있으나 시스템 독립적인 CLI 카탈로그 함수를 

통해 액세스할 수 없는 많은 추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5. CLI는 응용프로그램이 하나의 결과 세트에서 단 한번의 호출로 복수의 행을 검색할 수 있

게 하므로, 한 번에 한 행씩만 페치하는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용프로그램은 입

력 변수 배열을 사용하여 단 한 번의 CLI 호출로 SQL문을 반복 실행할 수 있습니다.

6. Embedded 동적 SQL과 달리 CLI는 결과 세트 내에서 앞으로, 뒤로 또는 절대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화면이동 커서를 지원합니다. 이 기능은 화면이동 막대가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구현하는 응용프로그램에 매우 유용합니다. 

7. CLI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 변환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SQL 데이터 유형의 데이터를 데

이터 유형 char[]의 C 변수로 페치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자동으로 해당 SQL 데이터 

유형(Double 또는 Timestamp일 수 있음)에서 문자열 표현으로 변환됩니다. 풍부한 데이터 

유형 변환을 지원함으로써 CLI는 대화식 쿼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작성에 적

합합니다.

8. UDB는 로케이터 양식의 대형 오브젝트를 쉽게 조작하게 하고 이 오브젝트의 실제 구체화

를 가능한 한 오래 지연시키는 일부 CLI 함수(예: SQLGetSubString())를 지원합니다. 이

1) Microsoft가 ODBC(Open Database Connectivity)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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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함수는 IBM의 확장규격(표준 ODBC 인터페이스의 일부가 아님)이며 Embedded 동적 SQL
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Embedded 동적 SQL과 달리 CLI는 복합 SQL문을 지원합니다. (여러 SQL문을 클라이언트에

서 서버로 한 번에 전송하여 실행 시간을 단축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입니다.)

10. CLI로 작성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여러 결과 세트를 리턴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호

출할 수 있습니다(9.2.3절 참조).  

CLI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LI Guide and Reference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CLI 응용프로그

램 예제가 UDB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며, sqllib/samples/cli 디렉토리에서 찾을 수 있

습니다.

8.1.1 핸들 
CLI 프로그램을 읽고 작성하려면 핸들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핸들은 단순히 CLI 구현

에 의해 “배후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유형 long의 C 변수입니다. CLI는 다음과 

같은 핸들 유형을 지원합니다.

1. 환경 핸들은 응용프로그램의 전역(global) 상태를 나타냅니다. CLI 프로그램은 시작할 때 환

경 핸들을 할당하고 종료할 때 해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환경 핸들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2. 연결 핸들은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응용프로그램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프로그램은 

각 연결에 대한 별도의 연결 핸들을 사용하여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거나 같은 데이

터베이스에 여러 번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결 핸들을 사용하여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트

랜잭션을 커미트 또는 롤백하고, 분리 레벨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상태를 제어합니다. 

3. 명령문 핸들은 SQL문의 실행 상태를 나타냅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명령문 핸들을 할당할 

수 있으며 여러 SQL문을 처리하기 위해 각 명령문 핸들을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한 

번에 하나씩). 명령문 핸들은 정적 SQL 프로그램이 SQLCA(리턴 코드 및 메시지), SQLDA
(데이터 유형 및 호스트 변수로 바인딩) 및 커서(행 세트 내의 현재 위치) 구조에서 찾는 정

보를 결합하는 강력한 오브젝트입니다. 이 정보는 모두 명령문 핸들에 의해 표시되므로 프

로그램은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대신 프로그램은 CLI 
함수 호출을 사용하여 SQL문을 생성하고 해당 핸들을 사용하여 명령문에 관한 정보를 검

색합니다. 명령문 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명령문의 실행과 관련된 오류 코드와 메시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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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문이 쿼리였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쿼리인 경우에는 결과 세트에서 컬럼의 데이

터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쿼리 결과를 전달하는 위치를 시스템에 알릴 수 있으며, 한 번에 하나씩 결과 세트의 행

을 페치할 수 있습니다.

• 커서처럼 결과 세트의 “현재” 행의 위치를 관리할 수 있으며, 현재 행을 갱신하거나 삭

제하기 위해 다른 SQL문이 사용할 수 있는 이름(커서 이름이라고 함)을 제공합니다.
4. 디스크립터 핸들은 SQL문과 CLI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교환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디스크립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립터는 해당 데이터 유형과 이들을 호스트 프

로그램 변수로 바인드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SQL문에 사용한 매개변수 표시문자에 대한 정

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디스크립터는 컬럼의 데이터 유형과 이들을 호스트 프로

그램 변수로 바인드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쿼리 결과 세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

다. 명령문 핸들을 통해서도 이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CLI 프로그램이 디스크립터 

핸들을 직접 조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CLI 프로그래머는 하나의 환경 핸들, 하나 이상의 연결 핸들 및 하나 이상의 명령문 핸들

을 할당하고, 핸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해제해야 합니다. 이들 핸들은 프로그램의 모든 CLI 
함수 호출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8.1.2 CLI의 구성
CLI의 동작을 제어하는 다양한 옵션을 지정하기 위해 db2cli.ini라는 구성 파일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연결하려는 데이터베이스마다 CLI 구성 옵션을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옵션은 구성 파일에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시스템 디폴트값도 가집니다. 
여러 구성 옵션은 개별 CLI 명령으로 겹쳐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잭션 분리 레벨에 

대한 시스템 디폴트값은 커서 안정성(CA)입니다. 어느 클라이언트는 실행하는 모든 CLI 응
용프로그램에 대해 상이한 디폴트 분리 레벨을 설정한 db2cli.ini 파일을 가지고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CLI 응용프로그램은 SQLSetConnectAttrr() 함수를 사용하여 

특정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분리 레벨에 대한 최종 설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db2cli.ini 파일은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Windows 95, Windows NT 또는 OS/2의 sqllib 

디렉토리나 UNIX 기반 시스템의 sqllib/cfg 디렉토리 또는 Windows 3.1의 sqllib/win 
디렉토리에서 관리됩니다.
db2cli.ini 파일에서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I 

Guide and Reference를 참조하십시오.)
CONNECTTYPE은 CLI 응용프로그램이 확보한 데이터베이스 연결 유형을 제어합니다. 시

스템 디폴트값은 유형 3이며,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다른 트랜잭션으로 여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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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에 대한 연결을 허용합니다.
CURSORHOLD는 COMMIT문이 실행될 때 열린 커서가 계속 열려 있게 하는지를 제어합니

다. 시스템 디폴트값은 커미트 지점에서 커서를 열린 채로 두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필

요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에서는 이를 해제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DB2OPTIMIZATION은 CLI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SQL문 처리에서 사용되는 최적화 클래스

를 제어합니다. (최적화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0.8.1절을 참조하십시오.)
TXNISOLATION은 CLI 트랜잭션에 대한 분리 레벨을 제어합니다. 시스템 디폴트값은 커서 

안정성(CS)입니다.

8.1.3 CLI 함수 요약
CLI는 새 쿼리 언어가 아니며, 응용프로그램이 처리를 위해 SQL문을 제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쿼리와 갱

신사항은 계속 SQL로 작성되어, CLI 함수 호출에 랩핑됩니다. CLI 함수 호출은 데이터베이

스에 연결하고 쿼리 결과를 프로그램 변수로 페치하며 트랜잭션을 커미트 또는 롤백하는 

것과 같은 세부사항을 처리합니다.
다음은 UDB가 지원하는 CLI 함수의 목록으로 관련된 함수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2) 이 책에는 이들 함수의 모든 매개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CLI 
Guide and Reference를 참조하십시오. 아래 목록에서 *로 표시된 함수는 ODBC에 포함되지 

않은 UDB 확장규격이므로 응용프로그램의 이동성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핸들을 할당하고 해제하는 함수

SQLAllocHandle()은 환경, 연결, 명령문 또는 디스크립터 핸들을 할당합니다.
SQLFreeHandle()은 핸들을 해제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제어하는 함수

SQLConnect()는 응용프로그램을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SQLDriverConnect()는 응용프로그램을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선택적으로 

사용자 ID와 암호와 같은 특정 정보를 입력하도록 프롬프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SQLBrowseConnect()는 응용프로그램을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연결을 완료

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데이터베이스에 묻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SQLBrowseConnect()로 호출을 반복하여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SQLDisconnect()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닫습니다.
SQLSetEnvAttr()은 환경 핸들 범위 내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대한 연결 유형

과 같은 속성을 제어합니다.

2) 여기에 나열된 함수 외에도 UDB는 이전 릴리스와의 호환성을 위해 몇 개의 “폐기된 함수”를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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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GetEnvAttr()은 SQLSetEnvAttr()이 설정한 속성의 현재 값을 검색합니다. 
SQLSetConnectAttr()은 특정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대한 분리 레벨 또는 자동 커미트

와 같은 속성을 제어합니다.
SQLGetConnectAttr()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속성의 현재 값을 검색합니다. 
SQLSetConnection()*은 CLI 프로그램에 임베드된 정적 SQL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베이스 연결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실행할 SQL문을 준비하고 결과에 대한 설명을 확보하기 위한 함수

SQLPrepare()는 실행할 명령문을 준비합니다.
SQLNumResultCols()는 준비된 명령문이 쿼리인 경우 결과 세트에 있는 컬럼 수를 리

턴합니다. 
SQLDescribeCol()은 결과 세트에 있는 특정 컬럼에 대해 설명합니다.
SQLColAttribute()는 이름, 데이터 유형 또는 길이와 같은 결과 세트에 있는 컬럼의 

특정 속성을 검색합니다. 
SQLNativeSql()은 SQL문을 승인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보낼 고유(native) 형

식으로 변환하여 리턴합니다. 이 변환 프로세스는 SQL문에서 로컬 시스템 종속성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변환된 명령문이 리턴되지만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처리하는 함수

SQLNumParams()는 준비된 SQL문의 매개변수 표시문자 수를 리턴합니다. 
SQLBindParameter()는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호스트 프로그램 변수에 바인드합니다. 
SQLDescribeParam()은 특정 매개변수 표시문자와 연관된 데이터 유형, 길이, 스케일 

및 널(NULL) 입력 가능성을 리턴합니다.
SQLParamData(), SQLPutData() 및 SQLCancel()은 CLI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으로 한 번에 하나씩 큰 매개변수 값을 보내는 데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 SQL문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테스트하는 함수 

SQLExecute()는 이전에 준비한 명령문을 실행합니다.
SQLExecDirect()는 명령문에 의해 삽입, 삭제 또는 갱신된 행 수 또는 화면이동 커서

의 결과 세트에 있는 행 수를 리턴합니다.
SQLGetDiagRec()는 명령문 처리 중 발견된 오류 또는 경고와 연관된 SQLSTATE, SQL

CODE 및 메시지를 리턴합니다. SQLGetDiagRec()를 여러 번 호출하여 다수의 오류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SQLGetDiagField()는 SQLCODE 또는 SQLSTATE와 같은 진단 정보의 특정 부분을 리

턴합니다.
SQLGetSQLCA()*는 명령문 처리에서 결과로 나타난 SQLCA 구조를 리턴합니다. 
SQLSetStmtAttr()은 SQLFetchScroll()에 대한 각각의 호출 시 리턴될 행 수와 같은 

명령문 실행을 관리하는 특정 속성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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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GetStmtAttr()은 명령문 속성의 현재 값을 검색합니다.

• 쿼리 결과를 처리하는 함수

SQLBindCol()은 결과 세트에 있는 한 컬럼의 값을 전달할 위치와 컬럼 값에 대해 수행

할 유형 변환의 종류를 CLI에 알려줍니다. 컬럼의 데이터 유형이 Blob, Clob 또는 Dbclob
인 경우, SQLBindCol()은 시스템이 실제 값을 구체화하는 대신 컬럼 값을 로케이터 

형식으로 전달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SQLFetch()는 결과 세트의 한 행을 SQLBindCol()이 지정한 호스트 프로그램 위치로 

페치합니다.
SQLFetchScroll()은 결과 세트의 여러 행을 페치하여 해당 컬럼을 SQLBindCol()이 

지정한 위치에 배열로 전달합니다. SQLFetchScroll()은 커서를 앞으로, 뒤로 또는 

결과 세트의 절대 위치로 보낼 수 있습니다. 
SQLGetData()는 결과 세트의 현재 행에서 한 컬럼 값을 페치하며, 큰 데이터 값을 조각 

단위로 페치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QLSetCursorName()은 위치 지정 삭제와 갱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커서 이름을 명령

문 핸들과 연관시킵니다. 명령문 핸들에 대한 커서 이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

이 이를 생성합니다.
SQLGetCursorName()은 명령문 핸들과 연관된 커서 이름을 리턴합니다.
SQLSetPos()는 이미 페치한 행 세트 내의 특정 행으로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SQLCloseCursor()는 명령문 핸들과 연관된 커서를 닫고 명령문의 결과 세트를 버립니다.
SQLMoreResults()는 SQL 쿼리가 입력 매개변수 배열을 사용하여 여러 번 실행된 경우 

하나의 결과 세트에서 다음 결과 세트로 이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결과 세트 내에서 

각 행은 SQLFetch() 또는 SQLFetchScroll()을 사용하여 페치할 수 있습니다. 스
토어드 프로시저에 의해 여러 결과 세트가 리턴된 경우 하나의 결과 세트에서 다음 결

과 세트로 이동하는 데 SQLMoreResults()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9.2.3절 참조). 
SQLFreeStmt()는 명령문 핸들에 바인드된 매개변수와 컬럼을 바인드 해제하여 다른 

명령문에 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형 오브젝트 처리에 유용한 함수 

SQLGetLength()*는 문자열 값의 길이를 리턴합니다. 이 함수는 로케이터로 표시된 대

형 오브젝트의 길이를 측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SQLGetSubString()*은 대형 오브젝트 로케이터로 표시한 LOB 유형 문자열 값의 일부

를 리턴합니다. 이 결과는 구체화된 문자열 또는 다른 로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대형 오브젝트의 구체화를 가능한 한 오래 지연시킬 때 유용합니다. 
SQLGetPosition()*은 다른 문자열 내부에 있는 한 문자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리턴합니다. 검색할 문자열은 로케이터로 표시되어야 하며, 찾는 문자열은 로케이터 

또는 리터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대형 오브젝트 내에서 비트 또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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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검색하는 데 유용합니다. 
SQLBindFileToParam()*은 SQL문의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대형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파일로 바인드하는 데 사용됩니다. SQL문을 실행할 때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파일 내

용으로 대체합니다.
SQLBindFileToCol()*은 쿼리 결과를 페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정 대형 오브젝트 컬

럼의 값을 프로그램 변수 대신 파일로 전달하도록 시스템에 지시합니다. 

• 트랜잭션 관리 함수

SQLEndTran()은 특정 데이터베이스 연결 또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연결과 연관된 활성 

트랜잭션을 커미트 또는 중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CLI의 경우, 트랜잭션 커미

트 또는 중단은 SQL문 대신 함수 호출로 수행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SQLSet

ConnectAttr()로 제어되는 자동 커미트 옵션은 모든 SQL문을 실행한 후 즉시 자동 

커미트한다는 점도 유의하십시오. 자동 커미트 옵션은 시스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

으므로 사용자 고유의 트랜잭션을 제어하려면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 조회하는 함수(이들 각 함수는 쿼리를 실행하고, 그 결과는 SQL

Fetch() 및 결과 세트에서 조작하는 다른 함수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SQLTables()는 지정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테이블의 이름(뷰와 별명 포함)을 나열

합니다.
SQLColumns()는 지정된 테이블의 컬럼 이름과 데이터 유형을 나열합니다.
SQLForeignKeys()는 테이블의 외부 키에 사용되는 컬럼 이름을 나열합니다. 
SQLPrimaryKeys()는 테이블의 기본 키에 사용되는 컬럼 이름을 나열합니다.
SQLSpecialColumns()는 기본 키 또는 고유 인덱스에 참여하는 컬럼을 나열합니다. 
SQLStatistics()는 테이블의 행 수 및 테이블에서 관리하는 인덱스에 대한 정보를 리턴

합니다.
SQLTablePriviledges()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테이블에 대해 보유

하고 있는 특권을 나열합니다.
SQLColumnPrivileges()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컬럼에 대해 보유하

고 있는 특권을 나열합니다.
SQLProcedures()는 지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나열합니다. 
SQLProcedureColumns()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연관된 입출력 매개변수를 나열합

니다.

•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와 서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함수 

SQLDataSources()는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나열합니다.
SQLGetInfo()는 CLI 프로그램이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기능성에 대한 일반 

정보를 리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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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GetFunctions()는 지정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지원하는 특정 CLI 함수에 대한 

정보를 리턴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면 응용프로그램의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

니다.
SQLGetTypeInfo()는 특정 데이터베이스가 지원하는 데이터 유형에 대한 정보를 리턴

합니다.

• 디스크립터를 직접 조작하는 함수(이러한 모든 조작은 다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SQLSetDescRec()는 지정된 컬럼 또는 입력 매개변수로 바인드된 데이터 유형 및 호스

트 프로그램 주소를 설정합니다.
SQLGetDescRec()는 컬럼 또는 입력 매개변수 이름(있을 경우)과 데이터 유형을 리턴합

니다.
SQLSetDescField()는 컬럼 또는 입력 매개변수의 데이터 유형이나 길이와 같은 디스

크립터에 있는 특정 필드의 값을 설정합니다. 
SQLGetDescField()는 컬럼 또는 입력 매개변수의 데이터 유형이나 길이와 같은 디스

크립터에 있는 특정 필드의 값을 리턴합니다. 
SQLCopyDesc()는 디스크립터의 내용을 다른 디스크립터로 복사합니다. 예를 들어, 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페치하여 다른 테이블로 삽입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8.1.4 유형이 지정된 매개변수 표시문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사용하여 실행할 동적 SQL문을 준비할 때 확정

되지 않은 데이터 값을 표시합니다. 매개변수 표시문자는 물음표로 표시되며, 동적 SQL 환
경에서 실행되는 SQL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표시문자는 단일 데이터 값을 나

타내며 호스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표시

문자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또는 SQL 키워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음 동적 SQL문에

서는 급여 및 직원 번호의 누락된 값을 나타내며, 이들 값은 명령문을 실행하기 전에 매개

변수 표시문자를 호스트 변수로 바인드하여 제공받아야 합니다. 

UPDATE employees SET salary = ? WHERE empno = ?

UDB는 강력한 유형 지정 시스템이므로, 컴파일하는 동안 SQL문에 사용된 각 값의 데이

터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값이 상수 또는 호스트 변수로 표시된 경우, 시스템은 상수의 모

양 또는 호스트 변수의 선언된 데이터 유형을 통해 데이터 유형을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값이 매개변수 표시문자로 표시된 경우, 그 데이터 유형을 추정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매개변수 표시문자가 알려진 데이터 유형의 값과 비교되거나(술어 empno = ?

에서와 같이) 알려진 데이터 유형의 컬럼에 삽입되는 경우(지정 salary = ?에서와 같이), 
시스템은 컨텍스트를 통해 데이터 유형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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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은 사용자가 유형이 지정된 매개변수 표시문자라는 표기를 사용하여 매개변수 표시문자

의 데이터 유형을 선언하는 것에 의존해야 합니다. 유형이 지정된 매개변수 표시문자의 구

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4.3절에서 설명한 캐스팅 표기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유형이 지정된 매개변수 표시문자

는  실제 캐스트가 아닙니다. 그 대신 명령문이 실행될 때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이름 지정

된 데이터 유형의 값(또는 이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될 수 있는 값)으로 대체한다고 하는 응

용프로그램 프로그래머의 “약속”입니다.3) SQL 컴파일러는 실행할 SQL문을 준비하는 동안 

이 약속에 따릅니다. 유형이 지정된 매개변수 표시문자의 유형 정보가 컴파일 프로세스에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행할 명령문을 준비할 때 이 명령문에 payraise(?)와 같은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인

수 중 하나로 사용하는 함수 호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UDB는 함수의 오버로드

를 허용하므로 사용자는 여러 개의 payraise 함수(payraise(Varchar(10)), payraise
(Double), payraise(Date)등)를 정의했을 수 있습니다. 함수 결정은 인수의 데이터 유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스템은 payraise(?)에 대해 호출할 함수를 선택할 수 없어 오류 

코드를 리턴합니다. 단, 함수 인수가 예제 payraise(CAST(? AS Double))에서와 같이 

유형이 지정된 매개변수 표시문자인 경우에는 함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

은 명령문이 실행할 때 데이터 유형 Double의 값이 제공된다는 사용자 약속에 따라 함수 pa

yraise(Double)을 선택합니다. SQL 데이터 유형 Double(또는 Integer처럼 Double로 변환 

가능한 일부 데이터 유형)에 해당하는 호스트 변수로 매개변수가 바인드된 경우, 명령문은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반면 매개변수가 Double과 호환 불가능한 호스트 변수로 바인드된 

경우, 프로그래머의 “약속”이 깨어져 오류가 발생합니다.
함수 인수로 사용하는 모든 매개변수 표시문자에 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좋은 규정입니

다. 고정된 내장 함수 세트만 지원하는 DB2의 초기 릴리스에서는 간혹 세부 함수로 전달된 

유형이 지정되지 않은 매개변수 표시문자의 데이터 유형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

니다. 예를 들어, 내장 substr 함수는 자신의 두 번째 인수가 Integer여야 한다는 것을 파악

하고 있습니다. 초기 릴리스와의 호환성을 위해 UDB는 이러한 특수한 용법을 계속 지원합

니다. 그러나 내장 함수나 사용자 정의 함수를 불문하고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함수로 전달

3) 이름 지정된 데이터 유형이 구별 유형인 경우, 실행 중에 제공된 값은 이 구별 유형의 기본 데이터 유형을 가져

야 합니다. (또는 변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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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유형이 지정된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훌륭한 코딩 습관입니다. 

8.1.5 예제 프로그램 LOADER1
몇 가지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CLI와 매개변수 표시문자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

다. 각 예제는 정적 SQL 프로그램에서 실행할 수 없는 동적으로 계산되는 SQL문을 사용합

니다. 
첫 번째 예제는 CLI, JDBC 및 Embedded 동적 SQL의 세 가지 동적 SQL 기능을 모두 사용

하여 세 가지 접근법을 서로 비교해 보기 위한 대량 로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CLI 버전 이름은 LOADER1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적 SQL을 사용하여 컴파일 시 이름이 

확정되지 않은 테이블을 작성하고 로드합니다. 이 단순 예제에서는 컬럼의 이름과 데이터 

유형이 고정되어 있지만, 보다 복잡한 범용 테이블 로드 프로그램에서는 이들 데이터 유형

을 동적으로 읽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실험실에서 일련의 실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

합니다. 각 실험은 일련의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각 시험은 이름과 값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실험 데이터는 파일에 기록됩니다. 각 파일은 실험의 이름과 시험 횟수를 포함하며 그 뒤에 

실험의 각 시험 이름과 값을 포함합니다. 각 실험 데이터는 실험 이름을 테이블 이름으로 

사용하는 두 컬럼으로 이루어진 테이블로 로드되어야 합니다. 로드 프로그램은 실험 이름

과 시험 횟수를 읽고 데이터를 보유하는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예제에서 로드 프로그램이 

작성한 테이블은 항상 두 개의 컬럼을 가지는데, 첫 번째 컬럼은 TRIALNAME이라는 이름

과 Varchar(18)의 데이터 유형을 가지며 두 번째 컬럼은 TRIALVALUE라는 이름과 Double 데
이터 유형을 가집니다.

로드 프로그램은 테이블을 작성한 후 실험 데이터의 이름과 값을 순차적인 형식으로 읽

은 다음 이를 테이블에 로드합니다. LOADER1 프로그램은 표준 입력에서 입력 데이터를 읽

으며, 파일이나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입력 경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8-1은 LOADER1이 작성하고 로드할 수 있는 두 개의 테이블 예제를 보여줍니다. 이

들 테이블에는 VEGETABLES와 FISH라는 두 가지 실험의 결과가 들어 있습니다.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포함하는 INSERT문을 준비한 후 이를 반복 실행하면 LOADER1 프

로그램은 INSERT문을 구문 분석 및 분석하는 부하를 한 번만 발생시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련의 단계들로 구성되는데, 아래에서 이를 설명하고 예제 코드에도 표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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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BLES                       FISH

그림 8-1: LOADER1로 작성한 예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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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프로그램 LOADER1 단계: CLI를 사용하는 대량 로드 프로그램

단계 1: 변수를 선언합니다. CLI 프로그램은 프리컴파일러를 통과하지 않으므로 정적 SQL 프로그

램에서와 같은 SQL 선언 섹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C 구문을 사용하여 변수를 선언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의 이식성을 위해 원시(native) C 데이터 유형 대신 헤더 파일 sqlcli1.h

에 정의된 데이터 유형 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된 유형 SQLHSTMT

는 명령문 핸들(long)에 사용된 C 데이터 유형을 나타내고, 정의된 유형 SQLDOUBLE은 배

정 도 부동 소수점 값(double)을 보유하는 데 사용된 C 데이터 유형을 나타냅니다. 헤더 

파일 sqlcli1.h는 호출에 필요한 CLI 함수의 선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SQLCHAR 유형은 sqlcli1.h에 unsigned char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부 

C와 C++ 컴파일러는 char* 데이터 유형과 unsigned char* 데이터 유형의 차이를 인식

합니다. 이들 컴파일러 중 하나를 사용 중이고 SQLCHAR* 유형 또는 SQLCHAR[] 유형의 변

수를 선언한 경우, char*가 예상되는 위치(예: C 함수의 인수 strcat 및 strlen)에서 이

들 변수를 사용하려면 먼저 변수를 char* 유형으로 캐스트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일부 컴파일러는 프로그램에 부동 소수점 숫자에 대한 명시적 참조가 들어 있지 

않으면 부동 소수점 루틴을 로드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예제 프로그램에는 더미 

선언인 double x = 1.0이 들어 있습니다. 

단계 2: 환경 핸들을 할당합니다. 이는 CLI로 하여금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응용프로그램

의 상태를 기록하는 데 사용할 메모리 영역을 확보해 두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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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프로그램 LOADER1 코드: CLI를 사용하는 대량 로드 프로그램

#include <sqlcli1.h>

#include <stdlib.h>

#include <string.h>

#include <studio.h>

void errorExit(SQLHENV henv, SQLHDBC hdbc, SQLHSTMT hstmt, char *place);

void main()

{

/*

** STEP 1: Declare variables

*/

SQLHENV henv;  /* environment handle */

SQLHDBC hdbc;  /* connection handle  */

SQLHSTMT hstmt;  /* statement handle */

SQLCHAR dbname[] = "testdb";/* name of database */

char qstring[80];  /* holds a SQL statement */

char tablename[19];  /* table to be created */

char trialname[19];  /* name of one trial */

SQLINTEGER indicator1; /* indicator for trialname */

SQLDOUBLE trialvalue;  /* value of one trial */

SQLINTEGER indicator2;  /* indicator for trialvalue */

SQLRETURN rc;  /* return code */

SQLINTEGER ntrials;  /* no. of trials in expt. */

SQLINTEGER baddata;  /* set to 1 if bad data found */

SQLINTEGER i;  /* iteration variable */

double x = 1.0;  /* alert compiler: using float */

/*

**  STEP 2: Allocate environment handle

*/

SQLAllocHandle(SQL_HANDLE_ENV, SQL_NULL_HANDLE, &henv);



478 8.  동적 SQL

단계 3: 연결 핸들을 할당합니다. 여러 데이터베이스 연결(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른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을 가지려는 경우, 여러 연결 핸들이 필요합니다. 각 연결 핸들은 응용프로

그램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방법을 관리하는 자동 커미트 및 분리 레벨과 같은 등록 

정보 세트를 가집니다. 자동 커미트는 각 SQL문이 실행 후 자동으로 커미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므로 특히 중요한 연결 옵션입니다. 자동 커미트의 디폴트값은 설정(ON)입니다. 이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커미트와 롤백을 제어하려 하므로 SQLSetConnectAttr()을 사용

하여 자동 커미트를 해제(OFF)합니다.

단계 4: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SQLConnect() 함수를 사용하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디렉

토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하려는 서버가 인증을 수행하

는 경우, 연결할 때 유효한 사용자 ID와 암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수 SQL_NTS는 데이터

베이스 이름이 널(NULL) 종료 문자열 형식으로 전달되는 것을 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단계 5: 명령문 핸들을 할당합니다. 이 핸들은 여러 SQL문을 차례로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단계 6: 실험의 이름과 시험 횟수를 읽습니다.

단계 7: 테이블을 작성할 SQL문을 구성하여 실행합니다. 이 예제에서 테이블 이름은 실험 이름에 

의해 결정되며, 컬럼의 이름과 데이터 유형은 미리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더욱 복잡한 로

드 프로그램은 작성될 컬럼 수, 컬럼 이름 및 데이터 유형을 읽거나 계산하고, 그에 따른 CR
EATE TABLE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CREATE TABLE문은 보통의 문자열로 구성합니다. 실험실 규칙에 따라 시험 값에는 널

(NULL)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시험 이름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TRIALNAME 컬럼의 정의

에 NOT NULL절을 포함시킵니다. CLI 함수 SQLExecDirect()는 동적 CREATE TABLE문

을 한 번에 준비하고 실행하여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표시하는 코드를 리턴합니다. 실패한 

경우, 나중에 논의할 errorExit 루틴으로 현재 컨텍스트(오류가 발생한 위치의 표기 및 

세 개의 핸들)를 전달합니다.

단계 8: INSERT문을 준비합니다. 테이블을 작성했으므로 각 행에 대해 INSERT문을 사용하여 테이

블에 데이터를 삽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행을 삽입할 때 각 INSERT문이 매

번 처음부터 다시 구문 분석 작업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데이터 값이 

매개변수 표시문자(물음표)로 표시되는 “프로토타입” INSERT문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명령문이 준비되면 시스템 구문 분석기와 옵티마이저를 다시 호출하지 않고 원하

는 만큼 반복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표시문자는 누락된 데이터 값을 대체하는 용도

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또는 키워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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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3: Allocate connection handle and turn off autocommit option.
** (Warning: the default is autocommit ON.)
*/
SQLAllocHandle(SQL_HANDLE_DBC, henv, &hdbc);
SQLSetConnectAttr(hdbc, SQL_ATTR_AUTOCOMMIT, SQL_AUTOCOMMIT_OFF, 0); 

/*
**  STEP 4: Connect to database
*/
rc = SQLConnect(hdbc, dbname, SQL_NTS,

      NULL, SQL_NTS,
      NULL, SQL_NTS);

if (rc != SQL_SUCCESS)
errorExit(henv, hdbc, SQL_NULL_HSTMT, "Connecting to database");

/*
**  STEP 5: Allocate statement handle
*/
SQLAllocHandle(SQL_HANDLE_STMT, hdbc, &hstmt);

/*
**  STEP 6: Read name of experiment and number of trials
*/
scanf ("%18s %d\n", tablename, &ntrials);

/*
**  STEP 7: Construct and excute a CREATE TABLE statement
*/
strcpy (qstring, "CREATE TABLE ");
strcat (qstring, tablename);
strcat (qstring,

   " (trialname Varchar(18) NOT NULL, trialvalue Double)" );
rc = SQLExecDirect (hstmt, (SQLCHAR *)qstring, SQL_NTS);
if (rc != SQL_SUCCESS)

 errorExit(henv. hdbc, hstmt, "Executing Create Table");

/*
**  STEP 8: Prepare an INSERT with two parameter markers
*/
strcpy (qstring, "INSERT INTO ");
strcat (qstring, tablename); 
strcat (qstring, " VALUES (?, ?)" );
rc = SQLPrepare(hstmt, (SQLCHAR *)qstring, SQL_NTS);
if (rc != SQL_SUCCESS)

 errorExit(henv, hdbc, hstmt, "Preparing Insert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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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9: 변수를 매개변수 표시문자로 바인드합니다. 준비된 INSERT문을 실행시키려면 누락된 데

이터 값을 찾을 수 있는 위치를 시스템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각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두 개의 호스트 변수 주소(하나에는 실제 데이터, 다른 하나에는 “표시기” 변수가 들어 있

음)와 연관되는 SQLBindParameter()를 호출하여 수행됩니다. 표시기 변수는 코드 SQL_
NULL_DATE(-1)에 의해 널(NULL) 값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개변수 표시문자에 바

인드되는 변수가 널(NULL)이 아닌 문자열을 포함하는 경우, 표시기 변수는 문자열의 길이

를 포함하거나 “널(NULL) 종료 문자열”을 나타내는 코드 SQL_NTS(-3)을 포함합니다.
바인딩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매개변수의 SQL 데이터 유형과 이것이 바인드되는 호스트 

변수의 C 데이터 유형을 둘 다 지정하여 시스템이 필요한 모든 변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야 합니다. 준비된 명령문이 실행될 때마다 시스템은 각 매개변수 표시문자로 바인드된 호

스트 변수에서 새 데이터 값(또는 널(NULL))을 가져옵니다.

단계 10: 데이터를 읽고 삽입합니다. 매개변수 표시문자가 변수로 바인드되었으므로 바인드된 변수

로 입력 데이터를 읽고 준비된 INSERT문을 반복 실행하는 루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입력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잘못된 데이터” 플
래그를 설정하고 루프를 중단합니다. 각각의 시험은 scanf를 사용하여 읽는 세 개의 입력 

값으로 표시되는데, 이들은 시험 이름, 시험 값 그리고 유효한 시험 값일 때 0, 널(NULL)일 

때 -1로 설정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indicator2(TRIALVALUE 컬럼의 표시기 변수)
에서 사용되고, indicator1(TRIALNAME 컬럼의 표시기 변수)은 널(NULL) 종료 문자열

을 표시하기 위해 SQL_NTS로 설정됩니다. INSERT는 SQLExecute()를 호출하고 준비된 

명령문의 핸들을 전달하여 실행됩니다. 리턴 코드는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표시하며, 실패

한 경우에는 errorExit 루틴을 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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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9: Bind host variables to the parameter markers
*/
SQLBindParameter(hstmt,

1,  /*first parameter marker */
SQL_PARAM_INPUT,  /* input parameter  */
SQL_C_CHAR,  /* datatype of host variable */
SQL_VARCHAR,  /* SQL datatype  */
18,  /* max length of input data  */
0,  /* not used in this call */
(SQLPOINTER)trialname,  /* address of host variable  */
sizeof(trialname),  /* size of input buffer  */
&indicator1 );  /* null or length indicator  */

SQLBindParameter(hstmt,
2,  /* second parameter marker  */
SQL_PARAM_INPUT,  /* input parameter  */
SQL_C_DOUBLE,  /* datatype of host variable  */
SQL_DOUBLE,  /* SQL datatype  */
0,  /* not used in this call  */
0,  /* not used in this call  */
(SQLPOINTER)&trialvalue,  /* address of host variable  */
8,  /* size of input buffer  */
&indiator2 );  /* null or length indicator  */

/*
**  STEP 10: Execute the INSERT statement for each input data record
*/
baddata = 0;
indicator1 = SQL_NTS;  /* trialname is never null  */
for (i=0; i<ntrials && baddata == 0; i++)

{
rc = scanf("%18s %lf %d\n", trialname, &trialvalue, &indictor2);
if (rc != 3 || (indicator2 != 0 && indicator2 != SQL_NULL_DATA))

{
baddata = 1;  /* bad input data */
break;
}

rc = SQLExecute(hstmt);
if (rc != SQL_SUCCESS)

errorExit(henv, hdbc, hstmt, "Executing Insert 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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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1: 커미트 또는 롤백합니다. 루프가 완료된 후에는 트랜잭션을 커미트하거나 롤백해야 합니

다. 잘못된 입력 데이터가 발견된 경우, 테이블 작성을 비롯하여 모든 데이터베이스 변경사

항을 롤백합니다. CLI에서 SQL문 대신 SQLEndTran() 함수로 트랜잭션을 커미트 또는 롤

백합니다. 단계 3에서 자동 커미트 옵션을 해제했으므로 커미트와 롤백만 제어할 수 있음

을 기억하십시오. 

단계 12: 정리합니다. CLI 프로그램을 올바로 완료하려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연결을 끊고 명령문 

핸들, 연결 핸들, 환경 핸들에 표시된 자원을 해제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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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11: Commit (or roll back if bad data was found)

*/

if (baddata)

{

rc = SQLEndTran(SQL_HANDLE_DBC, hdbc, SQL_ROLLBACK); 

if (rc != SQL_SUCCESS)

   errorExit(henv, hdbc, SQL_NULL_HSTMT, "Rollback due to bad data");

printf ("Bad input data, transaction rolled back.\n);

rc = -1;

}

else

{

rc = SQLEndTran(SQL_HANDLE_DBC, hdbc, SQL_COMMIT);

if (rc != SQL_SUCCESS)

   errorExit(henv, hdbc, SQL_NULL_HSTMT, "Commit");

printf ("Data loaded successfully\n");

rc = 0;

}

/*

**  STEP 12: Clean up

*/

SQLFreeHandle(SQL_HANDLE_STMT, hstmt); /* free statement handle  */

SQLDisconnect(hdbc);                   /* disconnect from database */

SQLFreeHandle(SQL_HANDLE_DBC, hdbc);   /* free connection handle  */

SQLFreeHandle(SQL_HANDLE_ENV, henv);   /* free environment handle  */

exit(rc);

}  /* end of main */

void errorExit(SQLHENV henv, SQLHDBC hdbc, SQLHSTMT hstmt, char *place)

{

SQLCHAR sqlstate[SQL_SQLSTATE_SIZE + 1];

SQLINTEGER sqlcode;

SQLSMALLINT msglength;

SQLCHAR msgbuffer[SQL_MAX_MESSAGE_LENGTH + 1];

SQLSMALLINT errno;

printf {"\nSQL error at %s, transaction rolled back.\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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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3: 오류를 분석합니다. CLI 함수의 리턴 코드가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았음을 표시할 

때마다 errorExit 루틴이 호출됩니다. 이는 CLI 함수가 실행하려는 SQL문의 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CREATE TABLE문이 기존 테이블과 동일한 이름의 

테이블 작성을 시도하는 경우, SQL문이 실패하고 SQLExecDirect() 함수가 SQL_ERROR 
코드를 리턴합니다. errorExit 루틴의 기능은 명령문이 실패한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 출

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SQLGetDiagRec() 함수를 반복적으로 호출하여, 실패한  명령문과 

연관된 핸들을 전달함으로써 수행됩니다. SQLGetDiagRec()에 대한 각 호출은 SQLCODE, 
SQLSTATE 및 오류 메시지를 리턴합니다. 검색할 메시지가 더 없으면 SQLGetDiagRec()

는 SQL_NO_DATA 코드를 리턴합니다.

단계 14: 롤백하고 정리합니다. 로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을 롤백합니다. SQLEndTran()을 호출한 후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끊고 핸들을 해

제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8.1.6 예제 프로그램 QUERY1
두 번째 CLI 예제는 CLI 프로그램이 대화식으로 사용자의 쿼리를 수용하고 이를 실행하여 

다양한 데이터 유형의 결과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CLP와 같은 대화식 인터

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CLP는 CLI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도 있었지만, 역사

적인 이유 때문에 Embedded 동적 SQL을 대신 사용하여 구현되었습니다. 진정한 대화식 쿼

리 인터페이스는 프로그램이 매우 복잡하므로, 이 예제에서는 단순한 가정에 기초하도록 

하겠습니다. Double 데이터 유형 또는 Clob 데이터 유형의 단일 컬럼을 결과로 갖는 쿼리만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유형의 데이터 처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데이터 유형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다중 컬럼과 추가 데이터 유형을 처리하도록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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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13: Retrieve error codes and messages

*/

errno = 1;

sqlstate[5] = '\0';  /* Make sure it's null-terminated */

while ( SQLGetDiagRec(SQL_HANDLE_STMT, hstmt, errno,

  sqlstate, &sqlcode, msgbuffer,

  SQL_MAX_MESSAGE_LENGTH+1, &msglength) == SQL_SUCCESS)

{

printf("   SQLCODE = %d, SQLSTATE = %5.5s\n", sqlcode, sqlstate);

printf("   MESSAGE: %s\n", msgbuffer); 

errno++;

}

/*

**  STEP 14: roll back and clean up

*/

SQLEndTran(SQL_HANDLE_DBC, hdbc, SQL_ROLLBACK);  /* rollback */

SQLDisconnect(hdbc);                  /* disconnect from database */

SQLFreeHandle(SQL_HANDLE_DBC, hdbc);  /* free connection handle   */

SQLFreeHandle(SQL_HANDLE_ENV, henv);  /* free environment handle */

exit(-2);

}

QUERY1 프로그램은 사용자로 하여금 SQL문을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실행하고 결과를 표

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쿼리 인터페이스로만 계획되었으므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려

는 시도를 발견하면 이를 롤백합니다. 널(NULL) 쿼리(빈 줄)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련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아래에서 이를 설명하고 예제 

코드에도 표시해 두었습니다.
QUERY1의 쿼리 인터페이스 응용프로그램은 8.2절에서 QUERY3이란 Embedded 동적 SQL 

응용프로그램으로 다시 소개되므로, CLI와 Embedded 동적 인터페이스의 비교 기회를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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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프로그램 QUERY1 단계: CLI를 사용하는 쿼리 인터페이스

단계 1: 변수를 선언합니다. 예제 LOADER1에서와 같이 프로그램의 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

시(native) C 데이터 유형을 사용하는 대신 sqlcli1.h에 정의된 유형을 사용합니다. 이 단

순 예제에서 모든 쿼리 결과는 단일 컬럼으로 구성되고 데이터 유형은 Double 또는  Clob인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데이터 유형의 결과를 보관할 버퍼를 선언합니다. CLI 
프로그램의 Clob 처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Clob 데이터를 로케이터 형식으로 페치

한 후 이 로케이터를 사용하여 Clob의 처음 10자를 페치합니다. (원하는 부속문자열을 페치

하도록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페치할 버퍼는 Double, Clob 로케이터, Clob 
부속문자열을 보관할 11자 배열 및 널(NULL) 값을 나타낼 표시기 변수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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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프로그램 QUERY1 코드: CLI를 사용하는 쿼리 인터페이스

#include <stdlib.h>
#include <string.h>
#include <stdio.h>
#include <sqlcli1.h>

void errorExit(SQLHENV henv, SQLHDBC hdbc, SQLHSTMT hstmt, char *place);

int main()
{
/*
**  STEP 1: Declare variables
*/
SQLHENV henv;      /* environment handle  */
SQLHDBC hdbc;      /* connection handle  */
SQLHSTMT hstmt1;     /* 1st statement handle  */
SQLHSTMT hstmt2;     /* 2nd statement handle  */
SQLHSTMT hstmt3;     /* 3rd statement handle  */
SQLRETURN rc;     /* return code  */

SQLCHAR dbname[9] = "testdb"; /* name of database  */
char qstring[100];    /* buffer for SQL query  */

SQLDOUBLE answerDouble;    /* answer buffer (if type is DOUBLE) */
SQLINTEGER answerLocator;   /* answer locator (if type is CLOB) */
SQLCHAR answerString[11];   /* answer buffer (if type is CLOB) */
SQLINTEGER actualLength;    /* length of returned CLOB substring */
SQLINTEGER nullindicator;    /* set to -1 if answer is null */
SQLINTEGER four = 4;    /* constant used in SQLBindParameter() */

SQLSMALLINT ncols;     /* no. of columns in result set */
SQLCHAR colname[SQL_MAX_ID_LENGTH+1]; /* name of result column */
SQLSMALLINT colnamelen;     /* actual length of column name */
SQLSMALLINT coltype;     /* datatype of result column */

SQLCHAR sqlstate[SQL_SQLSTATE_SIZE+1];      /* result sqlstate */
SQLINTEGER sqlcode;      /* result sqlcode */
SQLCHAR msgbuffer[SQL_MAX_MESSAGE_LENGTH+1];  /* error msg buffer */
SQLSMALLINT msglength;  /* actual length of error message */
SQLSMALLINT errno; /* error cou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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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환경 핸들 및 연결 핸들을 할당하고 자동 커미트 옵션을 해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유의 

커미트와 롤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쿼리 인터페이스로 계획되었으므로 사

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는 명령문을 실행하려고 하면 강제로 롤백합니다.

단계 3: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이 SQLConnect()에 대한 호출은 각 CLI 함수 호출 후 리턴 

코드를 점검하고 errorExit 루틴을 호출하여 오류 이벤트의 메시지를 검색하고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제 코드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각 CLI 호출 후에 이 리턴 코

드 검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단계 4: 세 개의 명령문 핸들을 할당합니다. 동시에 “활성화”될 명령문마다 별도의 명령문 핸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hstmt1은 커서 위치를 관리하며, hstmt2는 부속문자열을 페치하

고 hstmt3은 Clob 로케이터를 해제합니다.

단계 5: 사용자에게 SQL문을 입력받습니다. 명령문을 입력하도록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표시하

고, 이를 qstring 버퍼로 읽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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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2: Allocate environment and connection handles.

**  Turn off autocommit option (warning: default is autocommit ON).

*/

SQLAllocHandle(SQL_HANDLE_ENV, SQL_NULL_HANDLE, &henv);

SQLAllocHandle(SQL_HANDLE_DBC, henv, &hdbc);

SQLSetConnectAttr(hdbc, SQL_ATTR_AUTOCOMMIT, SQL_AUTOCOMMIT_OFF, 0);

/*

**  STEP 3: Connect to database, test return code.

**  Similar checks for errors could be added to all CLI calls

**  but have been omitted for brevity.

*/

rc = SQLConnect(hdbc, dbname, SQL_NTS,

      NULL, SQL_NTS,   /* provide userid, if needed  */

      NULL, SQL_NTS);  /* provide password, if needed */

if (rc != SQL_SUCCESS)

 errorExit(henv, hdbc, SQL_NULL_HSTMT, "Connecting to database");

/*

**  STEP 4: Allocate three statement handles

*/

SQLAllocHandle(SQL_HANDLE_STMT, hdbc, &hstmt1); 

SQLAllocHandle(SQL_HANDLE_STMT, hdbc, &hstmt2);

SQLAllocHandle(SQL_HANDLE_STMT, hdbc, &hstmt3);

/*

**  STEP 5: Get an SQL statement from the user 

*/

printf("\nEnter a query, or empty string to quit:\n");

gets(q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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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6: 명령문을 실행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qstring이 유효한 SQL문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어

떤 종류의 명령문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SQLExecDirect()의 리턴 

코드를 조사합니다. 리턴 코드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SQL_ERROR: 이 코드는 qstring이 유효한 SQL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진단 메시지를 검색하여 표시하고, 다른 명령문을 입력하도록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표

시하는 SQLGetDiagRec()를 호출합니다.
SQL_NO_DATA_FOUND: 놀랍게도 이 코드는 SQL문이 빈 결과 세트를 갖는 쿼리였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명령문이 공교롭게 아무 행도 갱신 또는 삭제하지 않은 

유효한 UPDATE 또는 DELETE문이었음을 표시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 명령문에 의해 

수정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피해도 없으며 단지 메시지를 출력하고 다른 명령문을 입력

하도록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SQL_SUCCESS 또는 SQL_SUCCESS_WITH_INFO: 이들 코드는 하나 이상의 정보 메시지

를 포함하여 SQL문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었음을 표시합니다. 메시지가 있으면 이를 출력하

고 결과를 계속 분석합니다.

단계 7: 분석의 다음 단계는 CLI 함수 SQLNumResultCols()를 호출하여 결과 세트의 컬럼 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방금 실행한 SQL문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작업입니다. 결
과 컬럼 수가 0인 경우, 이 명령문은 쿼리가 아닙니다. 이는 사용자가 쿼리가 아닌 SQL문을 

정상적으로 실행했으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

스를 수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제 프로그램은 쿼리 전용 인터페이스이므로, 마지막 명령

문을 롤백하고 다른 명령문을 입력하도록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결과 세트의 컬럼 수가 1보다 큰 경우, 사용자는 이 예제보다 더 복잡한 쿼리 인터페이스

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단지 메시지를 출력하고 다음 명령문을 입력하도록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단계 8: 결과 세트의 컬럼 수가 정확히 하나인 경우, 이 SQL문은 성공적인 1 컬럼 쿼리입니다. 다음 

단계는 CLI 함수 SQLDescribeCol()을 호출하여 컬럼의 이름과 데이터 유형을 확보하고 

컬럼 이름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컬럼의 데이터 유형에 따라 분기할 수 있습니

다. 컬럼의 데이터 유형이 구별 유형인 경우, SQLDescribeCol()은 이 구별 유형에 해당하

는 기본 데이터 유형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SQLColAttributes()에 대한 호출에 의해 구

별 유형의 이름이 확보됩니다. 예제 프로그램은 Double 유형 또는 Clob 유형의 단일 컬럼만 

처리하게 했지만, 여러 데이터 유형을 갖는 복수의 컬럼을 처리하도록 확장하는 것도 어렵

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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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strlen(qstring)>0)
{
/*
**  STEP 6: Execute the statement and check return code
*/
rc = SQLExecDirect (hstmt1, (SQLCHAR *)qstring, SQL_NTS); 
if (rc == SQL_NO_DATA_FOUND)

printf("Your statement had no effect on the datgabase.\n");
if (rc == SQL_ERROR || rc == SQL_SUCCESS_WITH_INFO)

{
printf("Result of processing your SQL statement:\n");
errno = 1;
while (SQLGetDiagRec(SQL_HANDLE_STMT, hstmt1, errno,

    sqlstate, &sqlcode, msgbuffer,
    SQL_MAX_MESSAGE_LENGTH+1, &msglength) == SQL_SUCCESS )

{
printf("  SQLCODE = %d, SQLSTATE = %s\n", sqlcode, sqlstate);
printf("  MESSAGE: %s\n", msgbuffer);
errno++;
}

}
if (rc == SQL_SUCCESS || rc == SQL_SUCCESS_WITH_INFO)

{
/*
** STEP 7: Check the number of columns in the result set
*/
rc = SQLNumResultCols(hstmt1, &ncols);
if (ncols == 0)

{
printf("Your statement was not a valid query.\n");
printf("Any updates have been rolled back.\n);
SQLEndTran(SQL_HANDLE_DBC, hdbc, SQL_ROLLBACK);
}

else if (ncols > 1)
printf("The result set has more than one column.\n");

else
{
/* 
**  STEP 8: Get the column name and datatype, then
**  print the column name
*/
rc = SQLDescribeCol(hstmt1, 1, colname, SQL_MAX_ID_LENGTH,

   &colnamelen, &coltype, NULL, NULL, NULL);
printf("%s\n", colname);
print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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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9: 결과 컬럼의 데이터 유형이 SQL_DOUBLE인 경우, 배정 도 부동 소수점 수의 컬럼을 페치

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CLI에서는 결과 세트를 페치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커서를 열 필요

가 없습니다. 쿼리 실행 후 해당 명령문 핸들이 결과 세트에 대해 자동으로 커서 역할을 하

므로 명시적으로 커서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 값을 페치하려면 먼저 이들을 전달할 위치를 CLI에 알려야 합니다. SQLBindCol() 

함수는 answerDouble이라는 버퍼와 표시기 변수를 결과 세트의 첫 번째 컬럼으로 바인드

합니다. 그런 다음 SQLFetch()를 호출할 때마다 하나의 응답 값이 응답 버퍼와 표시기 변

수로 페치됩니다. SQLFetch()에서 성공적인 리턴 코드를 받는 동안 값을 페치하여 표시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사용자의 SQL문이 빈 결과 세트를 갖는 유효한 쿼리인 경우, 첫 번

째 SQLFetch()는 SQL_NO_DATA_FOUND 코드를 리턴합니다. 더 이상의 결과가 없으면 

다음 SQL문을 입력하도록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표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단계 10: 결과 컬럼의 데이터 유형이 SQL_CLOB인 경우, Clob 유형 데이터 컬럼을 페치하여 표시해

야 합니다. 이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각 Clob를 로케이터 형식으로 페치하고, 이 로케이

터를 사용하여 Clob 값의 처음 10바이트를 버퍼로 구체화하는 Clob 조작을 예시합니다. 먼
저, 유형 SQLINTEGER의 변수(및 표시기 변수)를 결과 세트의 첫 번째 컬럼으로 바인드하

고, 로케이터 형식으로 값을 검색하려 한다는 것을 코드로 표시합니다. SQLFetch()를 호

출할 때마다 다음 Clob 값의 로케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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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coltype)

{

case SQL_DOUBLE:

/*

**  STEP 9: Fetch a column of Double-type answers

**  and display them

*/

SQLBindCol(hstmt1, 1, SQL_C_DOUBLE,

&answerDouble, 0, &nullindicator);

rc = SQLFetch(hstmt1);

if (rc == SQL_NO_DATA_FOUND)

printf("Result set is empty.\n");

else while (rc == SQL_SUCCESS

    || rc == SQL_SUCCESS_WITH_INFO)

{

if (nullindicator==SQL_NULL_DATA) printf("(Null)\n");

else printf("%f\n", answerDouble);

rc = SQLFetch(hstmt1);

}

break;       /* end of SQL_DOUBLE case */

case SQL_CLOB;

/*

**  STEP 10: Fetch a column of Clob-type answers

**  in Locator form

*/

SQLBindCol(hstmt1, 1, SQL_C_CLOB_LOCATOR,

&answerLocator, 0, &nullindicator);

rc = SQLFetch(hstmt1);

if (rc == SQL_NO_DATA_FOUND)

printf("Result set is empty.\n");

else while (rc == SQL_SUCCESS

    || rc == SQL_SUCCESS_WITH_INFO)

{

if (nullindicator==SQL_NULL_DATA) printf("(Nul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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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1: 로케이터를 페치하면 한 번 이상의 SQLGetSubString()에 대한 호출에서 이 로케이터를 

사용하여 원하는 실제 Clob 값의 서브세트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문 핸들이 

아직 “활성” 상태이고 결과 세트에 커서 위치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SQLGetSubString()

에 대한 호출의 경우에는 두 번째 명령문 핸들을 사용해야 하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단계 12: Clob 값을 출력한 후에는 로케이터가 더 필요하지 않으므로 세 번째 명령문 핸들을 사용하

여 FREE LOCATOR문을 실행함으로써 로케이터를 해제합니다. FREE LOCATOR문의 매개

변수가 항상 동일한 호스트 변수에 바인드되어 있으므로 SQLBindParameter()에 대한 

호출은 루프를 벗어나 프로그램 시작 시 한 번만 실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

히 하기 위해 여기서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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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 Clob value is not null */

{

/* 

**  STEP 11: For each Clob, use its locator to

**  fetch the first 10 characters of the answer

*/

SQLGetSubstring

(hstmt2,  /* 2nd stmt handle */

SQL_C_CLOB_LOCATOR, /* source type  */

answerLocator,  /* source locator  */

1,  /* starting position  */

10,  /* how many chars  */

SQL_C_CHAR,  /* target type  */

answerString,  /* target buffer  */

11,  /* size of buffer */

&actualLength,  /* returned length  */

&nullindicator ); /* null indicator  */

printf("&s ... \n", answerString); 

/*

**  STEP 12: Free the Clob locator.  The

**  SQLBindParameter could be taken out of the loop

*/

SQLBindParameter

(hstmt3,  /* 3rd stmt handle  */

1,  /* parameter number */

SQL_PARAM_INPUT,  /* input parameter */

SQL_C_CLOB_LOCATOR,  /* C type of parm  */

SQL_CLOB_LOCAOR,  /* SQL type of parm  */

0,  /* not used here  */

0,  /* not used here  */

&answerLocator,  /* addr. of locator  */

0,  /* not used here   */

&four);  /* length of locator */

SQLExecDirect

(hstmt3, (SQLCHAR *)"FREE LOCATOR ?", SQL_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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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3: 명령문 핸들 hstmt1을 사용하여 다음 Clob 값을 로케이터 형식으로 페치합니다.

단계 14: 이 단순 예제는 두 가지 데이터 유형의 처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switch문에 경우를 추

가하여 다른 데이터 유형도 처리하도록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단계 15: SQLCloseCursor()를 호출하면 첫 번째 명령문 핸들과 연관된 커서를 닫지만 다른 명령

문을 실행하는 핸들은 보존합니다. 이제 다른 SQL문을 입력하도록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표시하고, 루프의 상단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단계 16: (널(NULL) 행을 입력하여) 더 이상 처리할 쿼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트랜잭션

을 종료하고 여러 핸들을 해제한 후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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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EP 13: Fetch the next Clob value in Locator form
   */

   rc = SQLFetch(hstmt1);

   }

break;     /* end of SQL_CLOB case */

default:

/*

**  STEP 14: Other datatypes could be added here

*/

printf("Answer datatype %d is not DOUBLE or CLOB\n", 
 coltype); 

break;     /* end of default case */

}    /* end of switch on coltype  */

}    /* end of case where result set has 1 column */
}    /* end of processing a successful query  */

/*
**  STEP 15: Close the cusor and get the next query

*/

SQLCloseCursor(hstmt1);

printf("\nEnter a query, or empty string to quit:\n");

gets(qstring);

}  /* end of while-loop that processes queries */

/*

**  STEP 16: Commit the transaction and clean up
*/

printf("\nGoodbye, have a nice day.\n");

SQLEndTran(SQL_HANDLE_DBC, hdbc, SQL_COMMIT);/* commit transaction */

SQLFreeHandle(SQL_HANDLE_STMT, hstmt1);      /* free statement-1 handle */

SQLFreeHandle(SQL_HANDLE_STMT, hstmt2);      /* free statement-2 handle */

SQLDisconnect(hdbc);                         /* disconnect from database */

SQLFreeHandle(SQL_HANDLE_DBC, hdbc);         /* free connection handle  */

SQLFreeHandle*SQL_HANDLE_ENV, henv);         /* free environment handle */

return (0);

}    /* end of 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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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7: CLI를 호출할 때마다 리턴 코드를 검사하여 필요하면 오류 처리 루틴을 호출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하기 위해 여기서는 대부분 생략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오류 핸들러가 오류

가 발견된 위치를 출력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오류 코드와 메시지를 검색하여 출력하며, 
최종적으로 트랜잭션을 롤백한 후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끊고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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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errorExit(SQLHENV henv, SQLHDBC hdbc, SQLHSTMT hstmt, char *place)

{

SQLCHAR sqlstate[SQL_SQLSTATE_SIZE + 1];

SQLINTEGER sqlcode;

SQLSMALLINT msglength;

SQLCHAR msgbuffer[SQL_MAX_MESSAGE_LENGTH + 1];

SQLSMALLINT errno;

printf ("\nSQL error at %s\n", place);

/*

**  STEP 17: Retrieve error codes and messages.

**  Then roll back, clean up, and exit.

*/

errno = 1;

sqlstate[5] = '\0';  /* Make sure it's null-terminated */

while ( SQLGetDiagRec(SQL_HANDLE_STMT, hstmt, errno,

  sqlstate, &sqlcode, msgbuffer,

  SQL_MAX_MESSAGE_LENGTH+1, &msglength) == SQL_SUCCESS )

{

printf("   SQLCODE = %d, SQLSTATE = %s\n", sqlcode, sqlstate);

printf("   MESSAGE: %s\n", msgbuffer);

errno++;

}

SQLEndTran(SQL_HANDLE_DBC, hdbc, SQL_ROLLBACK);  /* rollback  */

SQLDisconnect(hdbc);  /* disconnect from database */

SQLFreeHandle(SQL_HANDLE_DBC, hdbc);  /* free connection handle */

SQLFreeHandle(SQL_HANDLE_ENV, henv);  /* free environment handle */

exi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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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Java와 함께 동적 SQL 사용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는 Java 프로그래밍 언어와 함께 사용하는 동적 SQL 인터페

이스입니다. JDBC는 Sun Microsystems의 자회사인 JavaSoft에서 정의했으며, 여러 면에서 

CLI와 유사합니다. 사실 UDB의 경우 JDBC가 CLI의 상단에서 구현됩니다. JDBC는 많은 관

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Java 프로그램에서 관계형 데이터에 액세

스하는 사실상의 표준 인터페이스가 되었습니다. Java와 JDBC에 관한 가장 좋은 정보 창고

는 웹(World Wide Web)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DBC 인터페이스의 상세한 스펙

을 http://java.sun.com/products/jdb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DBC는 동적 인터페이스이므로 CLI와 동일한 장점을 가지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장

점들이 있습니다.

1. JDBC는 Java 언어와의 통합성이 우수하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쿼리의 결과 세트는 JDBC에서 ResultSet

라는 클래스로 표시되며, 이 클래스는 결과 세트의 행을 검색하기 위해 next와 같은 메소

드를 구현합니다. 

2. JDBC는 일반적인 응용프로그램 작성은 물론이고,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Java 애플릿 

작성도 가능합니다. 애플릿은 모든 Java 가능 웹 브라우저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애플릿을 

작성하면 웹 브라우저 이외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웹(World Wide 
Web)의 어떤 머신이라도 UDB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UDB를 설치하면 몇 가지 JDBC 응용프로그램과 애플릿 예제가 sqllib/samples/java 
디렉토리에 제공됩니다.

8.2.1 JDBC 응용프로그램
CLI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JDBC 응용프로그램 작성 과정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JDBC는 

SQL문과 그 결과 세트 등 CLI에서 핸들을 사용하여 조작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오브젝트

들을 조작하는 객체 지향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JDBC 응용프로그램은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이 경우 Java)로 작성된 다른 데이터베이

스 응용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합니다. 평상시처럼 이 응용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실행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서버 머신에 상주하는데, 이 서버 머신은 클라이언트 머신과 같

을 수도 또는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머신은 호스트 언어를 지원해야 하며

(이 경우 Java 컴파일러 및 JVM), 리모트 서버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UDB CAE(C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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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Application Enabler)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머신에 특정 환경 변수가 설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 JVM이 클래스 검색에 사용하는 CLASSPATH 변수는 sqllib/java/db2java.zip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른 클래스 라이브러리도 일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AIX 및 Solaris 플랫폼에서는 변수 LD_LIBRARY_PATH가 경로 sqllib/lib를 포함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HP-UX 플랫폼에서는 변수 SHLIB_PATH가 sqllib/lib를 포함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환경 변수는 여러 플랫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Windows NT에서

는 시작 → 설정 → 제어판 → 시스템 → 환경을 차례로 눌러 환경 변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객체 지향 인터페이스와 마찬가지로 JDBC도 메소드 세트를 차례로 구현하는 클래

스 세트로 구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JDBC 클래스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Connection, Statement 
및 ResultSet입니다.

Connection
CLI 연결 핸들과 마찬가지로 Connection은 특정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과의 세션을 

나타내며, 특정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하고 특정 사용자에 대해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
한 CLI에서와 마찬가지로 Connection은 데이터베이스 상호 작용과 관련된 특정 등록 정보

를 제어합니다. 각 SQL문 실행 후의 트랜잭션 자동 커미트 여부나 분리 레벨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Connection은 DriverManager 클래스의 getConnection 메소드를 호출하고 연결하려는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하는 URL(Universal Resource Locator)을 제공하여 확보합니다. Driver
Manager 클래스는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JDBC 드라이버를 찾습니다. (UDB
의 드라이버가 사용자 머신에 설치된 유일한 JDBC 드라이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
절한 드라이버가 식별되면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설정되고 Connection 오브젝트로 표시됩니

다.
Connection 클래스에서 가장 중요한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getMetaData()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의 기능과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정보

를 리턴합니다. 이 정보는 DatabaseMetaData 유형의 오브젝트 형식으로 리턴되며, 이 오브

젝트는 테이블 이름 및 컬럼 이름 목록과 같이 특정 정보를 검색하는 고유의 메소드를 다

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setTransactionIsolation(int)은 이 Connection을 사용하는 트랜잭션의 분리 레벨을 

제어합니다.
setAutoCommit(Boolean)는 이 Connection의 각 SQL문 실행 후의 트랜잭션 자동 커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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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결정합니다. CLI에서와 마찬가지로 JDBC에서도 자동 커미트 기능이 디폴트로 설

정되어 있으며, 트랜잭션의 바운더리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모든 Connection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해제해야 합니다.
createStatement()는 SQL문 실행에 사용할 수 있는 Statement 오브젝트를 작성합니다. 

같은 Connection 내에서 여러 Statement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epareStatement(String)는 반복 실행을 위한 특정 명령문을 준비합니다. 이 메소드

는 Statement의 서브클래스인 PreparedStatement 유형의 오브젝트를 리턴합니다. 준비된 

명령문은 물음표로 표시되는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명령문

의 실행 전 특정 값이 매개변수 표시문자에 바인드되어야 합니다.
commit()는 이 Connection과 연관된 현재 트랜잭션을 커미트합니다.
rollback()은 이 Connection과 연관된 현재 트랜잭션을 롤백합니다.

Statement
CLI 명령문 핸들과 마찬가지로 JDBC Statement 오브젝트는 하나의 SQL문을 나타냅니다. 이 

명령문은 즉시 실행할 수도 있고, 한 번 준비했다가 여러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반복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Statement 클래스에서 가장 중요한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ecuteQuery(String)는 SQL 쿼리를 실행하고 쿼리 결과를 포함하는 ResultSet 오브젝

트를 리턴합니다.
executeUpdate(String)는 쿼리가 아닌 SQL문의 실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update’라

는 이름과 달리 이 메소드는 갱신사항에 한정하지 않고 CREATE TABLE 같이 쿼리가 아

닌 명령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문에 의해 수정된 행이 있으면 그 수를 리턴합니다.
setCursorName(String) 이 명령문의 결과 세트와 연관될 커서 이름을 정의합니다. 커서 이름

을 정의하면 다른 Statement에 의해 실행된 위치 지정 갱신과 삭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ecute(String)는 SQL문이 쿼리인지 알 수 없을 때 이 SQL문의 실행에 사용하는 범용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는 명령문이 결과 세트를 생성할 경우 부울 TRUE를 리턴합니

다. 실행 메소드의 결과에 따라 getResultSet(), getUpdateCount() 및 getMoreRe

sults()와 같은 다른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Statement 클래스는 두 가지 중요한 서브클래스를 갖는데, 이는 반복 실행을 위해 한 번 준

비되는 명령문을 나타내는 PreparedStatement와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나타내는 CallableState
ment입니다. PreparedStatement를 실행하려면 명령문 내 모든 매개변수 표시문자에 대해 값

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 유형의 값을 매개변수 표시문자로 바인드하는 메소드 콜렉

션에 의해 수행됩니다. SQL문의 매개변수로 바인드할 수 있는 각각의 Java 데이터 유형에 

대해 Statement 클래스는 매개변수 바인딩 메소드를 보유합니다. 다음은 이들 메소드의 사

용 방법에 대한 예입니다. 
stmt1.setDouble(3, 28.5)는 stmt1이라는 Statement 오브젝트의 세 번째 매개변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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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자로 Double 값 28.5를 바인드합니다.
stmt1.setString(5, "Queen Elizabeth")는 Statement stmt1의 5번째 매개변수 표시

문자로 String 값 "Queen Elizabeth"를 바인드합니다.
stmt1.setNull(7, INTEGER)는 Statement stmt1의 7번째 매개변수 표시문자로 널(NULL) 

값을 바인드합니다. 상수 INTEGER는 널(NULL) 값의 데이터 유형을 지정하는 유형 코드입

니다.

ResultSet
ResultSet는 SQL 쿼리 실행 결과를 표시하는 정렬된 행 세트입니다. ResultSet는 쿼리 결과 행 

중 한 행에 커서 위치를 관리하며, 이 위치는 위치 지정 갱신 또는 삭제문으로 조작될 행을 

정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ResultSet가 처음 작성되면 커서 위치는 결과 세트의 첫 번

째 행 바로 앞으로 정의됩니다.
ResultSet 클래스의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getMetaData()는 쿼리 결과의 크기와 형태에 대한 정보를 ResultSetMetaData 오브젝트 형

식으로 리턴합니다. ResultSetMetaData 오브젝트는 결과 세트의 컬럼 수, 이름, 데이터 유

형 등 특정 정보를 검색하는 메소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next()는 커서 위치를 결과 세트의 다음 행으로 보냅니다.

값을 호스트 변수로 실제로 페치하기 위해 JDBC에 사용되는 기법은 CLI와 다르며, 널
(NULL) 표시기 변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QL 데이터 유형과 호환 가능한 각 Java 데이터 

유형에 대해 ResultSet 클래스는 현재 행(커서가 위치한 행)의 컬럼 값을 리턴하는 “get” 메소

드를 가집니다. 이 “get” 메소드로 페치할 컬럼은 이름 또는 번호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Res
ultSet는 마지막으로 페치한 값이 널(NULL)이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는 부울을 리턴하는 

wasNull() 메소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이러한 일부 메소드의 사용법을 설

명하고 있습니다.
result1.getDouble(3)은 Java 데이터 유형 Double을 사용하여 ResultSet result1의 현

재 행의 세 번째 컬럼 값을 리턴합니다. 이 컬럼의 값이 널(NULL)인 경우, getDouble 메소

드는 0을 리턴합니다. 
result1.wasNull()은 이전에 페치한 값이 널(NULL)일 경우 TRUE를 리턴하여 널(NULL) 

값과 숫자 0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sult1.getString("address")은 ResultSet result1의 현재 행에 있는 ADDRESS 컬

럼의 값을 Java String 형식으로 리턴합니다. 

추가 정보: 널(NULL) 값을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를 검색 중인 경우, 각 값을 페치한 후 즉시

(다음 값을 페치하기 전에) wasNull() 메소드를 호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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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JDBC가 데이터베이스와 값을 교환하는 기법은 Java 데이터 유형

(입력 변수의 경우 setDouble, setString 등, 출력 변수의 경우 getDouble, getStrin
g 등)을 기초로 하는 메소드에 의존합니다. 출력의 경우, JDBC는 지정된 데이터베이스 값

을 받기 위한 Java 데이터 유형을 선택할 때 대단한 융통성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getI
nt, getBigDecimal 및 getDouble을 비롯한 여러 메소드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여 데이

터베이스에서 숫자 값을 페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LQ 데이터 유형은 getString 메소

드를 사용하여 Java String 오브젝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입력의 경우, 각 JDBC “set...” 메소드는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특정 SQL 데이터 유형

의 값으로 바인드합니다. 사용자는 SQL문에서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사용하는 방식과 호환

성이 있는 SQL 데이터 유형의 메소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표 8-1은 SQL 데이터 유형과 이에 해당하는 Java 데이터 유형 및 각 데이터 유형의 입출력

에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각 SQL 데이터 유형을 여러 JDBC 메소드

로 페치할 수 있으므로 나열 출력 메소드는 단지 예제일 뿐입니다. 입출력 메소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DBC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8.2.2 예제 프로그램 LOADER2
JDBC 응용프로그램의 예로, 8.1절에서 CLI 예로 나왔던 LOADER1 프로그램을 재작성해 보

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지금은 LOADER2라고 함)은 인수로 프로그램에 이름이 전달된 파

일에서 입력을 가져옵니다. 프로그램은 입력 파일에서 테이블 이름을 읽고, 지정된 이름을 

사용하여 TRIALNAME과 TRIALVALUE의 두 컬럼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그
런 다음 일련의 데이터 값을 읽어 이를 테이블에 로드합니다. 프로그램의 CLI 버전에서와 

마찬가지로 LOADER2는 두 개의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사용하여 INSERT문을 준비한 후 로

드될 각 데이터 행에 대해 이 명령문을 실행합니다. 이러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JDBC 오브

젝트와 메소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예제 프로그램의 주석을 통해 다룹니다. 

표 8-1: SQL 데이터 유형 및 호환 가능한 Java 데이터 유형 

SQL 데이터 유형

호환 가능한 

Java 데이터 유형

또는 클래스 입력 메소드 출력 메소드 예제

Smallint short setShort getShort

Integer int setInt getInt

Decimal bigDecimal setBigDecimal getBigDecimal

Real float setFloat getFloat



5058.2  Java와 함께 동적 SQL 사용

표 8-1: SQL 데이터 유형 및 호환 가능한 Java 데이터 유형 (계속)

SQL 데이터 유형

호환 가능한 

Java 데이터 유형

또는 클래스 입력 메소드 출력 메소드 예제

Double double setDouble getDouble

Char String setString getString

Varchar String setString getString

비트 데이터용

Char 또는 Varchar
String setBytes getBytes

Long Varchar InputStream
setAsciiStream 또는

setUnicodeStream
getAsciiStream 또는

getUnicodeStream

비트 데이터용

Long Varchar
InputStream setBinaryStream getBinaryStream

Clob InputStream
setAsciiStream 또는

setUnicodeStream
getAsciiStream 또는

getUnicodeStream

Graphic byte[] setString getString

Vargraphic byte[] setString getString

Long
Vargraphic

InputStream
setAsciiStream 또는

setUnicodeStream
getAsciiStream 또는

getUnicodeStream

Dbclob InputStream
setAsciiStream 또는

setUnicodeStream
getAsciiStream 또는

getUnicodeStream

Blob InputStream setBinaryStream getBinaryStream

Date Date setDate getDate

Time Time setTime getTime

Timestamp Timestamp setTimestamp getTime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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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프로그램 LOADER2: JDBC를 사용하는 대량 로드 응용프로그램

import java.io.*;

import java.util.*;

import java.sql.*;

public class loader2

{

// STEP 1: Register the JDBC driver for DB2.

//         This code block runs before main(), and enables Java

//         to find the driver classes for handling JDBC objects.

static

{

try 

{

Class.forname("COM.ibm.db2.jdbc.app.DB2Driver");

//For JDK 1.1.2 on AIX or OS/2, replace the above line as follows:

//Class.forName("COM.ibm.db2.jdbc.app.DB2Driver").newInstance();

}

catch (Exception e)

{

system.out.println("Error in registering the JDBC driver");

e.printStackTrace();

}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BufferedReader input = null;

StringTokenizer tokens = null;

String tablename, trialname;

int i, ntrials;

Double trialvalue;

int indicator;

boolean baddata =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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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

// STEP 2: Create a Connection object and use it to

//         connect to the database and turn off autocommit.

//         (Warning: the default is autocommit ON.)

//         The database is identified by a URL that begins

//         with "jdbc:db2:" followed by the database name.

String dbname = "testdb";

String url = "jdbc:db2:" + dbname;

Connection con = DriverManager.getConnection(url);

con.setAutoCommit(false);

// STEP 3: Open input file, using filename in args[0]

input = new BufferedReader(new FileReader(args[0]));

// STEP 4: Read first input line: name of table and no. of trials

tokens = new StringTokenizer(input.readLine());

tablename = tokens.nextToken();

ntrials = Integer.parseInt(tokens.nextToken());

// STEP 5: Create and execute an SQL CREATE TABLE statement, 

//         using a JDBC Statement object.

Statement stmt1 = con.createStatement();

stmt1.executeUpdate("CREATE TABLE " + tablename +

  " (trialname Varchar(18) NOT NULL, trialvalue Double)" );

// STEP 6: Prepare an INSERT with two parameter markers,

//         using a JDBC PreparedStatement object.

PreparedStatement stmt2 = con.prepareStatement(

  "INSERT INTO " + tablename + " VALUES(?, ?)" );

// STEP 7: For each input record, bind the parameter markers

//         and execute the INSERT statement

for (i=0; i<ntrials; i++)

  try 

{

tokens = new StringTokenizer(input.readLine());

// Read trialname and bind the first parameter marker

trialname = tokens.nextToken();

stmt2.setString(1, trial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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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trialvalue and bind the second parameter marker,
// setting it to null if necessary
trialvalue = Double.valueOf(tokens.nextToken());
stmt2.setDouble(2, trialvalue.doubleValue());
indicator = Integer.parseInt(tokens.nextToken());
if (indicator < 0) stmt2.setNull(2, Types.DOUBLE);
// Execute the INSERT statement
stmt2.executeUpdate();
}  // End of inner try-block

catch(Exception e)
{
// STEP 8: If bad data is encountered,
//         rollback the transaction
baddata = true;
System.out.println("Bad data, transaction rolled back");
e.printStackTrace();
con.rollback();
break;
}

// STEP 9: Commit transaction if load was successful
if (!baddata)

{
con.commit();
System.out.println("Data loaded successfully");
}

// STEP 10: Close the database connection
con.close();
}    // End of outer try-block

catch(Exception e)
{
// STEP 11: Provide a general-purpose exception handler.
//          The printStackTrace method prints the call stack
//          where the exception was encountered.
System.out.println("Houston, we have a problem...");
e.printStackTrace();
}

}   // End of main
}   // End of class "Load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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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JDBC 애플릿
애플릿은 웹(World Wide Web)에서 페이지를 표시하는 동안 웹 브라우저가 실행할 수 있는 

Java 프로그램입니다. 애플릿은 JDBC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검색하며 이 데이터를 웹 페이지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JDBC 애플릿을 작성하면 

UDB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Java 가능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JDBC 애플릿은 전 애플릿에 적용되는 보안 제

한사항과 부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애플릿은 클라이언트 머신에 있는 파일에 액세스 

또는 수정하거나, 애플릿을 다운로드한 머신이 아닌 다른 머신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을 설

정하지 않습니다.)
JDBC 애플릿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UDB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데이터를 표시하는 웹 

페이지 작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2장에 소개한 부품 창고의 관리자이고 고객

으로 하여금 창고에 보관된 각 부품에 대해 가장 유리한 가격 조건을 제시하는 최신 목록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고 가정합니다. 가격표를 웹 페이지에 포함시켜 이를 수행할 수 있습

니다.
웹 페이지를 작성하려면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언어를 사용하여 페이지를 설

명하고, 페이지를 웹 서버에 설치해야 합니다. 웹 컨소시엄(World Wide Web Consortium)이 

관리하는 웹 페이지(http://www.w3.org)를 통해 HTML을 학습할 수 있고, Nancy Yeager
와 Robert McGrath 공저 Web Server Technology(Morgan Kaufmann, 1996)로 웹 서버에 대해 학습

할 수 있습니다.
HTML은 웹 페이지의 여러 부분들이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을 규정하는 태그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applet>이라는 하나의 HTML 태그에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applet> 태그는 지정한 크기의 직사각형 공간을 페이지에 확보하고, 확보한 공간에 표시

할 내용을 생성하는 Java 프로그램을 호출합니다. Java 프로그램(컴파일된 클래스 형식의)
은 디폴트로 웹 서버에서 이를 호출한 HTML 파일과 동일한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다음 HT
ML 예제는 표제(<h2> 태그로 식별됨)와 그 뒤에 폭 400픽셀 및 높이 200픽셀의 공간을 표시

하는 웹 페이지를 설명합니다. bestbuys.class라는 Java 클래스가 이 페이지의 내용을생

성합니다.

<html>

<body>

<h2>Today's Best Prices for Parts</h2>

<applet code="bestbuys.class" width=400 height=200>

</applet>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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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파일을 웹 서버에 등록한 후에는 <applet> 태그에 대한 내용을 생성하는 Java 프
로그램을 작성하여 컴파일해야 합니다. 이 예제에서 프로그램 이름은 bestbuys.java이

며 내용은 뒤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javac bestbuys.java와 같은 명령으로 

컴파일할 수 있으며, bestbuys.class라는 결과 파일은 HTML 파일과 동일한 디렉토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가격표를 열람하려면 한 가지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즉, JDBC 서버를 실

행해야 합니다. UDB는 JDBC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려는 리모트 머신을 네트워크 포트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여 대기하고(listen), 서버 머신에서 실행하는 JDBC 서버를 제공합니

다. 다음 명령은 JDBC 서버를 시작하고 포트 번호 2001에서 JDBC 클라이언트를 대기하도

록 알려줍니다.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는 포트와 충돌하지 않으려면 1024보다 큰 포트 번호

를 선택해야 합니다.)

db2jstrt 2001

웹 브라우저가 웹 페이지와 UDB 데이터를 표시하는 과정은 그림 8-2와 같이 설명할 수 

있으며 다음 단계들로 이루어집니다. 

1. 웹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 세계의 어느 사용자가 Netscape Communicator 버전 4 또는 Micro
soft Internet Explorer 버전 4 등과 같은 JDK 1.1 가능 브라우저를 요청합니다. 사용자는 페이

지가 들어 있는 HTML 파일의 이름과 웹 서버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URL(Universal Resource 
Locator)로 웹 페이지를 식별합니다. 브라우저는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라는 프로

토콜을 사용하여 서버 머신에 연결하며, 웹 서버는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있는 클라이언트 

머신으로 HTML 파일을 전송하여 응답합니다. 

2. 웹 브라우저는 HTML 파일의 태그를 해석하여 내용을 화면에 그립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Java 가능 브라우저는 JVM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TML 파일에서 <applet> 태그를 

발견한 브라우저는 <applet> 태그에서 이름을 지정한 Java 클래스(이 예제에서는 bestb

uys.class), 그리고 이 클래스를 컴파일할 때 링크된 기타 Java 클래스(예: DB2 JDBC 드라

이버)를 서버 머신에서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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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JDBC 애플릿의 실행

브라우저는 JVM을 사용하여 클래스의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클래스를 처음 다운로드할 

때 init() 메소드를 호출하고, 화면에 웹 페이지를 그릴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 페
이지를 포함하는 창을 표시할 때) paint()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가격표를 생성하는 Java 애플릿의 자세한 정보가 다음 예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애플릿

에는 “기본” 프로그램이 없으며, 페이지를 표시할 때 웹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 중인 JVM이 

호출하는 init() 및 paint() 메소드를 구현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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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애플릿 BESTBUYS.JAVA 단계

단계 1: Java 클래스는 아마도 java.awt(Abstract Windowing Toolkit) 또는 java.sql과 같은 다른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종속됩니다. 클래스는 import문으로 이들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참

조합니다. 참조한 클래스를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서버 

머신에서 다운로드됩니다.

단계 2: init() 메소드는 Java 클래스를 처음 다운로드할 때 호출됩니다. 이 메소드는 다시 Class.

forNa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호출 목적은 DB2 JDBC 드라이버(이름이 COM.ibm.

db2.jdbc.net.DB2Driver임)를 클라이언트쪽 JVM의 “드라이버 관리자” 구성요소에 등

록하는 데 있습니다. 드라이버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필요가 있을 때 등록된 드

라이버에서 호출합니다(단계 5 참조). 

단계 3: paint() 메소드는 웹 브라우저로 페이지를 표시하고자 할 때 호출됩니다. <applet> 태그

로 예약한 400 × 200픽셀 영역의 내용을 생성하여 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pa

int() 메소드는 UDB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각기 다른 부품 번호별 최저 견적 가격을 

리턴하는 쿼리를 실행하여 그 결과를 표시합니다. 

단계 4: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려면 paint() 메소드가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하는 URL을 구성해

야 합니다. URL은“jdbc:db2://”문자 뒤에 서버 머신의 이름과 JDBC 서버가 대기 중인 포

트 번호가 이어지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물론 이 예제 코드를 실행할 경우, 고유의 서버 머

신 이름, 포트 번호, 데이터베이스 이름, 사용자 ID와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5138.2  Java와 함께 동적 SQL 사용

예제 애플릿 BESTBUYS.JAVA 코드 

// STEP 1: Import class libraries needed by this applet.
import java.sql.*;
import java.awt.*;
import java.applet.*;

public class bestbuys extends Applet
{
// STEP 2: The init() method is called when the applet is first
// downloaded. It registers a JDBC driver to handle connections
// to DB2 databases.
public void init()

{
try

{
Class.forName("COM.ibm.db2.jdbc.net.DB2Driver");
// For JDK 1.1.2 on AIX or OS/2, replace the above line as follows:
// Class.forName("COM.ibm.db2.jdbc.net.DB2Driver").newInstance();
}

catch (Exception e)
{
System.out.println("Error in loading the JDBC driver");
e.printStackTrace();
}

}
// STEP 3: The paint() method generates and displays the content
// of the <applet> tag.
public void paint(Graphics g)

{
try

{
// STEP 4: Construct a URL to identify the database
// Specify the name of your server machine
String server = "yourserver.com";

// Specify the port number your JDBC server is using
String port = "2001";

// Specify the name of the database you want to connect to
String dbname = "testdb";

// Specify a valid database userid and password
String userid = "yourname";
String password = "your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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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getConnection()에 대한 호출은 드라이버 관리자로 하여금 지정된 URL로 식별되는 데

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Connection 오브젝트를 리턴하도록 요청합니다. 드라이버 관리자

는 각각의 등록된 관리자에게 원하는 연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DB2 JDBC 
드라이버(단계 2에서 등록됨)는 URL이 “jdbc:db2”로 시작되므로 이를 인식하고, 지정된 ID
와 암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JDBC 드라이버는 TCP/IP 프로토콜과 JD
BC 서버 포트 번호를 사용하여 서버 머신과 고유의 별도 연결을 설정합니다.

단계 6: 예제 프로그램은 getConnection() 호출로 리턴된 Connection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State
ment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Statement의 executeQuery() 메소드를 사용하여 부품 목록

과 최저 가격을 ResultSet 형식으로 검색하는 쿼리를 실행합니다.

단계 7: 프로그램은 ResultSet의 next()와 getString() 메소드를 사용하여 실제 부품 번호, 설명 

및 가격을 검색합니다. 그런 다음 Graphics.drawstring() 메소드를 호출하여 이 데이

터를 웹 페이지에 표시하고 데이터의 각 행을 표시할 좌표를 제공합니다. (<applet> 태그

로 예약한 영역의 왼쪽 상단 모서리가 좌표의 원점입니다.)

단계 8: paint() 메소드 실행 중 발견된 모든 오류는 printStackTrace() 메소드를 호출하는 

예외 핸들러에 의해 처리됩니다. 결과 오류 메시지는 웹 브라우저의 “Java 콘솔”에 나타납

니다. 예를 들어, Netscape Navigator를 사용 중인 경우 옵션을 누른 후 Java 콘솔 표시를 눌러 

Java 콘솔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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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5: Establish a database connection
 String url = "jdbc:db2://" + server + ":" + port + "/" + dbname;
 Connection con = DriverManager.getConnection(url, userid, password );

 // STEP 6: Execute an SQL query
 Statement stmt = con.createStatement();
 String qstring = 

"SELECT p.partno, p.description. q.price "
+  "FROM company.quotations q, company.parts p, company.suppliers s "
+  "WHERE q.partno = p.partno AND q.suppno = s.suppno "
+  "AND q.price = "
+  "     (SELECT min(price) "
+  "      FROM company.quotations "
+  "      WHERE partno = q.partno)" ;

 ResultSet rs = stmt.executeQuery(qstring);

 // STEP 7: Display the result set
 g.drawString("Part No.", 20, 25);
 g.drawString("Description", 100, 25);
 g.drawString("Best Price", 200, 25);
 int y = 50;

while (rs.next())  // next() returns false when there are no more rows
{
String partno = rs.getString(1);
String desc = rs.getString(2);
String price = rs.getString(3);
g.drawString(partno, 20, y);
g.drawString(desc, 100, y);
g.drawString(price, 200, y);
y = y + 15;
}

 stmt.close();
 con.close();
 }

// STEP 8: Display exceptions, if any, on the Java Console
catch( Exception e )
  {
  e.printStackTrace();
  }

}   // end of paint method
}   // end of class bestbu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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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mbedded 동적 SQL

Embedded 동적 SQL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SQL문을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제3의 기능입

니다. CLI 또는 JDBC보다 더 오래된 인터페이스이지만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Embedded 동
적 SQL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른 동적 인터페이스보다 선호되기도 합니다.

1. C가 아닌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합니다. 

2. 정적 SQL과 스타일에 좀더 일관성이 있으므로 동적 SQL과 정적 SQL문을 혼합한 응용프로

그램에서 사용할 만합니다.

3. Embedded 동적 SQL 프로그램은 각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바인드하기 위해 별도의 함수 호

출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동등한 CLI 또는 JDBC 프로그램보다 다소 간결해지는 특징이 있

습니다. 

4. Embedded 동적 SQL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패키지를 가지므로 패키지에 대한 실행 특권

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허용 여부를 사용자별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5. 단순히 EXEC SQL의 표기 방식을 선호할 수도 있고, 이 방식이 CLI의 함수 호출 또는 JDBC
의 메소드 표기보다 친숙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Embedded 동적 SQL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본 태스크는 SQL문을 실행 준비를 하

고, 준비된 명령문이 쿼리인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확보하며,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실제 값으로 대체하여 준비된 명령문을 실행하고, 한 번에 한 행씩 쿼리 결과를 페치하는 

등 다른 동적 인터페이스의 태스크와 동일합니다. Embedded 동적 SQL은 호스트 프로그램

에 임베드할 수 있고 UDB 프리컴파일러로 처리할 수 있는 특수 SQL문 세트를 사용하여 이

들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8.3.1 Embedded 동적 명령문 
Embedded 동적 SQL은 PREPARE, DESCRIBE, EXECUTE 그리고 EXECUTE IMMEDIATE의 네 

가지 명령문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동적 SQL 쿼리를 지원하는 몇 가지 옵션이 OPEN 및 FE
TCH문에 추가됩니다.

Embedded 동적 SQL문은 디스크립터를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디스크립터는 한 데이터 

행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유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디스크립터는 

데이터 행과 연관된 컬럼 이름을 표시할 수도 있으며 데이터 값 자체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Embedded 동적 SQL문의 디스크립터에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를 SQLDA라

고 하며 8.3.3절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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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PREPARE의 목적은 SQL문의 액세스 플랜을 작성하고 명령문을 실행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

는 데 있습니다. PREPARE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스트 변수는 SQL문을 포함하는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이 명령문은 UDB로 컴파일되고 

실행 준비가 이루어지지만,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명령문 이름은 식별자가 될 수 있고 뒤에 

나오는 DESCRIBE, EXECUTE 또는 OPEN문에서 사용됩니다. 
준비되는 SQL문은 호스트 변수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명령문이 실행할 때 제공될 

값을 표시하기 위해 물음표를 사용하는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

니다. 매개변수 표시문자는 8.1.4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CAST 표기를 사용하여 명시적 데이

터 유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립터가 제공된 경우, 이 디스크립터는 명령문이 쿼리일 때 쿼리 결과의 컬럼에 대

한 설명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디스크립터는 DESCRIBE문(아래 참조)의 대안을 제공

합니다.
다음은 PREPARE문의 예입니다. 

PREPARE s1 FROM :mystatement;

PREPARE q1 INTO :mysqlda FROM :myquery;

DESCRIBE
DESCRIBE문의 목적은 준비된 쿼리의 결과 세트에 있는 데이터 유형에 대한 설명을 확보하

는 데 있습니다. DESCRIBE문은 PREPARE문의 “INTO 디스크립터”절과 유사합니다. DESCR
IBE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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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DESCRIBE q1 INTO :mysqlda; 

다른 Embedded 동적 SQL문과 달리 DESCRIBE는 명령 센터와 같은 대화식 인터페이스에

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쿼리 앞에 DESCRIBE를 입력하는 경우, UDB는 쿼리 결과 세트의 데

이터 유형과 컬럼 이름 목록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쿼리를 대화식으로 실행하여 

FUNCTIONS 카탈로그 테이블의 컬럼 이름과 데이터 유형 목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DESCRIBE SELECT * FROM syscat.functions; 

EXECUTE
EXECUTE문은 이전에 준비한 SQL문을 실행하여 준비한 명령문의 매개변수 표시문자(물
음표)를 호스트 변수 목록이나 디스크립터의 값으로 대체합니다. 호스트 변수 목록(또는 디

스크립터)은 각 매개변수 표시문자에 대해 정확히 하나의 값을 제공합니다. 제공된 값의 데

이터 유형은 매개변수 표시문자의 선언된 유형과 호환 가능해야 합니다. 매개변수 표시문

자의 유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 값은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데이터 유형을 가져야 합니

다. EXECUTE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행 준비가 끝난 SQL문은 응용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여러 트

랜잭션에서 반복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SQL문이 SELECT 또는 VALUES문인 경우, EXECUTE문이 결과 세트를 리턴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EXECUTE문으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동적으로 준비된 SELECT 
또는 VALUES문의 결과를 확보하려면 명령문에 대해 커서를 선언하고 OPEN 및 FETCH문

을 이 커서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EXECUTE문의 예입니다.  

EXECUTE s1;

EXECUTE s2 USING :x, :y :yindicator, :z :zindicator;

EXECUTE s3 USING DESCRIPTOR :mysq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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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E IMMEDIATE
EXECUTE IMMEDIATE문은 SQL문을 실행할 준비를 한 후 PREPARE 및 EXECUTE문의 함

수를 결합하여 이를 즉시 실행합니다. 호스트 변수에는 SELECT 또는 VALUES문이 아니면

서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한 SQL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ECUTE IM
MEDIATE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EXECUTE IMMEDIATE :mystatement;

동적 커서 선언

Embedded 동적 SQL은 동적으로 준비된 쿼리(SELECT 또는 VALUES문)의 결과를 확보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는 준비된 명령문의 결과에 대해 커서를 선언하고 OPEN 및 FETCH
문의 특수 옵션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커서는 다음 구문을 갖는 동적 커서 선언을 사용하여 동적으로 준비된(또는 준비될) 쿼리

의 결과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동적 커서 선언에 사용한 명령문 이름은 PREPARE문에서도 사용해야 합니다. PREPARE
문 실행 후 준비된 명령문이 쿼리인 경우, 쿼리 결과를 얻기 위해 동적 OPEN 및 FETCH문에 

동적 커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TH HOLD가 지정된 경우, 커서는 트랜잭션 바운더리에

서 열린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적 커서 선언의 예입니다.

DECLARE c1 CURSOR FOR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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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OPEN
동적 OPEN문은 이전에 준비한 쿼리(SELECT 또는 VALUES문)를 실행하여 준비한 쿼리의 

매개변수 표시문자(물음표)를 호스트 변수 목록이나 디스크립터의 값으로 대체합니다. 호
스트 변수 목록(또는 디스크립터)은 각 매개변수 표시문자에 대해 정확히 하나의 값을 제공

해야 하며, 이들 값의 데이터 유형은 매개변수 표시문자의 선언된 유형과 호환 가능하거나 

매개변수 표시문자가 사용되는 컨텍스트에 적합해야 합니다. 
동적 OPEN문에서 이름 지정된 커서는 (동적 커서 선언에 의해) 준비된 쿼리와 연관되어

야 합니다. 동적 OPEN문은 준비된 쿼리의 결과에 대해 커서를 열고 이 결과 세트의 첫 번째 

행 앞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동적 FETCH문을 사용하여 결과 세트의 행을 페치할 

수 있게 됩니다.
동적 OPEN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OPEN c1;

OPEN c1 USING :x, :y :yindicator, :z :zindicator;

OPEN c1 USING DESCRIPTOR :mysqlda;

동적 FETCH
동적 FETCH문은 커서를 결과 세트의 다음 행으로 보내고 이 행을 호스트 변수 세트 또는 

디스크립터로 페치합니다. 이름 지정된 커서가 열려 있어야 하며 호스트 변수(또는 디스크

립터의 항목) 갯수가 결과 세트에 있는 컬럼 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결과 세트가 비어 있거

나 커서가 결과 세트의 마지막 행 또는 그 다음에 위치하는 경우, 동적 FETCH문은 SQLCODE 
+100(SQLSTATE 02000)을 리턴합니다. 

동적 FETCH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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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FETCH c1 INTO :x :xindicator, :y :yindicator;

FETCH c1 USING DESCRIPTOR :mysqlda;

SELECT문 또는 VALUES문이 Embedded 동적 SQL을 사용하여 실행될 경우, 해당 명령문

은 INTO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정적 SQL과 달리 Embedded 동적 SQL
은 같은 명령문 내에서 입력 및 출력 호스트 변수를 모두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유효한 정적 SQL문을 살펴보겠습니다. 

EXEC SQL SELECT salary INTO :x FROM emp WHERE name = :y;

Embedded 동적 SQL을 사용하여 동일한 명령문을 작성하려면 (단일 결과 값만 예상되더

라도) 커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char qstring[50];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strcpy(qstring, "SELECT salary FROM emp WHERE name = ?");

EXEC SQL PREPARE q1 FROM :qstring;

EXEC SQL DECLARE c1 CURSOR FOR q1;

EXEC SQL OPEN c1 USING :y;

EXEC SQL FETCH c1 INTO :x;

EXEC SQL CLOSE c1;

8.3.2 예제 프로그램 LOADER3
예제 LOADER3은 대량 로드 프로그램으로서, 8.1절에서 CLI로 구현하고 8.2절에서 JDBC로 

구현한 것과 동일한 로더입니다. 프로그램은 입력 스트림에서 테이블 이름을 읽고, TRIAL
NAME과 TRIALVALUE의 두 컬럼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입력 스트

림에서 일련의 이름과 값을 읽어 이를 테이블에 로드합니다. 이러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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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LOADER3은 CREATE TABLE문을 동적으로 생성하여 실행한 후,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포함하는 INSERT문을 준비하여 로드되는 각 행에 대해 한 번씩 실행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는 프로그램 목록의 명령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들 단계를 이전 예제 프로그램 LOADER1 
및 LOADER2와 비교하면 세 가지 동적 SQL 인터페이스의 차이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제 프로그램 LOADER3 단계: Em bedded 동적 SQL을 사용하는 대량 로드 프로그램

단계 1: 변수를 선언합니다. Embedded 동적 SQL은 프리컴파일러를 사용하므로 SQL문에 사용할 모

든 프로그램 변수를 SQL 선언 섹션에 선언해야 합니다.

단계 2: SQL 통신 영역(SQLCA)을 포함시킵니다. SQLCA는 SQL문 실행의 결과로 생성된 리턴 코드 

및 메시지를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헤더 파일 sqlca.h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단계 3: 오류 종료를 설정합니다. SQL문을 정상적으로 실행하지 못할 때마다 제어권을 전송할 레

이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오류가 발견될 때마다 errorExit로 분기하도

록 시스템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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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프로그램 LOADER3 코드: Em bedded 동적 SQL을 사용하는 대량 로드 프로그램

#include <sqlenv.h>

#include <stdlib.h>

#include <string.h>

#include <stdio.h>

int main()

{

/*

** STEP 1: Declare variables

*/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char dbname[9] = "testdb';  /* name of database  */

char qstring[100]      /* holds an SQL statement */

char tablename[19];    /* name of experiment */

char trialname[19];     /* name of one trial in expt. */

double trialvalue;     /* value of one trial in expt. */

short indicator;     /* indicator variable for trialvalue */

char msgbuffer[500];     /* buffer for DB2 error message */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int rc;     /* return code */

int ntrials;     /* no. of trials in expt.  */

int baddata;     /* set to 1 if bad data found */

int i;     /* iteration variable */

double x = 1.0;     /* alert compiler: using float */

/*

** STEP 2: Include SQLCA

*/

EXEC SQL INCLUDE SQLCA;     /* SQL Communication Area */

/*

** STEP 3: Set up an error exit

*/

EXEC SQL WHENEVER SQLERROR GOTO erro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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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CONNECT문은 동적으로 준비할 수 없으므로 정적 SQL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변수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표시합니다. 

단계 5: 실험 이름과 시험 횟수를 읽습니다. 

단계 6: CREATE TABLE문을 구성하여 실행합니다. 테이블 이름은 입력에서 가져오고, 이 컬럼의 

이름과 데이터 유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컬럼 이름과 데이터 유형을 프로그램 입력

으로 제어하는 범용 로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ECUTE IMMEDIATE문은 CLI의 SQLExecDirect() 함수처럼 CREATE TABLE문을 한 

번에 준비하여 실행합니다.

단계 7: 두 개의 매개변수 표시문자(물음표)를 포함하는 INSERT문을 준비합니다. INSERT는 매개

변수 표시문자로 바인드된 여러 다른 값을 사용하여 반복 실행됩니다.

단계 8: 데이터를 읽고 삽입합니다.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변수로 바인드하는 태스크는 EXECUTE
문의 USING절에서 수행하는데, 이는 명령문 내의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대체하는 변수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널(NULL) 입력 가능 값을 나타내는 모든 매개변수 표시문자에 대해

서는 프로그램 변수와 널(NULL) 표시기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USING :trialn

ame, :trialvalue :indicator절은 변수를 두 개의 표시문자로 바인드해야 합니다. 
즉, 첫 번째 표시문자에는 :trialname을 바인드하고, 두 번째 표시문자에는 :trialvalue 

:indicator를 바인드합니다.  
로드 프로그램의 다른 버전과 마찬가지로 LOADER3은 입력의 유효성을 테스트하여 잘

못된 입력 데이터가 발견되면 baddata 플래그를 설정하고 입력 루프를 중단합니다. 실행 

중인 SQL문에서 어떤 이유로든 오류가 발생하면 제어권이 errorExit로 전송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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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4: Connect to the database

*/

EXEC SQL CONNECT TO :dbname;

/* 

** STEP 5: Read name of experiment and number of trials

*/

scanf ("%18s %d\n", tablename, &ntrials);

/*

** STEP 6: Construct and execute a CREATE TABLE statement

*/

strcpy (qstring, "CREATE TABLE");

strcat (qstring, tablename);

strcat (qstring,

           " (trialname Varchar(18) NOT NULL, trialvalue Double)" );

EXEC SQL EXECUTE IMMEDIATE :qstring;

/*

** STEP 7: Prepare an INSERT with two parameter markers

*/

strcpy (qstring, "INSERT INTO ");

strcat (qstring, tablename);

strcat (qstring, " VALUE (?, ?)" );

EXEC SQL PREPARE s1 FROM :qstring;

/*

** STEP 8: Execute the INSERT statement for each input data record

*/

baddata = 0;

for (i=0; i<ntrials; i++)

{

rc = scanf("%18s %lf %d\n", trialname, &trialvalue, &indicator);

if (rc != 3 || (indicator != 0 && indicator != -1))

{

baddata = 1;   /* bad input data */

break;

}

EXEC SQL EXECUTE s1 USING :trialname, :trialvalue :indicator;

}



526 8.  동적 SQL

단계 9: 커미트 또는 롤백합니다. 루프 완료 후에는 트랜잭션을 커미트하거나 롤백해야 합니다. 잘
못된 입력 데이터가 발견된 경우, 테이블 작성을 포함하여 모든 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을 

롤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사항을 커미트합니다. 이를 위해 정적 SQL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10: 정리합니다. Embedded 동적 SQL은 CLI처럼 해제할 “핸들”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데이터베

이스에서 연결을 끊기만 하면 됩니다. 

단계 11: 오류를 분석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errorExit는 별도의 프로시저가 아니고, 단지 오류 

메시지를 검색하고 출력하며, 트랜잭션을 롤백하고 종료하는 일부 명령문의 레이블입니

다. 오류 처리 코드는 롤백을 성공하지 못한 경우 자기 자신으로 다시 분기하여 루프를 실

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롤백 실행 전에 WHENEVER SQLERROR CONTINUE를 실행한다

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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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9: Commit (or roll back if bad data was found)

*/

if (baddata)

{

EXEC SQL ROLLBACK;

printf ("Bad input data, transaction rolled back.\n");

rc = -1; 

}

else

{

EXEC SQL COMMIT;

printf ("Data loaded successfully\n");

rc = 0;

}

/*

** STEP 10: Clean up

*/

EXEC SQL CONNECT RESET;

exit(rc);

errorExit;

/*

** STEP 11: Handle SQL error conditions by

** retrieving and printing an error message

*/

printf("\nSQL error, transaction rolled back.\n");

sqlaintp(msgbuffer, 500, 70, &sqlca);

printf("Message: %s\n", msgbuffer);

EXEC SQL WHENEVER SQLERROR CONTINUE;

EXEC SQL ROLLBACK;

EXEC SQL CONNECT RESET;

exit(-2);

}  /* end of 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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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SQLDA 디스크립터
몇몇 Embedded 동적 SQL문은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간에 데이터 유형 및 값을 전

달하기 위해 디스크립터를 사용합니다. 각각의 경우, 사용된 디스크립터는 SQLDA라는 구

조입니다. SQLDA는 개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데이터 항목의 데이터 유형, 길이 및 값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이러한 디스크립터는 상이한 개수와 유형의 데이

터 항목에 대해 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호스트 변수 목록보다 융통성이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이러한 동적인 특성은 ad hoc 쿼리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

그램 작성에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컬럼 수와 컬럼 데이터 유형이 쿼리 결

과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디스크립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은 다음 명령문을 사용하여 SQLDA 구조의 

선언을 임베드할 수 있습니다.

EXEC SQL INCLUDE SQLDA

이 명령문은 사용자 프로그램에 다음 선언이 포함되게 합니다. 

1. SQLDA 구조에 대한 유형 정의

2. SQLDA 구조 내에 발생하는 sqlvar과 sqlvar2라는 구조에 대한 유형 정의 

3. SQLDASIZE(n)라는 매크로의 정의. 이 매크로는 n개의 항목을 갖는 SQLDA 구조의 크기

(바이트)를 계산합니다. 이 매크로는 SQLDA 구조를 보유하기 위한 메모리 스페이스 할당

에 유용합니다. 

SQLDA 디스크립터는 그림 8-3과 같이 고정 크기의 헤더 뒤에 sqlvars 갯수가 가변적인 

항목이 따라 오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항목 내용은 명령문(FETCH, DESCRIBE 등)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지만, 각 항목은 하나의 호스트 변수 또는 하나의 테이블 컬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각 디스크립터는 각각 다른 수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응용프로그램에 

필요한 각 디스크립터 스페이스를 할당하기 위해 EXEC SQL INCLUDE SQLDA로부터 확보

된 일반 유형 정의를 사용해야 합니다.
디스크립터의 헤더에는 “SQLDA” 문자와 sqldabc, sqln 및 sqld라는 세 개의 정수를 

포함하고 있는 “아이 캐처”(eye-catcher) 필드가 있습니다. Sqldabc 및 sqln 필드는 디스크

립터를 할당할 때 디스크립터의 크기(바이트 단위) 및 총 항목 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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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SQLDA 디스크립터의 전체 구조 

이들 숫자는 디스크립터가 실행 중인 동안 고정됩니다. 반면 sqld 필드는 특정 SQL문의 컬

럼 또는 호스트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는 항목 수를 표시합니다. sqld의 값은 

명령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항상 sqln 이하여야 합니다. 
sqlvar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디스크립터의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디스크립터를 PREPARE 또는 DESCRIBE문에서 사용할 경우, 각 sqlvar 항목은 쿼리 결과

의 한 컬럼을 설명합니다. sqlvar는 컬럼의 데이터 유형과 최대 길이, 컬럼 이름(있을 경

우)을 표시합니다. 

2. 디스크립터를 OPEN, FETCH, EXECUTE 또는 CALL문에서 사용할 경우, 각 sqlvar 항목은 

데이터베이스와 하나의 데이터 값을 교환하는 데 사용됩니다(OPEN과 EXECUTE의 경우 

입력 값, FETCH의 경우 출력 값, CALL의 경우 양방향 값). sqlvar은 값의 데이터 유형과, 
호스트 프로그램이 이 값을 포함하기 위해 할당한 버퍼의 주소와 길이를 표시합니다. 또 널

(NULL) 값 표시에 사용하는 표시기 변수의 주소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sqlvar 항목의 sqltype 필드는 항목의 데이터 유형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필

드에서 사용되는 유형 코드는 부록 C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SQLDA와 sqlvar의 기본 구조는 DB2 제품군 전체에 걸쳐 동일합

니다. 단, UDB의 새 기능은 디스크립터 사용 방식에 약간의 확장을 요구합니다. 다음 이유

로 이러한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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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2배 크기 SQLDA 디스크립터

1. sqlvar 항목의 길이 필드는 단지 두 바이트만 차지하는데, 이 정도로는 LOB 유형 값의 길

이를 설명하는 데 충분치 않습니다. 

2. 데이터 유형이 사용자 정의 유형일 때 컬럼의 데이터 유형을 설명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
전 정의된 유형 코드로 내장 데이터 유형을 표시할 수 있지만 사용자 정의(구별) 유형의 경

우, 데이터 유형의 실제 이름을 리턴해야 합니다. 이는 sqlvar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보다 더 많은 스페이스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UDB는 “2배 크기” SQLDA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LOB 유형 또는 구별 유

형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설명하거나 교환할 때마다 이를 사용합니다. 2배 크기 SQLDA는 

각 데이터 값에 대해 sqlvar과 sqlvar2 등 두 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배 크기 

SQLDA는 그림 8-4와 같이 ‘아이 캐처’ 필드의 7바이트에 문자 “2”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

본 크기 SQLDA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sqlvar 항목 전체가 맨 앞에 오고 그 뒤에 sqlvar2 

항목 전체가 이어집니다. sqlvar2 항목은 sqlvar 항목에 들어 맞지 않는 (구별 유형 데이

터의 데이터 유형 이름과 LOB 유형 데이터의 길이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데 사용됩니

다. sqln 및 sqld 필드는 디스크립터 내의 총 항목 수와 설명 중인 컬럼 수를 계속 표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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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두 숫자 간의 관계는 서로 다릅니다. 2배 크기 SQLDA에서 sqld는 sqln의 절반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배 크기 디스크립터의 n번째 컬럼(또는 n번째 데이터 값)에 대한 정보는 항목 번호 n(유

형 sqlvar)과 항목 번호 sqld + n(유형 sqlvar2) 등 두 가지 항목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서 두 번째 항목은 컬럼(또는 값)의 데이터 유형이 LOB 데이터 유형 또는 구별 유형인 경우

에만 의미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sqlvar2 항목의 실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디스크립터

의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디스크립터를 PREPARE 또는 DESCRIBE문에서 사용할 경우, 각 sqlvar2 항목은 해당 컬

럼의 최대 길이(LOB 데이터 유형인 경우) 및/또는 컬럼의 데이터 유형(구별 유형인 경우)을 

설명합니다. 데이터 유형은 geometry.triangle과 같이 완전한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2. 디스크립터를 OPEN, FETCH, EXECUTE 또는 CALL문에서 사용할 경우, 교환되는 각 LOB 
유형 데이터 값은 값을 보유하는 버퍼의 길이와, 값 자체의 실제 길이를 포함하는 버퍼 포

인터 등 두 개의 길이 정보가 들어 있는 sqlvar2 항목을 가집니다. 

SQLDA, sqlvar 및 sqlvar2 구조에 대한 C 선언은 sqllib/include/sqlda.h에 있

으며 다음과 같습니다(일부 단순화된 부분이 있음).

struct sqlda

{

char       sqldaid[8]     /* Eye-catcher = 'SQLDA  '             */

/********************************************************************/

/* The 7th byte has special meaning. If it is '2', this means there */

/* are twice as many sqlvars as there are host variables or columns.*/

/********************************************************************/

long      sqldabc;     /* SQLDA size in bytes=16+44*SQLN      */

short     sqln;        /* Number of SQLVAR elements           */

short     sqld;        /* # of columns or host vars.              */

struct sqlvar    sqlvar[1];    /* First SQLVAR element           */

};

·

struct sqlvar                   /* Variable Description */

{

short      sqltype;           /* Typecode          */

short      sqllen;            /* Length of data value */

char      *sqldata;           /* Pointer to data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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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sqlind;            /* Pointer to Null indicator */

struct sqlname  sqlname;      /* Variable name  */

};

struct sqlvar2                  /* Variable Description     */

{

union sql8bytelen   len;     /* 8-byte length, 4 bytes used now */

char               *sqldatalen;  /* Pointer to 4-byte length buffer */

struct sqldistinct_type  sqldatatype_name;   /* Distinct type name   */

};

union sql8bytelen

{

long     reserve1[2];    /* Reserved for future 8-byte lengths. */

long     sqllonglen;      /* This is what is currently used */

};

struct sqldistinct_type /* Name of distinct type  */

{

short    length;         /* Name length [1..27]   */

char     data[27];      /* Name of distinct type   */

char     reserved1[3];  /* Reserved   */

};

8.3.4 PREPARE 또는 DESCRIBE문에서 SQLDA 사용
SQLDA 디스크립터는 쿼리 결과의 “모양”, 즉 결과 세트의 컬럼 수, 컬럼의 데이터 유형 및 

이름(있을 경우)을 조사하기 위해 PREPARE문과 DESCRIBE문에서 사용합니다. 이를 수행

하려면 먼저 적절한 크기의 디스크립터를 할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n개의 항목을 포함

하는 SQLDA 구조의 크기(바이트 단위)를 계산하는 매크로 SQLDASIZE(n)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표 8-2: PREPARE 및 DESCRIBE문의 리턴 코드

SQLCODE SQLSTATE 의미 

+236 01005 디스크립터가 너무 작으며 결과 세트가 LOB 또는 구별 유형을 포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결과 세트의 컬럼 수는 sqld에 리턴됩니

다. 최소한 이 정도의 항목 수를 포함하는 새 디스크립터를 할당한 

후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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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PREPARE 및 DESCRIBE문의 리턴 코드 (계속)

SQLCODE SQLSTATE 의미 

+237
+238
+239

01594
01005
01005

디스크립터가 너무 작으며, 결과 세트가 일부 LOB 및/또는 구별 유

형을 포함합니다. 결과 세트의 컬럼 수는 sqld에 리턴됩니다. 최소

한 이 항목 수의 두 배를 포함하는 새 디스크립터를 할당한 후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최소한 2n 항목 수를 포함하는 디스크립터를 할당해야 하는데, 여기서 n은 DESCRIBE에 

대해 예상하는 결과 세트의 최대 컬럼 수입니다. (결과 세트에 LOB 데이터 유형 또는 구별 

유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경우, 2n 대신 n개의 항목만 필요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50개의 항목을 포함하는 디스크립터에 대해 메모리를 할당하고 필드 

sqln(총 항목 수)과 sqldabc(총 크기(바이트 단위))의 값을 설정합니다. 

short numEntries = 50;

short bytesNeeded = SQLDASIZE(numEntreis);

struct sqlda *daptr;

daptr = (struct sqlda *)malloc(bytesNeeded);

daptr->sqln = numEntries;

daptr->sqldabc = bytesNeeded;

PREPARE 또는 DESCRIBE문을 실행한 후에는 결과 SQLCODE(또는 SQLSTATE)를 검사하

여 디스크립터가 결과를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스크립터가 너무 작

은 경우, 표 8-2에 나열된 리턴 코드 중 하나가 리턴됩니다. 
다음 코드 조각은 DESCRIBE문을 실행한 후 디스크립터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더 큰 

디스크립터를 재할당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냅니다.

short entriesNeeded, bytesNeeded;

entriesNeeded = 0;

/* assume daptr points at an SQLDA structure */

EXEC SQL DESCRIBE s1 INTO :*daptr;

if (SQLCODE == 236)

   entriesNeeded = daptr->sqld;

if (SQLCODE == 237 || SQLCODE == 238 || SQLCODE == 239)

   entriesNeeded = 2 * daptr->sqld;

if (entriesNeeded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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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ld SQLDA was too small */

   free(daptr);

   bytesNeeded = SQLDASIZE(entriesNeeded);

   daptr = (struct sqlda *)malloc(bytesNeeded);

   daptr->sqln = entriesNeeded;

   daptr->sqldabc = bytesNeeded;

   EXEC SQL DESCRIBE s1 INTO :*daptr;

   }

PREPARE 또는 DESCRIBE문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후, 디스크립터가 2배 크기인 경우에

는 sqldaid 필드의 일곱 번째 바이트는 문자 “2”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 매크로는 2배 크

기를 표시하는 문자를 쉽게 조사(및 설정)할 수 있도록 (sqlda.h 내에) 정의된 것입니다. 

GETSQLDOUBLED(daptr): daptr이 2배 크기 디스크립터를 가리키는 경우 1로 평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2로 평가합니다.

SETSQLDOUBLED(daptr, newvalue): 지정된 디스크립터의 2배 크기 표시기 문자를 새 

값으로 설정합니다. 2배 크기 디스크립터를 표시하려면 SETSQLDOUBLED(daptr, SQL

DOUBLED)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일 크기 디스크립터를 표시하려면 SETSQLDOUBLED

(daptr, SQLSINGLED)를 사용해야 합니다. 

PREPARE 및 DESCRIBE문이 리턴하는 디스크립터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림 8-5
에 나와 있습니다. sqlvar 항목은 부록 C에 나열된 유형 코드를 사용하여 결과 세트에 있

는 모든 컬럼의 이름과 데이터 유형을 표시합니다. 구별 유형인 모든 컬럼에 대해 sqlvar2 
항목은 구별 유형의 전체 이름을 포함하고, sqlvar 항목은 해당 기본 데이터 유형의 유형 

코드를 포함합니다. 구별 유형은 해당 기본 데이터 유형과 같은 표현을 가지므로 구별 유형 

컬럼과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올바른 변수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sqlvar 항목의 sqlty

p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qlvar 항목의 sqllen 필드는 Decimal 및 LOB 데이터 유형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 유형

에 대해 이 항목에 의해 설명되는 데이터 값의 최대 길이를 바이트 단위로 표시합니다. Deci
mal 데이터 유형의 경우, sqllen 필드는 데이터 값의 정 도(첫 번째 바이트)와 스케일(두 

번째 바이트)을 포함합니다. 정 도와 스케일은 다음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적으로 검

색할 수 있습니다. (daptr이 n번째 항목이 Decimal 값을 설명하는 SQLDA를 가리킨다고 가

정합니다.)

precision = ((char *)&(daptr->sqlvar[n].sqllen))[0];

scale     = ((char *)&(daptr->sqlvar[n].sqlle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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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 데이터 유형의 경우, sqlvar의 sqllen 필드는 0으로 설정되고 데이터 값의 최대 길

이는 sqlvar2의 len.sqllonglen 필드에 표시됩니다. sqlvar2 항목의 “긴 길이”(long-le
ngth) 정보를 조사(및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두 개의 매크로가 (sqlda.h 내에) 제
공됩니다. 긴 길이 데이터의 정렬 문제 때문에 긴 길이 필드에 직접 액세스하지 않고 이들 

매크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매크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GETSQLDALONGLEN(daptr, n): 지정된 디스크립터의 n번째 컬럼에 해당하는 sqlvar2 
항목의 4바이트의 긴 길이 필드로 평가합니다. 

SETSQLDALONGLEN(daptr, n. length): 지정된 디스크립터의 n번째 컬럼에 해당하는 

sqlvar2 항목의 긴 길이 필드를 설정합니다. LOB 유형 값의 입력 또는 출력에 할당한 

데이터 버퍼의 길이를 표시할 때 이 매크로를 사용합니다. 

추가 정보: 테이블 T에서 행 갱신이나 삽입에 사용할 수 있는 SQLDA 디스크립터를 확보하

는 쉬운 방법은 명령문 SELECT * FROM t를 PREEPARE 및 DESCRIBE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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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PREPARE 및 DESCRIBE문이 리턴한 SQLDA 구조

8.3.5 OPEN, FETCH, EXECUTE 또는 CALL문에서 SQLDA 사용
SQLDA 디스크립터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간에 데이터

를 실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OPEN 또는 EXECUTE문에서 교환되는 값은 이전에 준비한 

명령문의 매개변수 표시문자를 대체하는 입력 값입니다. FETCH문에서 교환되는 값은 응

용프로그램의 변수 또는 버퍼로 전달되는 출력 값입니다. 이들 버퍼는 이전의 PREPARE 또
는 DESCRIBE문이 리턴한 정보에 기초하여 할당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CALL문에서 교환

되는 데이터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간에 양방향 교환됩니다.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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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장을 참조하십시오.) 
OPEN, FETCH, EXECUTE 및 CALL문에 사용되는 SQLDA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림 8-6에 나와 있습니다.
sqlvar 구조의 sqlname 필드는 CALL문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2진 0의 4바이트

로 이루어진 이름은 데이터 값이 2진 문자열이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스토어드 프로시

저 사이에서 교환되는 값에 대해 코드 페이지 변환이 수행되지 않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CALL문에서 SQLDA를 사용하여 2진 문자열(예: Varchar FOR BIT DATA)을 교환하는 경우, 
해당 sqldaid 필드의 6번째 바이트는 “+”문자로 설정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과 스토어드 프로시저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CALL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2.1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디스크립터의 sqlvar2 항목은 LOB 유형 데이터 값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OPEN, FETCH, EXECUTE 및 CALL문에서 사용할 때 sqlvar2 항목은 두 개

의 길이 정보를 포함합니다. 

1. LOB 유형 값의 입력 또는 출력에 할당된 버퍼의 길이는 sqlvar2.len으로 전달됩니다. 이 

길이 정보는 앞에서 설명한 GETSQLDALONGLEN 및 SETSQLDALONGLEN 매크로를 사용하여 

조사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2. 각 LOB 유형 값의 실제 길이는 sqlvar2.sqldatalen이 가리키는 4바이트 버퍼로 전달됩

니다. 이 포인터를 사용하면 LOB 유형 데이터의 실제 길이 정보를 값 자체와는 별도로 관

리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가 NULL로 설정된 경우, 실제 길이 정보는 LOB 유형 데이터 값 

자체의 처음 4바이트로 전달됩니다. 실제 길이 포인터를 얻고 설정하기 위해 다음 매크로

가 (sqlda.h 내에) 제공됩니다. 
GETSQLDALENPTR(daptr, n): 지정된 디스크립터의 n번째 컬럼에 해당하는 sqlvar2 

항목의 실제 길이 포인터를 리턴합니다. 
SETSQLDALENPTR(daptr, n, lenptr): 지정된 디스크립터의 n번째 컬럼에 해당하는 

sqlvar2 항목의 실제 길이 포인터를 설정합니다. 

DESCRIBE문이 리턴한 디스크립터를 FETCH문에 사용하려면 먼저 각 값을 페치할 디스

크립터에 다음 정보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 데이터를 페치할 주소 

• 데이터를 받기 위해  주소에 할당하는 버퍼 길이 

• 널(NULL) 표시기 변수 주소(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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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OPEN, FETCH, EXECUTE 및 CALL문에서 SQLDA 디스크립터 사용

FETCH문에 사용할 디스크립터를 준비하는 태스크는 적절한 크기의 버퍼를 할당하고 버

퍼의 주소와 길이를 디스크립터의 적절한 필드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널(NULL) 
값을 허용하는 컬럼(홀수의 유형 코드로 표시됨)의 경우, 컬럼 값을 받을 버퍼와 함께 2바이

트 널 표시기 변수가 할당되어야 합니다. 각 컬럼에 필요한 버퍼의 크기는 컬럼의 데이터 

유형이 Decimal 또는 LOB 데이터 유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컬럼의 sqlvar.sqllen 

필드에 표시됩니다. 따라서 다음 코드는 Decimal 또는 LOB 유형 데이터를 포함하는 컬럼을 

제외한 모든 컬럼에 대해 적절한 크기의 버퍼를 할당합니다. (daptr은 DESCRIBE문이 리

턴하는 디스크립터를 가리킨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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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 = 0; i < daptr->sqld; i++)

   {

   daptr->sqlvar[i].sqldata = 

           (char *)malloc(daptr->sqlvar[i].sqllen);

   if (daptr->sqlvar[i].sqltype % 2 == 1)

      daptr->sqlvar[i].sqlind = (short *)malloc(2);

   }

추가 정보: 모든 널(NULL) 입력 가능 컬럼에 대해 sqlind 포인터를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

십시오. 이 포인터를 초기화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은 이를 통해 저장하려 할 것이며 프로

그램은 장애를 일으킬 것입니다. 

일부 데이터 유형의 경우, 데이터 교환에 사용하는 버퍼 유형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DESCRIBE가 지정된 컬럼에 대해 (Varchar를 의미하는) 유형 코드 448을 리

턴하는 경우, 유형 코드를 448로 남겨두고 데이터를 길이 접두부(length-prefix) 형식으로 교

환하거나, 유형 코드 460으로 변경하고 데이터를 널(NULL) 종료 형식으로 교환할 수 있습

니다. (널(NULL) 종료자를 위해 추가 바이트를 할당해야 합니다.) 
LOB 유형 컬럼은 데이터 교환 방식에 상당한 융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DESCRIBE

문 실행 후 daptr이 5번째 항목이 널(NULL) 입력 불가능한 Clob 유형 컬럼을 나타내는 sql

type 코드 408을 갖는 디스크립터를 가리킨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컬럼의 값을 페치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1. GETSQLDALONGLEN 매크로로 컬럼의 최대 길이를 찾고, 최소한 이 크기의 메모리 버퍼를 

할당한 후, 버퍼 주소를 해당 sqlvar.sqldata 필드에 배치합니다. SETSQLDALENPTR 매크로

를 사용하여 실제 길이 정보를 전달하려는 위치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코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int n = 5;                  /* (use the actual column number) */

long maxLen;              /* max. length of Clob column */

long actLen;               /* actual length of Clob data */

char *buffPtr;              /* points at buffer for data */

sqlvar *var1Ptr;            /* sqlvar entry for this column  */

var1Ptr = (struct sqlvar *) &(daptr->sqlvar[n];

maxLen = GETSQLDALONGLEN(daptr, n); /* get max. length of column */

buffPtr = (char *)malloc(maxLen);    /* allocate data buffer */

var1Ptr->sqldata = buffPtr;  /* set addr. of data buffer */

SETSQLDALENPTR(daptr, n, &actlen);  /* set addr. of length buffer */



540 8.  동적 SQL

이제 이 컬럼은 FETCH 준비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FETCH 후 데이터는 *buffPtr에 들

어가고 실제 길이는 actLen에 들어갑니다. 

2. Clob 파일 참조 구조를 선언하거나 동적으로 할당한 후(sql.h에서 struct sqlfile) 지
정된 컬럼의 sqlvar.sqldata 포인터에 그 주소를 넣습니다. sqlvar.sqltype을 SQL_

TYP_CLOB(408)에서 SQL_TYP_CLOB_FILE(808)로 변경하여 데이터가 파일로 전달되어

야 한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파일 참조 구조에 Clob 출력을 전달할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각 FETCH문은 새 Clob 값으로 파일을 대체(또는 추가)하게 됩니다. 사용자 코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int n = 5;            /* (use the actual column number) */

struct sqlfile fileRef;    /* a file-reference structure */

sqlvar *var1Ptr;    /* sqlvar entry for this column */

var1Ptr = (struct sqlvar *) &(daptr->sqlvar[n]);

strcpy(fileRef.name, "clobfile.txt");   /* initialize file ref  */

fileRef.name_length = strlen(fileRef.name);

fileRef.file_options = SQL_FILE_APPEND;  /* append data to file */

var1Ptr->sqltype = SQL_TYP_CLOB_FILE;  /* requested output type */

var1Ptr->sqldata = (char *)&fileRef;   /* addr. of file ref  */

var1Ptr->sqllen = SQL_LOBFILE_LEN;  /* size of file ref  */

이제 이 컬럼은 FETCH 준비가 되었습니다. 각 FETCH는 clobfile.txt라는 출력 파일

에 새 Clob를 추가하고 새 파일 길이를 fileRef.data_length에 리턴합니다. 

3. 지정된 컬럼의 sqlvar.sqldata 포인터에 Clob 로케이터의 주소를 넣습니다. sqlvar.sql
type을 SQL_TYP_CLOB(408)에서 SQL_TYP_CLOB_LOCATOR(964)로 변경하여 실제 데

이터 대신 로케이터를 받으려 한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각각의 FETCH 후에는 실제로 비트

를 검색하지 않고 Clob 유형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로케이터를 갖게 됩니다. 
사용자 코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SQL TYPE IS CLOB_LOCATOR locator1;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int n = 5;               /* (use the actual column number) */

sqlvar *var1Ptr;        /* sqlvar entry for this column */

var1Ptr = (struct sqlvar *) &(daptr->sqlvar[n]);

var1Ptr->sqltype = SQL_TYP_CLOB_LOCATOR;  /* requested output type  */

var1Ptr->sqldata = (char *)&locator1;      /* addr. of locator buffer */

var1Ptr->sqllen = sizeof(long);        /* length of locator buffer */



5418.3  Embedded 동적 SQL

이제 이 컬럼은 FETCH 준비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FETCH 후 새 로케이터는 locator1

에 들어갑니다. 로케이터를 페치한 후 이를 사용하여 실제 Clob 값의 일부 또는 전부를 페치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아래와 같이 VALUES문을 사용하는 것

입니다. 로케이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FREE LOCATOR문을 사용하여 로케이터를 

해제합니다.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char clobValue[101];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 Fetch first 100 bytes of Clob */

EXEC SQL VALUES(substr(:locator1, 1, 100)) INTO :clobValue;

/* Free locator when no longer needed */

EXEC SQL FREE LOCATOR :locator1;

8.3.6 예제 프로그램 QUERY3
SQLDA 디스크립터 사용법을 살펴보는 예로, Embedded 동적 SQL을 사용하여 대화식 쿼리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QUERY3은 8.1절에 소개한 CLI 
예제 프로그램 QUERY1과 기능이 동일합니다. 이 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순 쿼리 인터페이스 예제의 목적은 사용자에게 대화식으로 SQL문을 입력 받아 실

행하고 그 결과를 표시하는 데 있습니다. 앞과 같이 쿼리만을 처리하고, 결과를 단일 컬럼

의 Double 또는 Clob 데이터 유형으로 한정하여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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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프로그램 QUERY3 단계: Em bedded 동적 SQL을 사용하는 쿼리 인터페이스

단계 1: 변수를 선언합니다. Embedded 동적 SQL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상호 작용에 사용할 모든 변

수를 SQL 선언 섹션에서 선언해야 합니다. 

단계 2: 쿼리에 대한 SQLDA 디스크립터를 할당합니다. 이 예에서는 모든 결과 세트가 단일 컬럼을 

갖도록 한정하므로 필요한 SQLDA 크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Clob 유형의 단일 컬럼

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개의 항목이 필요하므로 SQLDA는 두 개의 sqlvar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결과 세트의 컬럼 수를 알 수 없는 경우 8.3.4절에서 설명한 기법으로 디스크립터를 

할당해야 합니다. SQLDA를 할당한 후에는 “2배 크기” 플래그를 설정하고,  sqln 필드를 2
로 설정하여 자체 길이를 설명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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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프로그램 QUERY3 코드 : Em bedded 동적 SQL을 사용하는 쿼리 인터페이스

#include <stdlib.h>

#include <string.h>

#include <studio.h>

#include <sqlenv.h>

EXEC SQL INCLUDE SQLCA;

int main()

{

/*

** STEP 1: Declare variables

*/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char dbname[9] = "testdb";  /* name of database  */

char qstring[100];          /* buffer for SQL query  */ 

double answerDouble;       /* answer data (if type is DOUBLE)  */

SQL TYPE IS CLOB_LOCATOR

answerLocator;   /* answer locator (if type is CLOB)  */

char answerString[11]       /* answer buffer (if type is CLOB)   */

short nullindicator;       /* set to -1 if answer is null  */

char msgbuffer[500];     /* buffer for DB2 error message */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char *colnameptr;      /* name of result column  */

short colnamelen;       /* actual length of column name  */

short coltype;     /* type of result column */

struct sqlda *sqldaptr;      /* points to allocated sqlda  */

/*

** STEP 2: Allocate an SQLDA containing two SQLVARs.

** (Remember, we need two SQLVARs to describe a single CLOB column.)

*/

sqldaptr = (struct sqlda*) malloc( SQLDASIZE(2) );

sqldaptr->sqln = 2;

SETSQLDOUBLED(sqldaptr, SQLDOU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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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단계 4: 오류 처리 방법을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SQL문을 처리하는 동안 오류가 발견

된 경우, 오류 코드를 표시한 후 다른 쿼리를 입력하도록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표시합니

다. WHENEVER문은 오류를 발견할 때마다 시스템이 쿼리 루프의 하단으로 이동하도록 지

시함으로써 이를 구현합니다. 프로그램에 빌드된 SQL문의 예기치 않은 오류는 사용자 오

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단계 5: SQL문을 입력하도록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표시하고 이를 읽어 qstring 버퍼에 넣습니다. 

단계 6  쿼리를 준비하고 결과 세트에 대한 설명을 가져옵니다. PREPARE 및 DESCRIBE 및 하나의 

PREPARE INTO문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력이 유효한 SQL문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nextquery 레이블로 분기합니다. 반면 유효한 SQL문인 경우, 디스

크립터의 sqld 필드를 조사하여 명령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sqld가 0인 경우, 
유효한 명령문이기는 하지만 쿼리가 아니므로 데이터베이스에 수행된 갱신사항을 롤백해

야 합니다. sqld가 0보다 큰 경우, 이는 결과 세트의 컬럼 수를 표시합니다. 이 숫자가 1보

다 큰 경우,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다음 쿼리를 입력하도록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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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3: Connect to database and check return code

** (provide userid and password, if needed)

*/

EXEC SQL CONNECT TO :dbname;

if (SQLCODE < 0)

{

printf("Error in connecting to database\n);

exit(1);

}

/*

** STEP 4: Establish a way for handling errors

*/

EXEC SQL WHENEVER SQLERROR GO TO nextquery;

/*

** STEP 5: Get an SQL statement from the user

*/

printf("\nEnter a query, or empty string to quit:\n");

gets(qstring);

while (strlen(qstring)>0)

{

/*

** STEP 6: Prepare the query and get a description

** of the result set

*/

EXEC SQL PREPARE Q1 FROM :qstring;

EXEC SQL DESCRIBE Q1 into :*sqldaptr;

if (sqldaptr->sqld == 0) 

{

printf("Your statement was not a valid query.\n");

printf("Any updates have been rolled back.\n");

EXEC SQL ROLLBACK;

}

else if (sqldaptr->sqld > 1)

printf("The result set has more than one colum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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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7: 사용자 입력이 유효한 단일 컬럼 쿼리임을 확인하면 컬럼 이름을 출력할 수 있으며, 이 컬

럼 이름은 디스크립터의 첫 번째 sqlvar 항목의 sqlname 필드에 있습니다. 

단계 8: 결과 세트를 페치하려면 커서를 열어야 합니다. 행별로 결과를 페치하는 동안 커서는 결과 

세트의 한 곳에 위치를 유지합니다. Embedded 동적 SQL에서는 커서를 명시적으로 열 필요

가 있지만, CLI에서는 CLI 명령문 핸들이 내재적 커서 역할을 하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커서를 연 후 결과 컬럼의 데이터 유형에 따라 분기하는데, 이 데이터 유형은 디스크립터

의 첫 번째 sqlvar 항목의 sqltype 필드에 있습니다. 

단계 9: 결과 컬럼의 데이터 유형이 SQL_TYP_NFLOAT(널(NULL) 입력 가능 배정 도 부동 소수점)
인 경우, 부동 소수점 숫자의 컬럼을 페치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Double 유
형 응답 버퍼와 표시기 변수의 주소를 SQLDA 디스크립터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FETCH
문을 실행할 때마다 하나의 응답 값이 버퍼에 페치됩니다. 결과 세트의 끝에 도달했음을 표

시하는 SQLCODE 100을 받을 때까지 값(표시기 변수가 널(NULL)인지 점검)을 계속 페치하

여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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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 sqld is exactly 1 */

{

/*

** STEP 7: Print the column name

*/

colnamelen = sqldaptr->sqlvar[0].sqlname.length;

colnameptr = sqldaptr->sqlvar[0].sqlname.data;

printf("%*.*s\n", colnamelen, colnamelen, colnameptr);

printf("-------------------------\n")

/*

** STEP 8: Open a cursor on the result set

*/ 

EXEC SQL DECLARE C1 CURSOR FOR Q1;

EXEC SQL OPEN C1;

coltype = sqldaptr->sqlvar[0].sqltype;

switch(coltype)

{

case SQL_TYP_NFLOAT:

/*

** STEP 9: Fetch a column of Double-type answers

** and display them

*/

sqldaptr->sqlvar[0].sqldata = (char *) &answerDouble;

sqldaptr->sqlvar[0].sqllen = 8;

sqldaptr->sqlvar[0].sqlind = &nullindicator;

EXEC SQL FETCH C1 USING DESCRIPTOR :*sqldaptr;

if (SQLCODE == 100)

printf("Result set is empty.\n");

else while (SQLCODE >= 0 && SQLCODE != 100)

{

if (nullindicator < 0) printf("(Null)\n"); 

else printf("%f\n", answerDouble);

EXEC SQL FETCH C1 USING DESCRIPTOR :*sqldaptr;

}

break;  /* end of DOUBLE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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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0: 결과 컬럼의 데이터 유형이 SQL_TYP_NCLOB(널(NULL) 입력 가능 Clob)인 경우, Clob 유형 

데이터의 컬럼을 페치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제 프로그램의 CLI 버전에서처럼 각 Clob를 

로케이터 형식으로 페치한 후 이 로케이터를 사용하여 실제 Clob 값의 처음 10바이트를 페

치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로케이터 형식으로 값을 검색하려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코드와 

함께 answerLocator 변수의 주소를 디스크립터에 넣는 것입니다. 각 FETCH 실행마다 다

른 로케이터가 프로그램 변수에 전달됩니다. 

단계 11: 로케이터를 페치하면 이를 사용하여 VALUES문으로 Clob 값의 처음 10자(또는 원하는 부속

문자열)를 페치할 수 있습니다. 각 로케이터에 대해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이를 해제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트랜잭션을 종료할 때까지 이를 관리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VALUES 및 FREE LOCATOR문은 컴파일할 때 명령문이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 실제로 

알고 있으므로 동적 SQL이 아닌 정적 SQL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단계 12: 이 단순 예제는 두 가지 데이터 유형의 처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switch문에 경우를 추

가하여 다른 데이터 유형도 처리하도록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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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QL_TYP_NCLOB:    /* nullable CLOB */

/*

** STEP 10: Fetch a column of Clob_type answers

** in Locator form

*/

sqldaptr->sqlvar[0].sqltype = SQL_TYP_NCLOB_LOCATOR;

sqldaptr->sqlvar[0].sqldata = (char *) &answerLocator;

sqldaptr->sqlvar[0].sqllen = 4;

sqldaptr->sqlvar[0].sqlind = &nullindicator;

EXEC SQL FETCH C1 USING DESCRIPTOR :*sqldaptr;

if (SQLCODE == 100)

printf("Result set is empty.\n");

else while (SQLCODE >= 0 && SQLCODE != 100)

{

if (nullindicator < 0) printf("(Null)\n");

else 

{

/*

** STEP 11: For each Clob, use its locator to fetch

** and display the first 10 characters of the answer.

** Don't forget to free each locator before fetching

** the next one.

*/

EXEC SQL VALUES(substr(:answerLocator, 1, 10))

    INTO :answerString;

printf("%s ...\n", answerString);

EXEC SQL FREE LOCATOR :answerLocator;

}

EXEC SQL FETCH C1 USING DESCRIPTOR :*sqldaptr;

}

break;    /* end of CLOB case */

default:

/*

** STEP 12: Other datatypes could be added here

*/

printf("Answer datatype %d is not DOUBLE or CLOB\n",

           coltype);

}    /* end of switch on col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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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3: 결과 세트를 페치하여 표시한 후에는 커서를 닫습니다. 다음 쿼리의 결과를 페치하려면 같

은 커서가 다시 열립니다. 

단계 14: 결과 세트가 표시된 후 또는 SQL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제어권이 전달되는 곳입니다. 이때 

프로그램에서는 보류 중인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고, 트랜잭션을 커미트하여 보유 중인 모

든 잠금을 해제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에게 다른 SQL문을 입력하도록 프롬프트를 표시

하고, 쿼리 루프의 상단으로 리턴합니다.

단계 15: 널(NULL) 행을 입력하여 더 이상 처리할 쿼리가 없다는 것을 표시하면 데이터베이스 연결

을 끊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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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13: Close the cursor

*/

EXEC SQL CLOSE C1;

}    /* end of processing a successful query */

nextquery:

/*

** STEP 14: Print error codes, if any

*/

if (SQLCODE < 0)

{

printf("Result of processing your SQL statement:\n");

sqlaintp(msgbuffer, 500, 70, &sqlca);

printf("Message: %s\n", msgbuffer);

}

/*

** Commit a transaction to release locks, and get the next query

*/

EXEC SQL COMMIT;

printf("\nEnter a query, or empty string to quit:\n");

gets(qstring);

}    /* end of while-loop that processes queries */

/*

** STEP 15: Disconnect from database and exit

*/

printf("\nGoodbye, have a nice day.\n");

EXEC SQL CONNECT RESET;

return (0);

}   /* end of main */





반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실행 중일 때, 각 SQL문은 개별적으

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머신으로 송신되며, 각 결과는 개별적으로 리턴됩니다. 그러

나 때때로 데이터베이스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은 거의 없는 작

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작업을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형태로 서버 머신에 설치

하여 클라이언트 머신의 단일 메시지로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를 통

해 메시지 트래픽을 줄이고 응용프로그램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한 스토어드 프로시저 응용프로그램은 서버 머신에서 실행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 

자체와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등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
러나 스토어드 프로시저 응용프로그램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호출 시 모든 입력 데

이터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전달되어야 하며 스토어드 프로시

저가 완료되어야만 결과 데이터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리턴됩니다. 또한 스토어드 

프로시저 실행 중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스토어드 프로시저 간의 상호 작용이 허용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갱신사항의 콜렉션을 축

적하고 일괄처리로 적용될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전

체 일괄처리가 적용되었는지 아니면 오류로 인해 롤백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리턴 코드가 

동반됩니다. 
UDB가 지원하는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C, C++, COBOL, FORTRAN, REXX 또는 Java)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사용자 정의 함수와 같이 

서버 머신에서 컴파일되어 설치되어야 하지만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SQL문을 포함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와는 다릅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CALL문을 사용하여 클

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에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CALL은 정적 SQL문으로 사용될 수도 있

고 SQLPrepare()와 SQLExecute()와 같은 함수를 사용하여 CLI 프로그램에서 호출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C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 스토어드 프로시저 응용프로그램 구현 방법과 

정적 SQL 또는 CLI를 통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부터 스토어드 프로시저 호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호스트 언어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방법은 Embedded SQL 
Programming Guide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C로 작성된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예는 sqllib/

samples/c 디렉토리의 UDB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

스토어드 프로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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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서버측

간단히 말해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서버 머신에 설치된 응용프로그램으로 클라이언트 프

로그램과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SQLDA 데이터 구조(8.3.3절 참조)
를 통해 입력 데이터를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전달하고 결과를 리턴합니다. SQLCA 구조

(4.1.4절 참조)를 통해 코드와 메시지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리턴하여 스토어드 프로시

저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절에서는 C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UDB 규칙에 따라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작성할 때,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네 개의 매개변

수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SQLDA 및 SQLCA 구조에 대한 포인터인 두 개의 매개변수만1)사

용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선언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SQL_API_RC SQL_API_FN procname(

void *dummy1, /* not used  */

void *dummy2, /* not used */

struct sqlda *exchange_da, /* input and output */

struct sqlca *out_sqlca /* output only */

);

위의 예에서 SQL_API_RC 및 SQL_API_FN은 플랫폼 의존 방식으로 확장되는 매크로(sql
systm.h에 정의됨)로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결과 유형이 정수임을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 
AIX에서 SQL_API_RC는 “int”라는 단어로 확장되며 SQL_API_FN은 빈 문자열로 확장됩니다.

위의 예에서 exchange_da 매개변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스토어드 프로시저 간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SQLDA 구조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호출되면 SQLDA는 양방향으로 교환될 모든 데이터 값에 대한 설명(데이터 유

형, 길이 및 버퍼 주소 포함)을 포함합니다. 입력 값은 SQLDA가 가리키는 버퍼의 스토어드 

프로시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SQLDA가 가리키는 버퍼에 값을 

복사하고(물론 이러한 값은 SQLDA가 표시하는 데이터 유형 및 길이를 준수해야 함) out_
sqlca 매개변수가 제공하는 SQLCA 구조에 리턴 코드 세트를 복사하여 클라이언트 프로

그램으로 값을 리턴합니다. SQLCA 및 SQLDA 구조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할당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데이터베이스 자체에는 연결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가 이미 설정

한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의존합니다. 

1) 사용되지 않는 두 개의 매개변수는 DARI라는 이전의 스토어드 프로시저 호출 규칙에 남겨져 있으며, 이 규칙은 

이전 릴리스와의 호환성을 위해 계속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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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드 프로시저는 SQL문을 실행할 수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영향을 주는 CON
NECT와 같은 명령문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클라이

언트 프로그램으로 리턴될 모든 정보를 매개변수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전달될 SQLDA
와 SQLCA 구조에 복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SQLZ_HOLD_PROC와 

SQLZ_DISCONNECT_PROC라는 두 개의 정수 코드 중에 하나를 리턴합니다. SQLZ_HOLD_PR
OC는 후속 호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시저를 메모리에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나

타내며, SQLZ_DISCONNECT_PROC는 더 이상 호출이 예상되지 않으며 프로시저를 메모리

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sql.h에 정의되어 있는 이러한 리턴 코드는 서버 

머신의 스토어드 프로시저 처리에만 영향을 주며 클라이언트로 리턴되지 않습니다.  

9.1.1 예제 프로그램 SERVER1: 은행용 스토어드 프로시저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의 현금 자동 입

출금기(ATM)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각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는 계좌 

목록이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목록의 계좌에 대해 예금 및 인출 거래를 자체적으로 

승인합니다. 주기적으로 각 현금 자동 입출금기는 은행의 서버 머신에 저장된 중앙 데이터

베이스에 연결되어 SERVER1이라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호출합니다. 이 스토어드 프로시

저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처리하는 예금 및 인출을 일괄적으로 기록하는 중앙 데이터

베이스를 갱신합니다.

위의 예에서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문제점은 대량의 입력 데이터를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계좌 번호와 최종 

변경사항의 가변 길이 목록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좌 번호와 최종 변경사항 목록을 

Clob에 압축하여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Clob을 전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변경사항이 숫자인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Clob 매개변수로 압축하기 전에 문자열 형

식으로 변환합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서버 플랫폼의 다른 숫자 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때로는 “바이트 반전 문제점”이라고 함).
이 단순한 예에 관해 다음 테이블은 스토어드 프로시저와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BANK.ACCOUNTS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코드는 예제 SERVER1에서 제공되며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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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프로그램 SERVER1 단계: 스토어드 프로시저, 서버측

단계 1: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INCLUDE SQLCA문을 사용하여 스토어드 프로시저 내에서 실행되는 

SQL문의 리턴 코드를 캡처하는 SQLCA 구조의 로컬 사본을 확보합니다. 또한 실행 중에 필

요한 다른 호스트 언어 변수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해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사용하므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데이터베이

스에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계 2: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SQLDA 구조에서 해당 매개변수의 압축을 풀어 다음과 같이 해석합

니다. SQLDA의 첫 번째 항목은 갱신할 계좌 번호의 수를 나타내는 정수를 가리키며, 두 번

째 항목은 각각 계좌 번호와 최종 변경사항으로 표시된 실제 갱신 목록인 Clob을 가리킵니

다. 계좌 번호와 최종 변경사항은 Clob 내에서 압축된 11바이트 문자열로 표시됩니다. 이러

한 문자열의 처음을 찾으려면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Clob 시작부분에서 4바이트 길이 필드

를 건너뛰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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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프로그램 SERVER1 코드: 스토어드 프로시저, 서버측

#include <stdio.h>

#include <memory.h>

#include <sqlenv.h>

SQL_API_RC SQL_API_FN server1(

void *dummy1, /* not used */ 

void *dummy2, /* not used */

struct sqlda *exchange_da, /* input and output */

struct sqlca *out_sqlca /* sqlca for return codes */

)

{

/*

** STEP 1: Declare a local SQLCA and some host variables

*/

EXEC SQL INCLUDE SQLCA;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char acctno[10]; /* account number to be updated */

long netchange; /* net change in this account’s balance */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long n_updates; /* total no. of accounts to update */

long counter; /* how many accts updated so far */

char *account_data; /* account changes packed inside CLOB */

/*

** STEP 2: Interpret parameters. The SQLDA structure named

** exchange_da has two SQLVAR entries, used as follows:

** 1. (Integer) on input:  the number of accounts to be updated

**   on output: no. of accounts processed successfully

** 2. (Clob):   on input:  vector of (acct. no, net change) pairs.

**       Each value is represented as a

**       10-byte string. Skip over the length

**       field in the first 4 bytes of the Clob.

**   on output: set to null (don’t return unnecessary data)

*/

n_updates = *(long *)(exchange_da->sqlvar[0].sqldata);

account_data = (char *)(exchange_da->sqlvar[1].sqldata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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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갱신 목록에서 루프 처리하여 계좌 번호 및 최종 변경사항을 추출한 

후 SQL UPDATE문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시킵니다. 루프는 완료된 갱신 수를 계산하고 

또한 목록을 모두 사용하였거나 갱신에 실패할 때 루프가 존재합니다.

단계 4: 루프를 종료할 때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완료된 갱신 수와 총 요청 갱신 수를 비교합니다. 
이 숫자가 동일한 경우,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트랜잭션을 커미트합니다. 동일하지 않은 경

우에는 모든 변경사항을 롤백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이 프로시저를 호출한 클라이

언트 프로그램과 동일한 트랜잭션에서 실행되므로, 스토어드 프로시저에서 실행된 모든 

커미트나 롤백은 이전 커미트 또는 롤백 이후의 클라이언트가 갱신한 사항뿐만 아니라 스

토어드 프로시저 자체가 갱신한 사항에도 적용됩니다. 필요에 따라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일련의 여러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해당 클라이언

트가 유형 1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사용할 경우에만 트랜잭션을 커미트하거나 롤백할 수 있

습니다.)

단계 5: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완료된 갱신 수를 SQLDA 교환의 첫 번째 항목에 복사하여 클라이언

트 프로그램으로 송신합니다. (이 SQLDA가 입력 및 출력에 모두 사용되므로 원래 요청된 

갱신 수는 무시됩니다.) 이 수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진단을 목적으로 유효하

지 않은 첫 번째 갱신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갱신에 실패한 경

우 모든 변경사항이 롤백되었음을 규정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또한 

두 번째 SQLDA 항목의 널(NULL) 표시기로 –128을 설정합니다. 이것은 해당 데이터는 입력

에만 사용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복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계 6: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리턴하기 이전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제공한 SQLCA에 해당 로

컬 SQLCA를 복사합니다. 그러면 재호출이 예상되어 기본 메모리에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SQLZ_HOLD_PROC 코드를 리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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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3: Apply all the updates to the database

*/

for (counter = 0; counter < n_updates; counter++)

{

sscanf(account_data + (20 * counter), “%s”, acctno);

sscanf(account_data + (20 * counter) + 10,  “%d”, &netchange);

EXEC SQL UPDATE bank.accounts

         SET balance = balance + :netchange

         WHERE acctno = :acctno;

if (SQLCODE != 0) break;

}

/*

** STEP 4: If all updates were successful, commit work;

** otherwise roll back

*/

if (counter == n_updates)

  EXEC SQL COMMIT;

 else

  EXEC SQL ROLLBACK;

/*

** STEP 5: Copy counter into output SQLDA. Set the second SQLDA

** entry indicator to -128 (no need to return all the account data).

*/

*(long *)(exchange_da ->sqlvar[0].sqldata) = counter;

*(short *)(exchange_da ->sqlvar[1].sqlind) = -128;

/*

** STEP 6: Copy local SQLCA into return SQLCA and return

*/

memcpy((char *)out_sqlca, (char *)&sqlca, sizeof(struct sqlca));

return (SQLZ_HOLD_PR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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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스토어드 프로시저 구현 규칙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해당 호출자에게 리턴되어야 합니다. (해당 프로세스를 종료하기 위

해 exit 함수를 호출해서는 안 됩니다.) 

2.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변경하는 SQL문(예: CONNECT)을 실행해

서는 안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데이터베이스 연결

에 의존합니다. 

3.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유형 2 데이터베이스 연결(분산 트랜잭션)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호출된 경우, SQL COMMIT 또는 ROLLBACK문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 유형 1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호출된 경우,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커미트나 롤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커미트나 롤백이 클라

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트랜잭션에 적용되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커서 닫기 및 

LOB 로케이터 해제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4.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백그라운드 모드로 실행되므로 printf를 사용하여 화면에 결과물

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버 머신에서는 파일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드 프

로시저는 더미 사용자 ID로 실행되므로 사용자가 작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파일에만 작

성할 수 있습니다.

5.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SQLDA 항목의 sqlind 필드를 –128로 설정하는 경우, 해당 항목의 

데이터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리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할 때 클라이

언트 프로그램이 –128 코드를 수신할 널(NULL) 표시기 변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6. 사용자 함수 구현이 C++로 작성된 경우, 구현 파일에서 함수 선언의 일부로 extern “C”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 함수는 C++ 컴파일러가 선택한 “mangled” 이름이 아

니라 사용자가 지정한 이름으로 링크가 가능해집니다. 가능하다면 오버로드된 C++ 함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 플랫폼의 Building Application 매뉴얼

에 설명되어 있는 특수 프로시저를 따라야 합니다.)

7. LOB 데이터 유형의 매개변수(Blob, Clob 및 Dbclob)는 UDB 클라이언트와 UDB 서버 사이에

서만 교환될 수 있습니다. (DRDA 프로토콜에 의해 도달한 다른 플랫폼의 서버와는 교환될 

수 없음).

8. Blob으로 2진 데이터를 압축하는 경우, 데이터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현상태대

로” 교환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와 서버 플랫폼 사이에서 정수 표현이 다른 경우,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한 표현을 다른 표현(예: 바이트 반전)으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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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항상 데이터베이스 코드 페이지를 사용하여 문자열을 해석합니다. 
Char, Varchar, Long Varchar, Clob, Graphic, Vargraphic, Long Vargraphic 또는 Dbclob 데이터 유형

을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전달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응

용프로그램의 코드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의 코드 페이지 간 변환을 수행합니다. 클라이

언트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코드 페이지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변환으로 

문자열 내에서 압축되어 있는 모든 2진 정보의 손상을 초래합니다.2)

10. 2바이트 데이터(SQL 데이터 유형 Graphic, Vargraphic, Long Vargraphic 또는 Dbclob)가 스토어

드 프로시저와 교환될 때 항상 다중 바이트 형식(와이드 문자 형식이 아님)으로 교환됩니

다. 다시 말해,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매개변수와 결과는 항상 프리컴파일러 옵션 WCHAR
TYPE NOCONVERT에 의해 지정된 형식을 사용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 내의 2바이트 

데이터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mbedded SQL Programming Guide를 참조하십시오.

9.1.3 스토어드 프로시저 설치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서버 머신에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설치해야 합

니다. 설치 프로세스는 응용프로그램 “빌딩”(프리컴파일, 컴파일 및 바인드) 프로세스와 유

사하며, 외부 함수 설치 프로세스와도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설치 프로세스를 시작

하기 전에 스토어드 프로시저에서 사용하는 모든 테이블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설치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은행 예에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설치하기 전에 우선 BANK.ACCOUNTS 테이블을 작성해야 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 설치 프로세스는 서버 머신에서 이루어지며 서버가 실행 중인 플랫폼에 따라 변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는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외부 함수와 마찬가지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현하는 파일에서 익스포트되는(동적 로드

에 사용 가능) 모든 시작점(함수)을 나열하는 모듈 정의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파

일이 다수의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모듈 정의 파일은 스토어드 프로시

저 소스 파일과 동일한 디렉토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컴파일러에 필요한 모듈 정의 파

일 이름과 형식은 사용자 플랫폼의 Building Applications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몇 가

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스토어드 프로시저 server1과 server2가 stprocs.c 파일에서 구현된다고 가정합니

다. Windows NT에서 Microsoft Visual C++ 컴파일러를 사용할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한 stp

rocs.def라는 모듈 정의 파일이 필요합니다.

2) 그러나 sqldaid 필드의 7번째 바이트를 “+” 문자로 설정하고 제공된 항목의 sqlname 필드를 4바이트의 2진 0으

로 설정하여 SQLDA에서 제공된 항목의 코드 페이지 변환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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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stprocs

EXPORTS server1

server2

• AIX에서는 모듈 정의 파일을 익스포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IBM XLC 컴파일러를 사용하

여 AIX에서 stprocs.c 파일을 컴파일하고 링크할 계획인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stprocs.exp라는 익스포트 파일이 필요합니다.
#! stprocs export file

server1

server2

추가 정보: 다음 단계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사용하게 될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속 반

복되어야 합니다. 

2.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사용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 후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현하는 파

일을 프리컴파일, 컴파일 및 링크합니다. UDB는 다양한 플랫폼과 컴파일러와 함께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파일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명령 파일은 sqllib/samples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C 및 C++ 응용프로그램 빌드 파일은 sqllib/samples/c

와 sqllib/samples/cpp에 있습니다.) 일부 명령 파일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bldmsstp.bat는 Windows NT용 Microsoft Visual C++ 컴파일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bldvastp.bat는 Windows 및 OS/2용 IBM Visual Age C++ 컴파일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bldxlcsrv는 AIX용 IBM XLC 컴파일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bldcset는 AIX용 IBM CSet++ 컴파일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명령 파일은 네 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네 개의 매개변수는 스

토어드 프로시저 이름,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설치될 데이터베이스 이름, 스토어드 프로시

저 설치 사용자 ID와 암호입니다.
이러한 명령 파일 중 하나를 사용하기 전에 파일 주석의 지침에 따라 필요할 경우, 파일

을 읽고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파일에는 UDB 샘플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util이라는 오류 점검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참조가 들어 있습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

가 이 유틸리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명령 파일에서 util.c와 util.o에 대한 참조를 삭

제해야 합니다. 또한 bldxlcsrv와 bldcsetsrv 명령 파일은 DB2 include와 링크 라이브러

리가 /usr/lpp/db2_05_00/include 및 /usr/lpp/db2_05_00/lib 디렉토리에 설치되

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가 아니면, 라이브러리의 올바른 위치를 포함하도록 컴파일

과 링크 명령을 수정해야 합니다.

3. 단계 2에서 생성된 실행 파일을 서버 머신의 해당 디렉토리에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st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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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s.c라는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고 링크한 후에 Windows 또는 OS/2에서 생성된 실행 파일 

이름은 stprocs.dll로 지정되고 AIX에서 생성된 실행 파일 이름은 단순히 stprocs로 

지정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컴파일하고 링크하는 명령 파일(예: bldmsstp.bat)은 이에 따른 

실행 파일을 디폴트 디렉토리(sqllib/function)에 복사합니다. 디폴트 디렉토리가 아

닌 디렉토리에 파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파일을 복사해야 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디버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최대 성능을 도출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엔진과 

동일한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실행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 파일을 

sqllib/function/unfenced 디렉토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은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는 이러한 설치 유형은 결점이 있거나 부적절한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인해 사

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은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사용하

기 전에 Embedded SQL Programming Guide의 “Working with Not-Fenced Stored Procedures” 절을 

읽어야 합니다.
실행 파일을 해당 디렉토리에 복사한 후에는 모든 사용자가 이 파일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X에서 stprocss 파일은 다음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chmod a+x stprocs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프로세스는 사용자 ID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생성한 더미 사용자 ID로 실행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추가 정보: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조작에 대해 사용자의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현하는 실

행 파일은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파일을 보호하지 않으며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호출될 때마다 이 파일을 실행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현하

는 파일이 다른 실행 파일로 대체되는 경우,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다른 사용자가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스토어드 프로시저 패키지에 

대한 EXECUTE 특권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하십시오. 다음 예제 명령문에서 사용자는 se

rver1과 다른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현할 수 있는 stprocs.sqc 소스 파일을 프리컴파

일하여 작성된 패키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GRANT EXECUTE ON PACKAGE stprocs TO PUBLIC

5. 프로시저가 사용될 데이터베이스에서 CREATE PROCEDURE문을 실행하여 스토어드 프로

시저를 “등록”하십시오. 이 명령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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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PROCEDURE문은 PROCEDURES 및 PROCPARMS 시스템 카탈로그에 프로시저

에 대한 설명을 저장한다는 점에서 CREATE FUNCTION문과 유사합니다. CREATE PROCED
URE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시저에 대한 스키마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디폴트 스키마는 현재 AuthID와 같습

니다.

• 동일한 스키마의 두 프로시저는 해당 매개변수 유형이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이름과 매개

변수의 수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CREATE PROCEDURE문은 프로시저 매개변수의 이름과 데이터 유형을 나열합니다. 이러

한 매개변수는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데 사용되는 CALL문의 인수에 해당합니다(9.2.1절 참

조). 또한 매개변수는 구현 중인 프로그램(예: 예제 프로그램의 exchange_da)으로 전달되는 

SQLDA 구조 내의 개별 SQLVAR 항목에도 해당합니다. SQLDA의 항목은 스토어드 프로시

저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간 양방향으로 값을 교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각 매개변

수는 IN(스토어드 프로시저로 입력 전달), OUT(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다시 결과 전달) 
또는 INOUT(양방향으로 데이터 전달)이라는 레이블이 표시됩니다.

• 사용자 정의 함수와 마찬가지로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주로 DROP PROCEDURE와 CO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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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ON PROCEDURE에 유용한 특정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데이터를 해당 OUT 및 INOUT 매개변수를 통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리턴하는 것 외

에도,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하나 이상의 결과 세트를 클라이언

트 프로그램으로 리턴할 수 있습니다. 각 결과 세트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에서 열린 상태인 

커서로 표시되는 행 세트입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하나 이상의 결과 세트를 리턴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은 CREATE PROCEDURE문에서 선언되어야 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

의 결과 세트는 추후 9.2.3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EXTERNAL절은 UDB에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현하는 실행 프로그램을 찾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가장 완전한 EXTERNAL절 형식에는 실행 파일 전체 경로 이름, “!”, 해당 파일의 적

절한 시작점 이름이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절은 사용자 함수가 /bank/bin

/stprocs 파일의 server1 시작점으로 구현된다고 시스템에 알려줍니다. 
EXTERNAL NAME ‘/bank/bin/stprocs!server1’

경로 이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관된 sqllib/function 디
렉토리의 분리 프로시저와 sqllib/function/unfenced 디렉토리의 분리되지 않은 프

로시저를 찾습니다. 따라서 stprocs가 분리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현하여 프로시저를 s

qllib/function에 배치하는 경우, 위의 절을 다음과 같이 줄일 수 있습니다.
EXTERNAL NAME ‘stprocs!server1’

실제로 사용자가 EXTERNAL 키워드만 제외하고 구현 이름을 전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은 프로시저 이름을 구현 이름으로 사용하고 디폴트 디렉토리에서 해당 이름의 파

일을 찾아 해당 디폴트 시작점을 호출합니다.

추가 정보: 프로시저의 외부 이름이 따옴표로 묶은 문자열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대소문자

가 구분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외부 이름은 실행 파일 및 시작점의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

다(대소문자 포함).

• 프로시저가 Java로 작성된 경우, LANGUAGE JAVA와 PARAMETER STYLE DB2GENERAL
을 지정해야 합니다. (매개변수를 Java 프로시저로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은 6.4.10절을 

참조하십시오.) 

• 스토어드 프로시저 구현은 입력 매개변수가 널인 경우에도 호출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지만 NULL CALL을 지정하여 수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 해당 입력 매개변수가 고유한 방법으로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 DETE
RMINISTIC을 지정하여 시스템에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신뢰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과 동일한 어드레스 스페이스

에서 이 프로시저를 실행하려는 경우, NOT FENCE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 FENCED 
프로시저를 작성하려면 SYSADM 또는 DBADM 권한을 보유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CREATE_NOT_FENCED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UDB에서는 REXX로 NOT FENCED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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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이 프로시저에서 CLI 함수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다음 CREATE PROCEDURE문를 통해 예제 SERVER1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등록할 수 있

습니다. 

CREATE PROCEDURE server1

( INOUT n_updates Integer,

  IN update_list Clob(8000) )

EXTERNAL NAME ‘stprocs!server1’

LANGUAGE C

DETERMINISTIC

PARAMETER STYLE DB2DARI;

CREATE PROCEDURE는 UDB 버전 5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새 SQL문입니다. 이전 제품 

버전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서 CREATE PROCEDURE문을 실행하지 않고 해당 구현 프로그

램을 컴파일하고 바인드하여 간단하게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시저는 CALL문에 해당 이름을 지정하여 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CREATE PROCEDURE문을 사용하여 스토어

드 프로시저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CREATE PROCEDURE문은 PROCEDURES 카탈로그 테이블과 SQLProcedures() 또는 SQL

ProcedureColumns()와 같은 CLI 카탈로그 함수를 통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볼 수 있도

록 합니다.

• CREATE PROCEDURE문을 사용하여 프로시저 이름과 특정 구현 파일의 특정 시작점 사이

의 맵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문을 통해 사용자는 동일한 구현 파일에서 여러 개

의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결합하고 디폴트 디렉토리인 sqllib/function 이외의 디렉토

리에 구현 파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 CREATE PROCEDURE문은 사용자 프로시저가 Java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9.1.4 Java로 스토어드 프로시저 작성
서버에 JVM이 있는 경우,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구현 언어로 Java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JVM의 위치를 UDB에 알리고 Java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지원하는 UDB 클래스 라이브러리

의 위치를 JVM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다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 sqllib/function과 sqllib/java/db2java.zip 경로를 포함하도록 CLASSPATH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구성 매개변수 JDK11_PATH를 JVM이 설치된 디렉토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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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름으로 설정합니다. 10장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제어 센터를 사용하여 구성 매개변수

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Java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현하려면 UDB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제공된 StoredProc 클
래스3)를 확장하는(이 클래스의 서브클래스인) Java 클래스를 작성해야 합니다.

StoredProc 클래스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데 유용한 다수의 메소드(Embedded SQL Progra
mming Guide 참조)를 제공합니다. Java 클래스에는 각각 다른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현하

는 여러 개의 공용 메소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Java 클래스를 컴파일한 후 결과 파일을 sqll

ib/function 디렉토리에 설치합니다.
Java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CREATE PROCEDURE문은 EXTERNAL NAME ‘classname!me

thodname’ 구문을 사용하여 프로시저를 구현하는 클래스 및 메소드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LANGUAGE JAVA와 PARAMETER STYLE DB2GENERAL도 지정해야 합니다. PARA
METER STYLE DB2GENERAL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Java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해당 매개

변수를 수신하고 다른 스토어드 프로시저와는 상이한 방법으로 결과를 리턴합니다. 중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SQLDA 구조 내에서 압축된 모든 매개변수를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현하는 Java 메소드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매개변수마다 하나씩의 매개변수를 가집니

다. 입력 매개변수는 표 8-1에 표시된 대로 SQL 데이터 유형에서 해당 Java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됩니다. StoredProc 클래스가 모든 입력 매개변수의 널(NULL) 여부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isNull 메소드를 제공하므로 널(NULL) 표시기에 대한 매개변수가 필

요하지 않습니다. Java 메소드는 출력 매개변수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널(NULL) 값을 리턴

할 수 있습니다.

• StoredProc 클래스는 다양한 Java 데이터 유형을 사용하여 출력 매개변수 값을 설정하는 

메소드 콜렉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Java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set(5,x) 명령문을 사

용하여 해당 출력 매개변수 번호 5를 변수 x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문은 변수 

x의 데이터 유형에 따라 여러 메소드 중 하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UDB는 Java 스토

어드 프로시저가 한 번에 몇 바이트씩 해당 LOB 유형 매개변수를 읽고 기록할 수 있는 CO

M.ibm.db2.app.Blob 및 COM.ibm.db2.app.Clob라는 두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 Java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JDBC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지원하는 SQLException 유형의 예

외가 발생하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오류 코드와 메시지를 리턴할 수 있습니다. SQLExc
eption 컨스트럭터의 매개변수에는 SQLCODE, SQLSTATE 및 메시지가 있습니다. Java 스
토어드 프로시저에서 SQLException이 아닌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은 SQLCODE –4302와 SQLSTATE 38501을 수신합니다.

Java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고유의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신 클라이언

3) 이 클래스의 전체 이름은 COM.ibm.db2.app.StoredPro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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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프로그램이 확보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사용합니다. Java 프로시저는 StoredProc 클
래스의 getConnection() 메소드를 호출하여 연결에 대한 액세스를 확보하며, 이 메소드

에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나타내는 Connection 오브젝트를 

리턴합니다.
UDB에서는 sqllib/samples/java 디렉토리에 있는 Java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예를 

제공합니다. Java 스토어드 프로시저 및 이 프로시저를 지원하는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mbedded SQL Programming Guide 및 http;//www.software.ibm.com/da

ta/db2/java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9.1.5 BASIC으로 스토어드 프로시저 작성
IBM의 VisualAge for Basic은 BASIC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UDB 스토어드 프로시저 

및 외부 함수 작성을 지원합니다. BASIC으로 작성된 각각의 스토어드 프로시저 또는 함수

에 대해 VisualAge for Basic은 UDB 서버가 C 호출 규칙을 사용하여 프로시저나 함수를 호출

할 수 있는 “랩퍼”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 및 외부 함수 작성을 위한 개발 환경으로서 VisualAge for Basic은 다음

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서버에 설치하기 이전에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언

어 지향의 편리한 디버깅 환경을 제공합니다.

• 서버 머신에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프로세스를 단순화

하는 그래픽 도구를 제공합니다.

• VisualAge for Basic은 프리컴파일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소스 프로그램의 두 개의 사본(프
리컴파일 전의 사본과 프리컴파일 후의 사본)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포인터가 없고 시스템 메모리에 직접 액세스할 수 없으므로 BASIC은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작성할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언어입니다. 

• VisualAge for Basic은 다른 호스트 언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SQL과 BASIC 간 통합 레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BASIC 스토어드 프로시저에는 SQL 선언 섹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유형의 BASIC 
변수는 어떤 SQL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LL문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전달하는 매개변수와 스토어드 프로시저에서 수신

한 매개변수는 일대일 대응이 형성됩니다. 다시 말해,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SQLDA 구조

에서 해당 매개변수의 압축을 풀 필요가 없습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로컬 SQLCA 구조를 선언하거나, 리턴하기 전에 그 내용을 SQLCA 
매개변수에 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개변수로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전달된 SQLCA 
구조는 로컬 SQLCA로서 두 배의 의무가 부가되며 스토어드 프로시저 완료 시 클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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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프로그램으로 자동 리턴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VisualAge for Basic으로 작성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호출된 

경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매개변수로서 값의 배열을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VisualAge for Basi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IBM 서적에 나와 있습니다.

GC26-8926 VisualAge for Basic: Getting Started
SC26-8692 VisualAge for Basic Data Access Guide
SC26-8963 VisualAge for Basic Language Reference

9.2 클라이언트측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실행 중인 응용프로그램은 SQL CALL문을 사용하여 서버 머신의 스

토어드 프로시저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CALL문은 입력 매개변수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에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전달하고 스토어드 프로시저 실행 후에 출력 매개변수를 클라

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리턴합니다. 

9.2.1 CALL문
CALL문은 호출될 프로시저의 이름을 지정하고 해당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매개변수는 

UDB가 스토어드 프로시저와의 교환을 위해 SQLDA 구조로 자동 압축될 호스트 변수 목록 

형식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CALL문의 DESCRIPTOR 구문을 사용하여 스토어드 프

로시저로 전달할 사용자 고유의 SQLDA 구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SQL문과 마찬가지로 CALL문은 내재적으로 리턴 코드와 메시지를 호출 프로그램에 선

언된 SQLCA 구조로 지정합니다. CALL문의 경우, SQLCA의 내용은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서 리턴된 SQLCA 구조로 결정됩니다(프로시저가 Java로 작성된 경우, 발생된 예외사항에 

의해).
CALL문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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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이 SQL문이라 할지라도 특정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 명령문은 정적 SQL문과 같

이 호스트 언어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으며, SQLExecDirect()나 SQLPrepare()과 SQ

LExecute() 함수를 사용하여 CLI 프로그램에서 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ALL문은 

명령 센터와 같은 대화식 인터페이스에서 실행될 수 없거나 PREPARE 및 EXECUTE와 같은 

Embedded 동적 SQL문을 사용하여 실행될 수 없습니다.
CALL문은 직접 또는 프로시저 이름을 포함하는 호스트 변수를 지정하여 스토어드 프로

시저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후자로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름을 지정하는 것은 프로시

저 이름이 소문자인 경우에 유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UDB는 프로시저 이름을 특정 

라이브러리(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현하는 실행 파일)의 세부 함수나 메소드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4)

1. 프로시저 이름이 proc1과 같이 간단한 이름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먼저 UDB는 동일 이름의 함수를 포함하는 지정된 이름의 라이브러리를 찾기 위해 디폴

트 디렉토리(sqllib/function 및 sqllib/function/unfenced)5)를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CALL proc1은 디폴트 디렉토리 중 하나에서 proc1 라이브러리의 proc1 함

수를 호출합니다.

b. 이름이 지정된 라이브러리와 함수를 디폴트 디렉토리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UDB는 CR
EATE PROCEDURE문으로 등록된 이름이 지정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찾기 위해 PROCE
DURE 카탈로그 테이블을 검색합니다. 선택된 프로시저는 올바른 매개변수 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스키마는 현재 함수 경로에 있어야 합니다. 호출될 라이브러리와 함수

는 CREATE PROCEDURE문의 EXTERNAL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1.3절 뒷

부분의 CREATE PROCEDURE문이 제공되면 CALL server1(:x, :y)는 sqllib/func

tion 디렉토리의 stprocs 라이브러리에서 server1 함수를 호출합니다.

4) 이러한 규칙은 UDB의 스토어드 프로시저 분석에 적용됩니다. OS/390용 DB2와 같은 DB2 계열의 다른 제품에서

는 SQL 참조서에 설명된 약간 다른 규칙을 사용합니다.

5) OS/2에서 분리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디폴트 디렉토리는 CONFIG.SYS의 LIBPATH 변수로 지정되며, 분리되지 

않은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디폴트 디렉토리는 sqllib\dll\unfenced 입니다.



5719.2  클라이언트측

추가 정보: SQL ID와 마찬가지로 프로시저 이름은 큰따옴표로 묶여있지 않으면 대문자로 

변환됩니다. 이 규칙은 CREATE PROCEDURE 및 CALL문의 프로시저 이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전 CALL문 구현에서는 이러한 변환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CREATE PROCEDU
RE문으로 등록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CALL문에서 

대문자의 프로시저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2. 프로시저 이름에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왼쪽의 문자열은 라이브러리를 나타내며 

“!” 오른쪽의 문자열은 라이브러리 내의 함수를 나타냅니다. 라이브러리는 전체 경로 이름 

또는 디폴트 디렉토리 중 하나의 파일 이름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몇 가

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CALL “myprocs!proc1”은 디폴트 디렉토리 중 하나의 myprocs 라이브러리에서 pro

c1 함수를 호출합니다.
CALL “d:\bank\bin\stprocs!server2”는 d:\bank\bin 디렉토리의 stprocs 디

렉토리에서 server2 함수를 호출합니다.

CALL문에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전달되는 인수는 상수 또는 표현식이 아닌 호스트 변

수여야 합니다. 호스트 변수는 널(NULL) 표시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잘못된 명령문의 예입니다.

EXEC SQL CALL proc1(7, NULL);

위의 명령문을 아래의 올바른 명령문으로 바꾸면 실행됩니다.

x = 7;

xind = 0;

y = 0;

yind = -1;

EXEC SQL CALL proc1(:x :xind, :y :yind);

추가 정보: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해당 교환 변수 가운데 

무엇이 널(NULL) 표시기를 갖는지에 대한 합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시기 변수가 제공

되지 않았을 때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널(NULL) 값을 리턴하려 하는 경우, 충돌이 일어납니

다. 표시기 변수가 사용되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스토어드 프로시저 모두 해당 값을 명

시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CALL문의 DESCRIPTOR 형식을 사용하여 사용자 고유의 SQLDA 구조를 제공하거나 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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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의 하나 이상의 항목에 2진 데이터(예: Varchar FOR BIT DATA)가 포함된 경우, sqldaid 
필드의 6번째 바이트를 “+”(정상적인 공백 문자가 아님)로 설정하고 2진 데이터 항목의 sql

name 필드를 8바이트의 2진 0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CALL문의 SQLDA 사용에 대해서는 

8.3.5절을 참조하십시오.)
CALL문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없

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프리컴파일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바인드한 후 임의의 응용프

로그램을 원할 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 문제가 발생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

램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db2 get database manager configura
tion 명령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은 사용자 노드를 “데이

터베이스 서버”로 식별해야 하며, 구성 매개변수 KEEPDARI 값은 YES로, MAXDARI 값은 

양수로 나열해야 합니다. 디폴트값 KEEPDARI = YES, MAXDARI = 200을 수용할 수 있습니

다. (10장에서 설명한 대로, 제어 센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구성 매개

변수를 표시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시된 CLIENT1A는 SQL CALL문을 사용하여 SERVER1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연습

해 볼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예입니다.

예제 프로그램 CLIENT1A: CALL을 사용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include <stdlib.h>

#include <stdio.h>

#include <sqlenv.h>

int main()

{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long n_updates_req; /* no. of updates requested */

long n_updates; /* no. of successful updates */

SQL TYPE IS CLOB(8000) update_list; /* list of update pairs */

char dbname[9] = “testdb”; /* name of database */

short indicator = 0; /* indicator (not null) */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5739.2  클라이언트측

EXEC SQL INCLUDE SQLCA; /* local return code structure */

/*

** Collect a series of account updates.

** To exercise the stored procedure, we will make up five updates.

** Each update consists of a pair of values: (acct. no., net change).

** We pack each value into a 10-byte substring inside the Clob.

*/

n_updates = n_updates_req = 5; /* five updates requested */

update_list.length = 100; /* 10 values, 10 bytes each */

strcpy(update_list.data, “CHK00001”); /* net change for account 1 */

strcpy(update_list.data+10, “+150”);  /* is +150 */

strcpy(update_list.data+20, “CHK00002”); /* net change for account 2 */

strcpy(update_list.data+30, “-75”) /* is –75 */

strcpy(update_list.data+40, “CHK00003”); /* net change for account 3 */

strcpy(update_list.data+50, “-100”); /* is –100 */

strcpy(update_list.data+60, “CHK00004”);  /* net change for account 4 */

strcpy(update_list.data+70, “+90”); /* is +90 */

strcpy(update_list.data+80, “CHK00005”);  /* net change for account 5 */

strcpy(update_list.data+90, “-20”); /* is -20 */

/*

** Connect to the database.

*/

EXEC SQL CONNECT TO :dbname;

if (SQLCODE != 0)

{

printf(“\nError in connecting to database. \n”);

printf(“SQLCODE = %d, SQLSTATE = %5.5S\n”, SQLCODE, sqlca.sqlstate);

}

/*

** Call the stored procedure, passing an Integer and a Clob

** as host variables. These host variables are automatically

** packed into an SQLDA structure and used for both input and output.

*/

EXEC SQL CALL SERVER1(:n_updates, :update_list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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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QLCODE == 0)

{

/*

** The number of successful updates is returned in n_updates.

** Compare this to the number we requested.

*/

if (n_updates == n_updates-req)

{

printf(“\nStored procedure was successful.\n”);

printf(“Number of accounts updated = %d\n, n_updates);

}

else

{

printf(“\nError encountered after updating %d accounts.\n”.

n_updates);

printf(“All updates have been rolled back.\n”); 

}

}

else

{

printf(“\nUnexpected error in stored procedure.\n);

printf(“SQLCODE = %d, SQLSTATE = %5.5s\n”,

SQLCODE, sqlca.sqlstate);

}

EXEC SQL CONNECT RESET;

} /* end of main */

9.2.2 CLI 클라이언트에서 스토어드 프로시저 호출
8.1절에서는 호스트 언어 프로그램에서 SQL을 호출할 때 콜 레벨 인터페이스(CLI)를 사용

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 응용프로그램에서 CLI는 스토

어드 프로시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또는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CLIENT1B는 CLI를 사용하여 작성되고 SERVER1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클

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예입니다. CLIENT1A에서와 마찬가지로 CALL문을 사용하여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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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프로시저를 호출합니다. CALL문은 SQLPrepare() 함수의 실행을 위해 준비됩니다. 해
당 매개변수는 SQLBindParameter() 함수로 특정 변수에 바인드되며, CALL문은 SQLEx

ecute() 함수에 의해 실행됩니다.

예제 프로그램 CLIENT1B: CLI 클라이언트

#include <sqlcli1.h>

#include <stdlib.h>

#include <string.h>

#include <stdio.h>

void errorExit(SQLHENV henv, SQLHDBC hdbc, SQLHSTMT hstmt, char *place);

int main()

{

SQLHENV henv; /* environment handle */

SQLHDBC hdbc; /* connection handle */

SQLHSTMT hstmt; /*statement handle */

SQLCHAR dbname[] = “testdb”;/* name of database */

char qstring[80]; /* holds an SQL statement */

SQLINTEGER n_updates_req ; /* no. of updates requested */

SQLINTEGER n_updates; /* no. of successful updates */

SQLINTEGER indicator1; /* indicator variable for n_updates */

SQLINTEGER indicator2; /* indicator variable for updates_list */

struct Clob /* list of update pairs, in a Clob */

{

unsigned long length;

char data[8000];

} update_list;

SQLRETURN rc; /* return code */

/*

** Allocate environment, connection, and statement han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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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stablish a database connection.

*/

SQLAllocHandle(SQL_HANDLE_ENV, SQL_NULL_HANDLE, &henv);

SQLAllocHandle(SQL_HANDLE_DBC, henv, &hdbc);

rc = SQLConnect(hdbc, dbname, SQL_NTS,

 NULL, SQL_NTS, /* allow userid to default */

 NULL, SQL_NTS); /*allow password to default */

if (rc != SQL_SUCCESS)

erroExit(henv, hdbc, SQL_NULL_HSTMT, “Connecting to database”);

SQLAllocHandle(SQL_HANDLE_STMT, hdbc, &hstmt);

/*

** Collect a series of account updates.

** To exercise the stored procedure, we will make up five updates.

** Each update consists of a pair of values; (acct. no., net change).

** We pack each value into a 10-byte substring inside the Clob.

*/

n_updates = n_updates_req = 5       /*five updates requested */

update_list.length = 100;       /* 10 values, 10 bytes each */

strcpy(update_list.data, “CHK00001”);    /* net change for account 1 */

strcpy(update_list.data+10, “+150”);     /* is +150 */

strcpy(update_list.data+20, “CHK00002”); /* net change for account 2 */

strcpy(update_list.data+30, “-75”)       /* is –75 */

strcpy(update_list.data+40, “CHK00003”); /* net change for account 3 */

strcpy(update_list.data+50, “-100”);     /* is –100 */

strcpy(update_list.data+60, “CHK00004”); /* net change for account 4 */

strcpy(update_list.data+70, “+90”);      /* is +90 */

strcpy(update_list.data+80, “CHK00005”); /* net change for account 5 */

strcpy(update_list.data+90, “-20”);      /* is -20 */

/*

** Prepare a CALL statement with two parameter markers.

*/

strcpy (qstring, “CALL SERVE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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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 SQLPrepare(hstmt, (SQLCHAR *)qstring, SQL_NTS);

if (rc != SQL_SUCCESS)

errorExit(henv, hdbc, hstmt, “Preparing CALL statement”);

/*

** Bind host variables to the parameter markers.

*/

SQLBindParameter(hstmt,

1, /* first parameter marker */

SQL_PARAM_INPUT_OUTPUT, /* used for input and output */

SQL_C_LONG,  /* datatype of host variable */

SQL_INTEGER,  /* SQL datatype */ 

0, /* not used in this call */

0, /* not used in this call */

(SQLPOINTER)&n_updates, /*address of host variable */

4, /* length of buffer */

&indicator1 ); /* null or length indicator */

SQLBindParameter(hstmt,

2, /*second parameter marker */

SQL_PARAM_INPUT, /* used for input only */

SQL_C_CHAR, /* datatype of host variable */

SQL_CLOB, /* SQL datatype */

8000, /* max length of input data */

0, /*not used in this call */

(SQLPOINTER)update_list, /* address of host variable */

8000, /*length of buffer */

&indicator2 ); /*null or length indicator */

/*

** Execute the CALL statement.

*/

indicator1 = 0; /* length of integer is implicit */

indicator2 = 104; /* 4 bytes length, 100 bytes data */

rc = SQLExecute(hst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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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c != SQL_SUCCESS && rc != SQL_SUCCESS_WITH_INFO)

errorExit(henv, hdbc, hstmt, “Executing CALL statement”);

/*

** Check results.

** The number of successful updates is returned in n_updates.

** Compare this to the number we requested.

*/

if (n_updates == n_updates_req)

{

printf(“\nStored procedure was successful.\n”);

printf(“Number of accounts updated = %d\n, n_updates);

}

else

{

printf(“\nError encountered after updating %d accounts.\n,

n_updates);

printf(“All updates have been rolled back.\n);

}

/*

** Clean up

*/

SQLFreeHandle(SQL_HANDLE_STMT, hstmt); /* free statement handle */

SQLDisconnect(hdbc); /*disconnect from database */

SQLFreeHandle(SQL_HANDLE_DBC, hdbc); /* free connection handle */

SQLFreeHandle(SQL_HANDLE_ENV, henv); /* free environment handle */

exit(rc);

} /* end of main */

viod errorExit(SQLHENV henv, SQLHDBC hdbc, SQLHSTMT hstmt, char *place)

{

SQLCHAR sqlstate[SQL_SQLSTATE_SIZE + 1];

SQLINTEGER sqlcode;

SQLSMALLINT msglength;

SQLCHAR msgbuffer[SQL_MAX_MESSAGE_LENGTH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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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SMALLINT errno;

printf (“\nSQL error at %s, transaction rolled back.\n”, place);

/*

** Retrieve error codes and messages.

*/

errno = 1;

while ( SQLGetDiagRec(SQL_HANDLE_STMT, hstmt, errno,

sqlstate, &sqlcode, msgbuffer,

SQL_MAX_MESSAGE_LENGTH+1, &msglength) == SQL_SUCCESS)

{

printf(“ SQLCODE = %d, SQLSTATE = %s\n, sqlcode, sqlstate);

printf(“ MESSAGE: %s\n”, msgbuffer);

errno++;

}

/*

**  Roll back and clean up.

*/

SQLEndTran(SQL_HANDLE_DBC, hdbc, SQL_ROLLBACK); /* rollback */

SQLDisconnect(hdbc)   /* disconnect from database */

SQLFreeHandle(SQL_HANDLE_DBC, hdbc); /* free connection handle */

SQLFreeHandle(SQL_HANDLE_ENV, henv); /* free environment handle */

exit(-2);

}

9.2.3 결과 세트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한 가지 유용한 기능은 CLI를 사용하여 작성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결과 세트를 리턴할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기능). 클라이언트 프로

그램이 정적 SQL을 사용하여 작성된 경우, 프로그램 변수 또는 CALL문을 통해 전달된 SQL
DA 구조에서만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결과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LI를 사용하여 

작성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다른 방법으로 스토어드 프로시저에서 결과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각각 다수의 데이터 행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결과 세트를 검색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80 9.  스토어드 프로시저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리턴할 때 각 결과 세트에서 커서를 연 

후 커서를 열린 상태로 두고 하나 이상의 결과 세트를 CLI 클라이언트로 리턴하기만 하면 

됩니다. CLI 클라이언트가 커서를 열린 상태로 두고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SQLNumResultCols(), SQLDescribeCol(), SQLBindCol() 및 SQLFetc

h()와 같은 CLI 함수를 사용하여 열린 커서와 연관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호출했던 CALL문을 실행하는 명령문 핸들을 사용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둘 이상의 커서를 열린 상태로 둔 경우, 검색된 첫 번째 행은 스토어드 프로시

저가 열어 둔 첫 번째 커서와 연관된 행입니다. 첫 번째 결과 세트의 끝은 SQLFetch() 함

수의 SQL_NO_DATA_FOUND의 리턴 코드로 표시됩니다. 결과 세트를 모두 사용한 경우, 클
라이언트는 CLI 함수인 SQLMoreResults()를 호출하여 다음 결과 세트(스토어드 프로시

저가 연 다음 커서와 연관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QLFetch() 및 관련 함수는 

다음 결과 세트의 행 검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 세트를 사용한 후에는 SQLMo

reResults()에 대한 추가 호출을 통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결과 세트가 없음을 알리

는 SQL_NO_DATA_FOUND 코드를 리턴합니다. 각 결과 세트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스토어드 프로시저 자체에서 이미 페치하지 않은 행만 페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
토어드 프로시저가 커서를 열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리턴하기 이전 결과 세트의 처

음 5행을 페치하는 데 이 커서를 사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6번째 행부터 결과 

세트의 나머지 행을 페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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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 관리에는 단순히 쿼리와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로드하고,  주어진 하드웨어와 응용프

로그램 환경에서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데이터가 유

실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백업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머신에 접속된 실제 디바이스로 데

이터를 배분하는 것을 제어하거나 교착상태와 같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

한 내부 데이터베이스 이벤트를 모니터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작업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된 비용을 기초로 옵티마이저가 합리적인 선택을 내

리도록 통계를 수집해야 합니다. 각 SQL문에 대한 액세스 플랜을 선택하는 데 있어 옵티마

이저가 사용하는 시간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명령문에 대해 옵티마이저가 

선택한 액세스 플랜 및 다른 인덱스 세트가 사용 가능하거나 포함된 테이블 통계가 다른 경

우 이 플랜을 변경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태스크와 이러한 태스크를 수

행하기 위해 UDB가 제공하는 도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설명하는 

다수의 태스크에는 2.8절에서 설명한 전역 권한(시스템 관리(SYSADM), 시스템 제어(SYSC
TRL), 시스템 유지보수(SYSMAINT)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DBADM))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은 총 2,700페이지가 넘는 여섯 가지 UDB 매뉴얼(관리 안내서, 
Administration Getting Started, Command Reference, API Reference, 시스템 모니터 안내 및 참조

서, 복제 안내 및 참조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전반적인 UDB 관리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몇 가지 사용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을 전부 자세하게 

소개할 수 없습니다. 이 장을 통해 개요를 파악한 후 자세한 정보와 구문이 필요한 경우, 위
에 소개한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부록 F에 IBM 간행물 목록 수록).

지금까지는 주로 SQL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명령에 대해 자주 다

루게 됩니다. SQL문과 명령은 다소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SQL문과 명령은 명령 

센터나 CLP 세션에서 대화식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QL문은 데이터베이스

의 특정 내용을 조작하는 반면, 명령은 데이터베이스 또는 시스템의 전역 상태를 다룹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SQL문은 호스트 언어 프리컴파일러에서 인식하는 반면(EXEC SQL이 앞

에 올 때), 명령은 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SQL문과 명령의 차이와 관

련하여 IBM 제품 문서의 용례를 따릅니다.
이 장에는 구성 매개변수가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성 매개변수에는 두 종류가 있

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구성 매개변수는 시스템 동작을 전체적으로 관리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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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정이며,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는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동작을 관리하는 설정

입니다. 각 구성 매개변수는 이름과 값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어 센터를 사용하여 구성 매개

변수를 검사 및 설정하는 방법은 10.3절을 참조하십시오.
대부분의 UDB 관리 태스크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대

부분의 경우에 가장 쉬운 작업 방법을 제공하는 제어 센터와 같은 그래픽 데이터베이스 관

리 도구에 중점을 둡니다. 제어 센터에는 관리 태스크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

범위한 온라인 도움말이 있습니다. 제어 센터를 통해 사용 가능한 대부분의 기능은 명령(Co
mmand Reference 참조)과 API(API Reference 참조)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10.1데이터베이스 및 물리적 스페이스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인덱스, 뷰 및 패키지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이름 지정된 데이터 콜렉션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DBADM과 같은 특정 권한의 적용 범위

이고, 응용프로그램이나 대화식 세션에서 연결하여 SQL문을 실행하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각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설명하는 일련의 카탈로그 테이블이 들어 있습

니다. UDB 시스템을 관리할 때 최초의 태스크 중 하나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작성 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UDB가 실제 스토리지를 관리

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10.1.1 테이블 스페이스 및 버퍼 풀
데이터베이스 내의 물리적 스페이스는 테이블 스페이스의 콜렉션으로 구성됩니다. 각 테

이블 스페이스는 다시 컨테이너의 컬렉션으로 구성됩니다. 개개의 컨테이너는 머신의 파

일 시스템에 있는 디렉토리, 실제 파일 또는 디바이스(예:하드 디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테이블은 해당 테이블의 기본 데이터를 포함하는 하나의 테이블 스페이스에 지

정됩니다. 테이블은 두 번째 테이블 스페이스에 해당 인덱스를, 세 번째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형 오브젝트를 선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테이블을 동일한 테이블 스페

이스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은 각 테이블의 데이터를 테이블 스페이스의 컨테이

너에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그림 10-1은 각각 세 개와 두 개의 컨테이너가 지정된 두 개의

테이블 스페이스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나타냅니다. 테이블 스페이스 1에는 두 개의 

테이블이 들어 있으며, 테이블 스페이스 2에는 세 개의 테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내의 스페이스 할당 단위를 extent라고 합니다. 테이블이 커짐에 따라, 해당 테

이블은 테이블 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컨테이너의 새 extent를 점유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10-1에서 테이블 1은 컨테이너 1A, 1B 및 1C의 extent를 점유합니다. 테이블 스페이스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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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t는 크기가 동일하며, 테이블 스페이스를 작성할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DFT_EXTENT
_SZ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로 디폴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은 별도의 

extent에 저장되므로, 하나의 테이블 스페이스에 다수의 작은 테이블을 저장할 경우, 스페이

스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extent를 작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스페이스에 테이블을 지정하고 실제 디바이스와 디렉토리에 테이블 스페이스를 

맵핑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디스크 디바이스

에 데이터를 분산하여 동시(parallel) 입출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테이블과 

인덱스에는 가장 빠른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에는 느

리고 덜 비싼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테이블 스페이스는 독립적으로 백업과 리

스토어를 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단위로 백업할 수 있도록 관련 테이블을 클러스터링할 수

도 있습니다. (테이블을 테이블 스페이스에 지정하고 테이블 스페이스를 실제 스토리지 디

바이스에 맵핑하는 것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10-1 테이블 스페이스와 컨테이너를 이용한 물리적 스페이스의 조직

UDB는 시스템 관리 스페이스(SMS)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스페이스(DMS)라는 두 종류

의 상이한 테이블 스페이스를 제공합니다. SMS 테이블 스페이스는 운영 체제의 기능을 사

용하여 물리적 스페이스를 관리하는 반면, DMS 테이블 스페이스는 물리적 스페이스를 UDB
가 직접 관리합니다. SMS 테이블 스페이스(디폴트값)는 작성과 관리가 쉬우며, 다수의 작

은 데이터베이스와 중간 크기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합니다. DMS 테이블 스페이스는 대형 

데이터베이스와 고성능 응용프로그램에 유용한 추가 제어 등급을 제공하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단일 데이터베이스에는 SMS 및 DMS 테이블 

스페이스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테이블 스페이스의 차이점이 표 10-2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각 테이블 스페이스는 버퍼 풀과 연관되어 있으며, 버퍼 풀은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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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이터 페이지를 보유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시스템 메모리 영역입니다. UDB는 각 버

퍼 풀에 필요한 페이지를 프리페치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때 버퍼 풀에서 다시 디스크로 페

이지를 이동하는 데 경험적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디폴트로 UDB는 사용자 플랫폼에 적

합한 크기의 IBMDEFAULTBP라는 버퍼 풀을 제공하며 모든 테이블 스페이스에 이 버퍼 풀

을 사용합니다. 제어 센터의 기능을 사용하거나(10.3절 참조) SQL문인 CREATE BUFFERPO
OL, ALTER BUFFERPOOL 및 DROP BUFFERPOOL을 사용하여 다른 버퍼 풀을 작성 및 삭제

할 수 있으며, 버퍼 풀의 크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표 10-1: 테이블 스페이스 등록 정보

시스템 관리 스페이스(SM S) 데이터베이스 관리 스페이스(DM S)

각 컨테이너는 운영 체제의 파일 스페이스에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이 디렉토리의 스페이스는 사전에 

할당되지 않으나 데이터가 테이블 스페이스에 추가

됨에 따라 증가합니다. 데이터는 디렉토리에 파일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컨테이너는 고정 크기의 사전 할당된 파일이거나, 
디스크와 같은 물리적 디바이스일 수 있습니다. 어
느 경우든 컨테이너의 모든 스토리지는 컨테이너가 

작성될 때 할당되어야 합니다. 컨테이너가 디바이

스인 경우, 디바이스(논리적 디바이스일 수도 있음) 
전체를 점유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를 작성한 후에는 테이블 스페이스에 추가

할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는 ALTER TABLESPACE문을 사용하여 기

존 테이블 스페이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와 대형 오브젝트를 포함한 특정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는 하나의 테이블 스페이스에 저장되어

야 합니다. 

테이블의 기본 데이터는 한 테이블 스페이스에 저

장할 수 있으며, 해당 인덱스는 두 번째 테이블 스페

이스에, 대형 오브젝트(LOB)는 세 번째 테이블 스페

이스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실제 스

토리지의 테이블 클러스터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각 테이블 스페이스는 TABLESPACES 카탈로그 테이블에 행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
음 명령을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번호가 부여된 모든 테이블 스페이스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LIST TABLESPACES;

제공된 테이블 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컨테이너 목록을 보려면 LIST TABLESPACES 명령으

로 얻은 목록의 번호 중 하나를 사용하여 LIST TABLESPACE CONTAINERS 명령을 실행하

십시오.

LIST TABLESPACES CONTAINERS F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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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 풀처럼 테이블 스페이스는 제어 센터를 사용하거나 SQL문을 실행하여 작성, 변경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스페이스 관리를 위한 SQL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명

령문을 사용하려면 SYSADM 또는 SYSCTRL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CREATE TABLESPACE
SMS 테이블 스페이스를 작성하려면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과 해당하는 모든 컨테이너의 경

로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SMS 테이블 스페이스의 각 컨테이너가 디렉토리라는 점에 유

의하십시오. 상대 경로 이름이 제공된 경우, 이 이름은 테이블 스페이스를 포함하는 데이터

베이스의 로컬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경로 이름의 마지막 레벨

이 없는 경우, 부여된 이름의 디렉토리가 생성됩니다.
다음 예는 OS/2 또는 Windows NT 파일 시스템에서 세 개의 서로 다른 디스크에 디렉토리

로 구현된 세 개의 컨테이너로 SMS 테이블 스페이스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새 테이블 스

페이스에 테이블을 작성하여, 테이블의 데이터가 세 개의 디스크에 분산되도록 합니다. 물
론 CREATE TABLESPACE문을 실행하려면 테이블 스페이스를 작성할 데이터베이스에 세

션을 연결해야 합니다.

CREATE TABLESPACE sms1 MANAGED BY SYSTEM

USING(‘d:\sms1’, ‘e:\sms1’, ‘f:\sms1’);

CREATE TABLE accounts.receivalble

 (custo Char(6),

  amout Money,

  dueDate Date,

   PRIMARY KEY(custno, dueDate))

 IN sms1;

DMS 테이블 스페이스를 작성할 때 컨테이너를 구현하는 파일 또는 디바이스 이름뿐만 

아니라 해당 크기도 지정해야 합니다.
각 파일과 디바이스의 크기는 다수의 4KB 페이지로 지정되며, 스페이스의 지정된 용량은  

테이블 스페이스가 작성될 때 할당됩니다. 다음 예는 각각 10,000페이지의 파일로 구현된 

두 개의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DMS 테이블 스페이스를 작성합니다.

CREATE TABLESPACE dms2 MANAGED BY DATABASE

 USING (FILE ‘d:\dms2\dms2.dat’ 10000,

 FILE ‘e:\dms2\dms2.dat’ 10000);

UDB는 임시 테이블 스페이스와 긴 테이블 스페이스 등 두 종류의 특수 테이블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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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식합니다. 임시 테이블 스페이스는 임시 결과(예: 쿼리 처리 중에 정렬에 사용되는 테

이블)에 사용할 스페이스를 시스템에 제공합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에는 최소한 하나의 

임시 테이블 스페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테이블 스페이스는 CREATE TEMPORARY TABLE
SPACE문을 사용하여 작성 시점에서 임시 테이블 스페이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긴 테이블 스페이스는 대형 오브젝트 저장에 전용되는 테이블 스페이스입니다. 테이블

을 작성할 때, CREATE TABLE문은 테이블이 일반 테이블 스페이스에 다른 데이터와 혼용

된 대형 오브젝트를 저장할 것인지 또는 별도의 긴 테이블 스페이스를 사용할 것인지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대형 오브젝트를 다른 데이터와 분리하면 테이블의 클러스터링 특성이 

개선되며 테이블 스캔에 필요한 I/O 조작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긴 테이블 스페이스는 

DMS 테이블 스페이스여야 하며, CREATE LONG TABLESPACE문을 사용하여 작성 시점에

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는 긴 테이블 스페이스에 50,000페이지의 파일을 할당하고 

긴 테이블 스페이스를 사용하여 대형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CREATE LONG TABLESPACE longspace MANAGED BY DATABASE

 USING (FILE ‘f:\longspace\space1.dat’ 50000);

CREATE TABLE bridges

 (name Varchar(32),

  latitude Double,

  longitude Double,

  photo Blob(1M))

 IN dms2 LONG IN longspace;

CREATE TABLESPACE문에 다음과 같은 매개변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TENTSIZE는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컨테이너 내의 스페이스 할당 단위를 페이지로 지정

합니다.

• PREFETCHSIZE는 페이지 참조를 예측하여 I/O 대기 시간을 줄이려고 할 때 참조하기 전에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페치할 페이지 수를 지정합니다. 페이지 프리페치는 시스템에서 전

체 테이블을 스캔하거나 디스크에서 기본 메모리로 페치되는 페이지의 일반적인 패턴을 

발견할 때마다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 OVERHEAD는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새 I/O 조작을 시작할 예상 평균 대기 시간( 리초)이
며 SQL 옵티마이저용 정보로 제공됩니다.

• TRANSFERRATE는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하나의 4KB 페이지를 읽는 데 필요한 예상 시간

( 리초)이며 SQL 옵티마이저용 정보로 제공됩니다.

• BUFFERPOOL은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디스크에서 페이지를 페치하는 데 사용할 버퍼 

풀을 이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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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NODEGROUP은 병렬 데이터베이스에만 해당됩니다. 테이블 스페이스가 저장된 노드 

그룹을 이름 지정합니다. 노드 그룹은 병렬 시스템의 노드 콜렉션입니다. 노드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2.2절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선택적 매개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QL 참조서 및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

오. 이러한 매개변수는 여러 응용프로그램에 적합한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ALTER TABLESPACE
테이블 스페이스가 작성된 후 변경사항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 테이블 스페이스의 PREFETCHSIZE, OVERHEAD, TRANSFERRATE 및 BUFFERPOOL 등록 

정보는 다음 예와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ALTER TABLESPACE userspace1

 PREFETCHSIZE 64;

• 다음 예와 같이 새 컨테이너를 DMS 테이블 스페이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ALTER TABLESPACE longspace

   ADD (FILE ‘f:\longspace\space2.dat’ 50000);

새 컨테이너가 테이블 스페이스에 추가되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기존 컨테이너에서 

새 컨테이너로 일부 extent를 이동시켜 테이블 스페이스의 데이터가 모든 컨테이너에 균형

적으로 안배되도록 합니다. 

DROP TABLESPACE
테이블 스페이스를 삭제하면 테이블 스페이스에 포함된 모든 오브젝트(예: 테이블 및 인덱

스)가 완전히 손상됩니다. 그러나 테이블이 여러 테이블 스페이스에 걸쳐 있는 경우(예를 

들어, 한 테이블 스페이스에는 데이터가, 또 다른 테이블 스페이스에는 인덱스와 대형 오브

젝트가 있는 경우), 테이블을 삭제할 때까지는 테이블 일부를 포함하는 어떤 테이블 스페이

스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스페이스를 삭제하는 명령문의 예입니다.

DROP TABLESPACE dms2;

10.1.2 데이터베이스 작성 및 삭제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작성 프로세스에 대해 알

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서버 머신의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디렉토리의 경로 이름

은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값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

램 구성 매개변수 DFTDBPATH로 제어됩니다.) 동일한 디렉토리에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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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LIST DATABASE DIRECT
ORY ON <경로> 명령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10.3절에서 설명한 대로 제어 센터의 데이터

베이스 작성을 호출하는 것입니다. 제어 센터에서 대화 상자를 통해 새 데이터베이스 특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명령 센터와 같은 대화식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CREATE 
DATABASE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CREATE DATABASE 명령은 데이터베

이스 이름만 지정하면 되고, 다음 예와 같이 모든 속성을 디폴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REATE DATABASE mydata;

약간 더 복잡한 다음 예는 지정된 디렉토리에 일본어 문자 세트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이터베이스를 작성하도록 지정합니다.(2바이트 데이터베이스) 지원되는 코드 세트와 국가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 안내서의 부록 M을 참조하십시오.

CREATE DATABASE japan1

 ON ‘D:\db\japan1’

 USING CODESET IBM-932 TERRITORY Ja_JP;

새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때 UDB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지정된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할 실제 디렉토리를 작성하고, 데
이터베이스 복구 로그를 보관하고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처리할 파일을 작성합니다.

• 일련의 테이블 스페이스를 작성합니다. 테이블 스페이스의 특성은 CREATE DATABASE 명
령에서 지정하거나 디폴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로 새 데이터베이스는 SYSCAT
SPACE(카탈로그 테이블용), USERSPACE1(사용자 데이터용) 및 TEMPSPACE1(임시 스토리

지용)의 세 가지 SMS 테이블 스페이스를 작성합니다. 추가 테이블 스페이스는 나중에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베이스에는 최소한 하나의 임시 테이블 스페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 SYSCATSPACE 테이블 스페이스에 모든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과 해당 뷰를 작성하고 이

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를 채웁니다. 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카탈로그 테이블과 뷰 세트

는 약 2MB의 디스크 스페이스를 점유합니다. 

• 새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 값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구성 매개변수

(예: DESET 및 TERRITORY) 중 일부는 CREATE DATABASE 명령에서 지정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는 디폴트값을 수신합니다.

•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새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유틸리티 프로그램 

세트를 바인드하여 패키지를 작성합니다.

•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 사용자에게 DBADM 권한을 부여하고 PUBLIC에 CONNECT, CREA
TETAB 및 BINDADD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용자는 새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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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에 연결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에 테이블을 작성한 후 데이터베이스 내의 응용프로

그램을 바인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DBADM 보유자는 PUBLIC에서 이러한 특권을 

취소한 후 개별 사용자에게 부여된 보다 구체적인 특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삭제는 SYSADM 또는 SYSCTRL 권한을 보유한 경우 아주 간단합니다. 제
어 센터의 데이터베이스 삭제를 호출하거나 다음 예와 같이 DROP DATABASE 명령을 실행

하여 태스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DROP DATABASE  mydata;

데이터베이스는 응용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베

이스 관리자는 제어 센터의 응용프로그램 강제 중단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응용프

로그램 연결을 강제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10.1.3 데이터 위치
그림 10-2는 UDB가 서버의 파일 스페이스에서 물리적 파일 콜렉션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상주하는 경로 이름은 데이터베이스 작성 시 지정됩니다. 이 

디렉토리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 UDB 인스턴스 이름을 갖는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

습니다. 계층 구조의 다음 디렉토리에는 노드 번호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대의 

머신에 파티션된 경우, 파티션마다 다른 노드 번호가 부여됩니다.) 계층 구조의 다음 레벨

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경로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마다 하나의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각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스페이스로 구성되며, 테이블 스페이스는 다시 컨테이너로 구

성됩니다. 테이블 스페이스는 디렉토리나 파일에 직접 맵핑되지 않으므로 그림 10-2에 명

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SMS 테이블 스페이스의 경우, 각 컨테이너는 디렉토리입니

다. 컨테이너 디렉토리의 위치는 테이블 스페이스 작성 시 지정되며 상대 경로 이름은 데이

터베이스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SMS 컨테이너에서 각 파일은 다른 테이블이나 

인덱스에 속한 데이터를 보유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된 테이블에 속하는 데이터는 여러 컨

테이너 디렉토리 각각에 SQL00005.DAT라는 파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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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SMS 테이블 스페이스를 사용한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성

그림 10-2는 SYSCATSPACE, USERSPACE1 및 TEMPSPACE1 등 세 가지 디폴트 테이블 스

페이스의 컨테이너 디렉토리 이름을 보여줍니다.

추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그림 10-2에 표시된 파일을 함부로 변경

해서는 안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운영 체제의 보안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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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병렬 데이터베이스 
UDB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자세하기 다루기에 앞서, UDB가 선보인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병렬 데이터베이스 지원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병렬 데이터베이스는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DB2는 오래 전부터 특정한 병렬 처리를 지원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점에서 다수

의 사용자와 응용프로그램이 같은 데이터베이스와 실행 트랜잭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동시에 실행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사이에서 

한 번에 한 사용자씩 처리 시간을 작게 분할하는 것입니다. DB2 버전 2와 같은 직렬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각 사용자를 담당하며 물리적 프로세서가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해 시간을 안배합니다.
UDB가 선보인 새 기능은 다중 프로세서를 활용하여 여러 프로세스가 어느 한 사용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동일 SQL문에 대한 작업을 여러 개의 프로세서에 할당함

으로써 다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스캔하고 명령문 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UDB 병렬 처리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파티션 개념입니다. 병렬 시스템에서 데이

터베이스는 파티션이라는 여러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각 테이블

은 일부 행을 개개의 파티션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파티션은 별도의 머신에서 실행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며, 대개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파티션

을 동일한 머신에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데이터베이스 파티션에는 고유의 로그와 

고유의 인덱스 세트가 있습니다.
UDB는 SQL문 처리에 두 종류의 병렬 처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내 병렬 처리는 

단일 파티션 내의 동시 프로세스를 가리키며, 파티션간 병렬 처리는 여러 파티션의 동시 프

로세스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병렬 처리는 서로 독립적이며 상대적인 중요성은 

하드웨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편의상 앞으로는 파티션내 병렬 처리를 intraPP로, 파티

션간 병렬 처리를 interPP로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SQL문의 처리는 intraPP, interPP 
또는 양쪽을 모두 수반할 수 있습니다.

10.2.1 파티션내 병렬 처리
intraPP는 대칭적 다중 프로세서(SMP) 머신에 사용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다중 프로세서는 

그림 10-3에 표시된 대로 메모리와 디스크를 공유합니다. intraPP를 사용하기 위해 옵티마이

저는 SQL문 처리 시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는 다중 스레드가 들어 있는 액세스 플랜을 생성

합니다. intraPP의 정의상 단일 데이터베이스 파티션 내에서 발생하므로 모든 스레드는 파

티션 내의 모든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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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대칭적 다중 프로세서의 파티션내 병렬 처리

플랜 등급이라고 하는 액세스 플랜의 스레드 수는 시스템의 실제 프로세서 수를 초과하

거나 미만일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보다 스레드가 많으면 프로세서는 스레드 사이에 시간

을 안배하면서 스레드의 활성을 유지합니다. 프로세서가 하나뿐인 머신에서도 intraPP를 사

용할 수는 있으나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intraPP는 모든 버전의 UDB(Personal Edition 포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traPP의 예로, 최고 대우를 받는 기술자의 연봉을 검색하는 다음 SQL 쿼리를 살펴보겠

습니다.

SELECT max(salary)

FROM   emp

WHERE  job = ‘Engineer’;

JOB 인덱스가 없는 경우, 옵티마이저는 전체 EMP 테이블에 걸쳐 스캔을 호출하여 최고 

연봉 수령자를 추적해 나갑니다. 등급 4인 intraPP를 사용하기 위해 옵티마이저는 네 개의 

스레드가 있는 플랜을 생성하고, 이들 스레드는 각기 다른 테이블 파트를 스캔하여 해당 파

트에서 최고 연봉 수령자를 찾습니다. 네 개의 영역을 모두 스캔하고 나면, 스레드 중 하나

는 네 개의 스레드가 발견한 최고 연봉과 비교하여 쿼리 결과로 제공할 전역 최대값을 선택

합니다. 플랜을 실행하는 데 네 개의 실제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단일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쿼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의 약 1/4로 처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네 개의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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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 개 또는 세 개의 프로세서가 공유하더라도 성능은 현저하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intraPP는 SQL에 완전히 투명합니다. SQL문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시스템 성능 향상을 

제외하면 명령문 수행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UDB 인스턴스는 INTRA_PARALLE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구성 매개변수

가 intraPP를 이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INTRA_PARALLEL이 예로 설정된 경우, 옵티

마이저는 다중 스레드를 포함하는 플랜을 생성하고 런타임 시스템은 다중 프로세서를 사

용하여 이러한 플랜을 실행합니다. INTRA_PARALLEL을 아니오로 설정하면, 시스템이 단

일 스레드 플랜과 직렬 실행으로 제한됩니다. INTRA_PARALLEL의 디폴트값은 UDB 인스

턴스가 설치된 하드웨어 플랫폼에 따라 다릅니다. 다중 프로세서 머신의 경우에는 예이고, 
단일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아니오입니다.

응용프로그램이 바인드되면 PREP 또는 BIND 명령의 DEGREE 옵션으로 프로그램에 생

성된 플랜의 등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DEGREE는 하나의 정수 또는 ANY로 설정할 수 있

습니다. ANY로 설정할 경우 옵티마이저가 선택한 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DEGREE
의 디폴트값은 DFT_DEGREE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로 제어하는데, DFT_DEGR
EE는 디폴트 값이 1입니다.

동적 SQL문에 대해 생성된 플랜 등급은 CURRENT DEGREE라는 특수 레지스터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DEGREE 바인드 옵션처럼 CURRENT DEGREE는 정수 또는 ANY로 설정될 

수 있으며, 그 디폴트값은 DFT_DEGREE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로 제어됩니다.
시스템에서 플랜을 실행할 때 동시에 활동 중인 스레드 수는 플랜 등급으로 제한되며, 

MAX_QUERYDEGREE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구성 매개변수 또는 SET RUNTIME 
DEGREE 명령으로 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시스템에 다중 프로세서가 있는 경우에도, 디폴트로 UDB가 intraPP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intraPP를 이용하려면 명시적으로 DEGREE 바인드 옵션을 지

정하고, CURRENT DEGREE 레지스터 값을 설정하거나 DFT_DEGREE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를 수정해야 합니다.

10.2.2 파티션간 병렬 처리
InterPP는 대개 각각 다른 프로세서와 공유하지 않는 고유의 기본 메모리와 디스크를 갖춘 

프로세서 콜렉션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하드웨어 구성을 때로는 “비공유(shared-not
hing)” 또는 “대량 병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각 프로세서는 자율적이고, 비공유(shared-not
hing) 시스템은 매우 융통성이 있으며, 프로세서를 더 추가하여 매우 큰 데이터베이스를 처

리할 수 있도록 쉽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프로세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한 파티션

을 소유하며 고유의 파티션에서만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interPP를 포함하는 UDB는 다수의 Risc System/6000 프로세서를 고속 스위치로 연결한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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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2와 같은 병렬 하드웨어 플랫폼에 많이 사용됩니다. SP2 시스템의 프로세서는 물리적으로

는 서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유의 기본 메모리와 디스크를 사용합니다.

그림 10-4: 이기종 플랫폼의 파티션내 병렬 처리

각 프로세서에는 고유의 기본 메모리와 고유의 디스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int
erPP를 포함하는 UDB는 근거리 통신망 또는 광역 네트워크로 연결된 독립적 머신 콜렉션

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에서 참여 머신은 서로 유사하거나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여 머신 일부 또는 전부는 그림 10-4에 표시된 대로 고유의 interPP를 제공하는 

대칭적 다중 프로세서일 수 있습니다.
interPP는 AIX용 DB2 Parallel Edition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의 각 파

티션을 노드라고 했습니다. UDB에서도 파티션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었으나 일부 용어는 

기존 제품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티션 그룹을 노드 그룹이라고 하며, AL
TER NODEGROUP과 같은 명령으로 조작합니다. 혼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드와 파티션이

라는 용어는 같은 개념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interPP를 포함하는 UDB를 사용하려면 각 참여 머신에 UDB Enterprise Extended Edition을 

설치해야 합니다. 각 머신의 sqllib 디렉토리에서 각 참여 머신의 호스트 이름을 나열하고 

머신에 0 - 999 사이의 노드 번호를 지정하는 db2nodes.cfg라는 노드 구성 파일을 작성해

야 합니다. 다음 예는 태양계의 행성을 뜻하는 호스트 이름을 갖는 6개의 머신에 노드 번호

를 지정하는 간단한 노드 구성 파일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노드 구성 파일은 동일한 머신

에 여러 개의 노드가 지정되거나 둘 이상의 활동 중인 TCP/IP 인터페이스가 있는 경우에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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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mercury

1 venus

2 mars

3 jupiter

4 saturn

5 neptune

참여 머신에서 db2start 또는 db2stop 명령을 실행하여 병렬 UDB 시스템을 시작하

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노드 구성 파일에 나열된 모든 머신으로 전달됩니다.
interPP를 포함하는 UDB에서 각 테이블 스페이스는 테이블 스페이스가 작성될 때 지정한 

노드 그룹에 지정됩니다. 노드 그룹은 노드 구성 파일에 나열된 하나 이상의 노드 콜렉션입

니다. 각 테이블의 행은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 노드 그룹에 있는 노드로 분배됩니

다. 노드 그룹은 다음 예와 같은 명령문으로 작성하고 이름을 부여합니다.

CREATE NODEGROUP group1 ON NODE ( 0 );

CREATE NODEGROUP group2 ON NODE ( 1, 3, 5 );

CREATE NODEGROUP group3 ON ALL NODES;

다음과 같은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정의된 모든 노드(파티션)와 노드 그룹 목록을 얻

을 수 있습니다.

LIST NODES;

LIST NODEGROUPS SHOW DETAIL;

데이터베이스가 작성되면 다음 디폴트 노드 그룹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 IBMDEFAULTGROUP: 모든 데이터베이스 파티션을 포함하고 USERSPACE1 테이블 스페이

스의 노드 그룹입니다.

• IBMTEMPGROUP: CREATE DATABASE 명령이 실행된 파티션만 포함하고 SYSCATSPACE 
테이블 스페이스의 노드 그룹입니다. IBMCATGROUP의 파티션은 데이터베이스용 카탈로

그 노드라고 하며,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이 저장된 유일한 파티션입니다.

•  IBMTEMPGROUP: 모든 데이터베이스 파티션을 포함하고 TEMPSPACE1 테이블 스페이스

의 노드 그룹입니다.

다중 파티션 노드 그룹의 테이블(파티션된 테이블이라고 함)은 테이블 행이 파티션으로 

분배된 방법을 판별할 수 있는 파티션 키를 가져야 합니다. 테이블 작성 시 지정된 파티션 

키는 하나 이상의 컬럼으로 구성되며, 이 중 어느 컬럼도 LOB 데이터 유형을 가질 수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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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행이 파티션된 테이블에 삽입되면 파티션 키의 값은 0 - 4,096 사이의 값으로 해시(has
h)됩니다. 결과 값은 그림 10-5에 표시된 대로 행이 저장될 파티션의 노드 수를 판별하는 4,0
96개의 항목 배열인 노드 그룹의 파티션 맵에 인덱스로 사용됩니다. 노드 그룹이 작성되면 

노드 그룹에는 노드 그룹의 파티션 각각에 대해 동일한 항목 수가 들어 있는 디폴트 파티션 

맵이 제공됩니다. 10.7.6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노드 그룹의 파티션 맵은 데이터 불균형(d
ata skew; 파티션 키 값의 일정하지 않은 분배)을 보상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병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응용프로그램 또는 사용자 세션의 경우, CONNECT 명령이 

처리된 노드(파티션)를 코디네이터 노드라고 합니다. 물론 동일하거나 다른 코디네이터 노

드를 사용하여 여러 세션을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션의 코디네이

터 노드는 클라이언트와 통신해야 하며, 필요한 만큼 다른 노드에 작업을 분배해야 합니다. 
코디네이터 노드는 트랜잭션을 진행하는 동안 노드가 실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단계 커

미트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트랜잭션은 참여하는 모든 노드에서 롤백됩니다.
interPP는 거의 완전하게 SQL에 투명합니다. interPP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유일한 

규칙 및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테이블 스페이스가 다중 노드의 노드 그룹에 있는 각 테이블에는 파티션 키가 있어야 합니

다.

2. 파티션 키 컬럼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컬럼 중 하나의 값을 갱신하려면 행을 삭제

한 후 새 값을 삽입해야 합니다.)

3. 파티션 테이블에 기본 키, 고유 제한조건 또는 고유 인덱스가 있는 경우, 고유성이 시행되

는 컬럼은 테이블의 파티션 키 컬럼을 포함해야 합니다.

병렬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SQL문 처리를 위한 병렬 플랜을 작성하는 것은 (코디네이터 

노드에서 실행 중인) 옵티마이저의 역할입니다. 옵티마이저는 파티션 사이에서 데이터 이

동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업 분할을 시도합니

다. 병렬 플랜은 해당 파티션에서 완료할 작업을 세분화하는 파티션 각각의 서브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서브섹션은 코디네이터 노드에서 다양한 파티션으로 분배하며, 이 파티션은 

그 결과를 코디네이터 노드로 리턴합니다. 여기서 그 결과가 결합되어 클라이언트로 전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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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파티션에 행을 지정할 파티션 맵 사용

테이블 파티션 방법을 신중하게 계획하면 응용프로그램의 성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파티션 기법의 하나를 공동 배치(collocation)라고 합니다. 두 테이블

은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가 동일한 노드 그룹에 있고 해당 파티션 키의 데이터 유형이 동일

한 경우에 공동 배치되었다고 합니다.1)  두 테이블이 매우 빈번하게 같이 조인되는 경우, 파
티션 키로 해당 조인 컬럼을 사용하여 두 테이블을 공동 배치함으로써 조인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조인될 각각의 테이블 행은 항상 같은 파티션에 저장되며, 각 

파티션은 독립적으로 조인 파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 배치되지 않은 두 테이블 A와 B 사이에서 조인이 실행되어야 할 경우, 상당한 데이

터 양이 파티션 사이에서 이동해야 합니다. 옵티마이저가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1) 길이가 다른 Real, Double 및 문자열과 같은 특정 데이터 유형 조합의 파티션 키 쌍은 공동 배치 목적으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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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 equi-join 술어에 테이블 A의 파티션 키가 포함된 경우, 테이블 B의 행을 일치하는 테이블 A
의 행을 포함하는 파티션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의 파티션 키도 포함하지 않는 equi-join 술어로 조인될 경우, 두 테이

블의 행은 해당 조인 컬럼에 기초한 임시 파티션 키에 따라 재분배될 수 있습니다.

• 조인이 equi-join이 아니거나 테이블 B가 매우 작은 경우, 시스템에서는 테이블 A의 행을 포

함하는 모든 파티션으로 테이블 B의 모든 행을 전송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파티션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또 다른 기법으로 버퍼 삽입이 있으며, 다
수의 행을 삽입해야 하는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합니다. 코디네이터 노드에서 행을 저장

할 파티션으로 행을 개별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응용프로그램이 프리컴파

일되거나 INSERT BUF 옵션으로 바인드된 경우, 코디네이터 노드는 버퍼에 삽입된 행을 해

당 목적지 파티션으로 바로 전달하지 않고 누적합니다. 하나의 4KB 버퍼는 각각의 목적지 

파티션 에 사용됩니다. 버퍼가 가득차거나 UPDATE, DELETE, COMMIT 또는 ROLLBACK과 

같은 또 다른 SQL문이 있으면, 버퍼의 모든 행은 목적지 파티션으로 함께 전송됩니다. 이러

한 전략의 결과 중 하나는 삽입 오류가 정확하게 발생 시점에서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

다. 예를 들어, 삽입된 행 가운데 하나에 고유 키 위반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위반은 버퍼가 

목적지 파티션으로 전송될 때까지 발견되지 않으며 보고되지 않습니다. 버퍼가 전송되는 

SQL문으로 오류가 리턴되며 이 명령문은 버퍼의 모든 삽입 내용과 함께 롤백됩니다.
파티션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최적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10.2.3 병렬 시스템 재구성
UDB의 파티션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비공유(shared-nothing) 시스템 아키텍

처의 이점 중 하나는 시스템을 변경된 요구사항에 적용시켜야 할 때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interPP를 포함하는 UDB 시스템에서 명령을 

사용하여 파티션 사이에서 데이터를 재분배하거나 새 파티션을 추가하거나 기존 파티션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 대부분이 DB2 Parallel Edition 버전 1에서 선보였으므로 파

티션보다는 노드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앞으로는 노드라는 표

현도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 재분배

데이터는 다음 예에서처럼, REDISTRIBUTE NODEGROUP 명령에 의해 노드 그룹의 노드 사

이에서 재분배될 수 있습니다.

REDISTRIBUTE NODEGROUP group1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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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STRIBUTE NODEGROUP 명령은 카탈로그 노드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다음 소스 중 임의의 소스에 해당하는 새 파티션 맵에 따라 데이터를 분배합니다. 

1. 동일한 해시 버켓 수를 각 노드에 맵핑하는 균등한 맵일 수 있습니다(위의 예와 같이).

2. 해시 버켓 사이에서 데이터 행을 분배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사용자 제공 분산 파일에 따라 

계산될 수 있습니다. 분산 파일에는 4,096개의 해시 버켓에 맵핑하는 상대적인 행 수를 나

타내는 4,096개의 양의 정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UDB는 불균형 데이터 분배를 보상하는 

새 파티션 맵을 자동으로 생성하므로, 결과적으로 노드 사이에서 행이 균일하게 분배됩니

다.

3. 수동으로 또는 스플리터(Splitter)와 같은 유틸리티를 사용하여(10.7.6절 참조) 작성될 수 있

습니다. 

REDISTRIBUTE NODEGROUP 명령은 한 번에 하나씩 노드 그룹에 행이 있는 각 테이블에

대해 배타적 잠금을 획득하여, 새 파티션 맵에 따라 해당 노드로 모든 테이블 행을 이주합

니다. 또한 이러한 테이블에서 작동하는 모든 패키지를 무효화하기도 합니다. 명령이 완료

되면 sqllib/redist 디렉토리에 완료 메시지가 들어 있는 파일을 기록합니다.

추가 정보: 노드 그룹에 데이터를 재분배한 후에는 프로세스가 무효화한 모든 패키지를 리

바인드하고 영향을 받는 모든 테이블의 최신 통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RUNSTATS 명령

을 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드 추가

UDB 시스템에 노드를 추가하는 프로세스는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1. 기존 노드에서 새 노드의 노드 번호 및 호스트 이름을 지정하여 START DATABASE MANA
GER 명령을 ADDNODE 옵션과 함께 실행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은 머신 ZURBIE의 

포트 0에 상주하는 노드 번호가 9인 새 노드를 추가합니다.
START DATABASE MANAGER NODENUM 9

 ADDNODE HOSTNAME zurbie PORT 0;

이 명령은 현재 UDB 인스턴스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기 위해 새 노드

에 디렉토리와 파일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새 노드는 다음에 시스템을 중지할 때까지 시스

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UDB 인스턴스를 중지한 후 재시작하십시오.

STOP DATABASE MANAGER;

START DATABASE MANAGER;

시스템을 중지한 후 재시작하면 새 노드가 db2nodes.cfg 파일에 추가되며,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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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됩니다. 그러나 새 노드는 여전히 어떤 노드 그룹의 구성원도 아닙니다.

3. 새 노드가 참여할 노드 그룹마다 ALTER NODEGROUP문을 실행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은 노드 9를 노드 그룹 GROUP1의 일부로 만들고 이 노드 그룹의 테이블 스페이스마다 

노드 7의 기존 컨테이너와 유사한 노드 9의 컨테이너 세트를 작성합니다.
ALTER NODEGROUP group1

  ADD NODE 9 LIKE NODE 7;

이제 새 노드는 노드 그룹 구성원이며 데이터를 보유할 컨테이너 세트를 갖고 있지만, 어
떤 파티션 맵에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4. 새 노드를 포함하는 노드 그룹마다 다음과 같은 REDISTRIBUTE NODEGROUP 명령을 실행

하십시오.
REDISTRIBUTE NODEGROUP group1 UNIFORM;

이전 절에서 설명한 대로, 이 명령으로 인해 데이터는 노드 그룹의 모든 노드 내용을 재

조정하면서 새 노드로 이주합니다. 이제 새 노드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드 삭제

UDB 시스템의 노드 삭제 프로세스는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1. 노드가 구성원인 노드 그룹마다 ALTER NODEGROUP을 실행하여 다음 예와 같이 노드를 

삭제하십시오.
ALTER NODEGROUP group1 DROP NODE 9;

이 명령을 실행한 후에는 노드가 더 이상 노드 그룹의 구성원이 아니지만, 여전히(일시적으

로)노드 그룹에 속하는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2. 영향을 받는 노드 그룹마다 다음과 같은 REDISTRIBUTE NODEGROUP 명령을 실행하십시

오. 
REDISTRIBUTE NODEGROUP group1 UNIFORM;

이 명령은 삭제된 노드를 제외시키는 새 파티션 맵을 생성하며 삭제된 노드에서 노드 그

룹의 다른 노드로 모든 데이터를 이주합니다.

3. 삭제된 노드에서 DROP NODE VERIFY 명령을 실행하여 노드가 더 이상 사용 중이 아님을 

확인하십시오.

4.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시스템을 중지하십시오.

STOP DATABASE MANAGER DROP NODENUM 9;

DROP NODENUM절로 인해 노드는 db2nodes.cfg 파일에서 삭제됩니다. 시스템이 재

시작되면 노드는 더 이상 시스템의 일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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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제어 센터 
제어 센터는 UDB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그래픽 도구입니다. 물리적 스페이스 할

당, 테이블 및 기타 오브젝트 작성, 사용자 권한 부여 제어, 백업 및 복구 수행과 같은 일상적

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태스크를 처리하기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위

치한 머신이나 다른 머신에서 제어 센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어 센터를 사용하

여 여러 다른 머신에서 여러 UDB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어 센터는 보완적인 기능과 일관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UDB 도구 

콜렉션 중 하나입니다. 콜렉션의 기타 도구 중 일부는 3장, 명령 센터, 스크립트 센터, 저널 

및 정보 센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도구는 다른 도구를 호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 세트로 표시됩니다.
제어 센터를 시작하려면 데스크탑에서 제어 센터 아이콘(DB2를 설치할 때 작성된 관리 

도구 폴더 내에 있음)을 더블 클릭합니다.
제어 센터는 OS/2 및 Windows 머신에서 실행되나 AIX 또는 기타 UNIX 플랫폼에서는 실

행되지 않습니다. UDB 시스템이 UNIX 머신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OS/2 또는 Windows 머
신에서 실행 중인 제어 센터에서 리모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CLP와 

같은 텍스트 지향 인터페이스에서 명령을 입력하여 그래픽 인터페이스에 앞서 데이터베이

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어 센터의 거의 모든 함수는 Command Reference에서 설명한 텍

스트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IBM에서는 임의 플랫폼의 웹 브라우저에서 UDB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제어 센터를 보강할 계획입니

다. 실제로 이러한 웹 기반 도구 중 일부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실 무렵에는 사용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제어 센터는 환경을 오브젝트의 계층 구조로 파악합니다. 계층 구조의 최상위 오브젝트

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어딘가에 있는 UDB가 설치된 머신입니다. 제어 센터는 파악하

고 있는 시스템의 목록을 관리하고, 해당 네트워크 주소, 운영 체제 및 통신 프로토콜 등과 

같이 각각의 시스템과 통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제어 센터에 알려진 각 시스템 내에는 하나 이상의 UDB 인스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시스템의 여러 인스턴스가 일부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각 인스

턴스는 별도의 UDB를 설치한 것처럼 동작합니다.
특정 시스템의 인스턴스는 물리적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별도로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각 인스턴스에는 시스템 관리 권한이 있는 고유 사용자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UDB 인스턴스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베이스

에는 이름과 데이터베이스의 오브젝트를 설명하는 고유의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 세트가 

있습니다. 각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권한과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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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성할 권한과 같은 고유의 부여 가능한 권한 세트가 있습니다.
시스템, 인스턴스 및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UDB가 설치된 시스

템의 로컬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이러한 시스템에 존재하는 인스턴스 및 데이터

베이스를 찾는 발견이라는 제어 센터 기능을 호출하여 제어 센터에 알릴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테이블, 뷰, 인덱스, 트리거 및 패키지를 포함한 다수의 오브젝

트 유형이 있습니다. 시스템,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오브젝트 사이의 계층 관계

는 그림 10-6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두 시스템을 보여주는데, 한 시스템은 런던에 있

고 하나는 뉴욕에 있습니다. 각 시스템에는 두 개의 UDB 인스턴스가 들어 있고,  각각의 인

스턴스는 다시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합니다. 그림 10-6의 모든 오브젝트는 뉴욕 시

스템, 런던 시스템 또는 그림에 표시되지 않은 제 3의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하나의 제어 센

터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어 센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그림 10-7에 나와 있습니다. 제어 센터 창은 왼쪽 패널 

과 오른쪽 패널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왼쪽 패널은 위로는 시스템에서 아래는 테

이블이나 뷰와 같은 작은 오브젝트에 이르기까지 제어 센터에 알려진 오브젝트 계층 구조

를 보여줍니다. 계층 구조의 일부 항목은 일반 유형의 오브젝트를 표시하며(예: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나머지는 특정 오브젝트를 표시합니다(예: 특정 데이터베이스). 계층 구조

의 각 항목은 ‘+’ 또는 ‘-’ 기호를 포함하는 작은 상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기호는 세부

사항이 더 있음을 알려줍니다. ‘+’ 기호를 누르면 구성요소 부분을 표시하는 항목이 펼쳐지

며 ‘+’ 기호는 ‘-’ 기호로 변합니다. ‘-’ 기호로 표시된 항목은 이미 완전히 펼쳐져 있으며, ‘-’ 
항목을 누르면 화면에서 구성요소 부분이 삭제되면서 스페이스를 절약하게 됩니다. 왼쪽 

패널에 표시된 오브젝트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르면 오브젝트가 “선택되며”, 해당 구성

요소 부분은 오른쪽 패널에 표시됩니다. 특정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테이블과 같은 일반 유

형의 오브젝트를 표시하는 항목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른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개

별 테이블이 오른쪽 패널에 나타납니다.
그림 10-7의 제어 센터 화면은 시스템 이름인 cheddar 및 DB2TEST1을 보여줍니다. DB2

TEST1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TBC-MD, DWCTBC, DWCTRLDB 및 SAMPLE을 관리 중인 

DB2라는 단일 UDB 인스턴스를 포함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펼쳐집니다. SAMPLE 데이

터베이스도 오른쪽 패널에 표시된 테이블 목록을 포함하여 해당 구성요소 부분을 표시하

기 위해 펼쳐졌습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펼쳐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 기호로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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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시스템, 인스턴스 및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계층 관계

제어 센터의 왼쪽 또는 오른쪽 패널에서 오브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눌러 해당 오

브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조치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제어 센터 메뉴에서 조치를 호출하

면 대부분의 일상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에 대해 제

어 센터는 조치 세부사항에 대한 프롬프트를 표시하고,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며, 입력 유

효성을 확인하는 편리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제어 센터 메뉴에 나타나는 대

부분의 조치는 명령 센터 또는 CLP와 같은 텍스트 기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이나 SQL문과 동일합니다. 물론 제어 센터에서 특정 조치를 호출하려면 동일한 

명령 또는 SQL문 실행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권한 레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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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제어 센터 화면

오브젝트 유형별로 제어 센터에서 지원하는 조치를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습니다.2) 소개

한 조치 외에, 두 개의 일반 조치가 오브젝트 계층 구조의 여러 레벨에서 적용됩니다. 그 가

운데 하나는 최신 변경사항을 표시할 제어 센터 화면을 갱신하는 새로 고침이며, 또 하나는 

선택한 오브젝트와 해당 구성요소 작동을 위해 새 제어 센터를 여는 새 제어 센터 열기가 

있습니다.

10.3.1 시스템(일반)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UDB 인스턴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제어 센터에서 통신할 수 있는 머

신을 가리킵니다. 제어 센터에서는 알려진 시스템 목록을 관리하고 다음 조치를 지원합니

다.

2) 이 절에서 설명하는 조치는 단일 파티션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됩니다. 다중 파티션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는 조

치는 개념은 유사하나 세부적으로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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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알려진 시스템의 제어 센터 목록에 새 시스템을 추가합니다. 이 조치를 호출하면 시스템, 
해당 네트워크 주소, 해당 운영 체제 및 시스템과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옵션에는 

TCP/IP, APPC, IPX/SPX 및 NetBIOS가 있음)을 지정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방

법으로, 대화 상자에서 “새로 고침” 단추를 눌러 UDB가 설치된 인접 머신을 로컬 네트워크

에서 검색한 후, 시스템 목록에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명령: CATALOG NODE
필수 권한: SYSADM 또는 SYSCTRL

10.3.2 시스템(특정)
다음 조치는 제어 센터 계층 구조에 표시된 특정 시스템에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스템의 제어 센터 설명에 주석을 추가하거나 운영 체제 또는 통신 프로토콜과 같이 기록

된 특성을 변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시스템의 제어 센터에서 기록한 특

성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제어 센터에서는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명령: CATALOG NODE
필수 권한: SYSADM 또는 SYSCTRL

제거

제어 센터에 알려진 시스템 목록에서 시스템을 제거합니다.
동일한 명령: UNCATALOG NODE
필수 권한: SYSADM 또는 SYSCTRL

액세스 프로파일 생성

선택한 시스템과 통신하는 방법을 UDB 클라이언트에 가르쳐주기 위해 다른 머신에서 사

용할 수 있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액세스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4절을 참조하십시오.) 대화 상자에서 생성할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3.3 인스턴스(일반)
인스턴스는 별도의 UDB 설치와 같이 동작합니다. 시스템에는 둘 이상의 인스턴스가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는 테스트용 인스턴스와 프로덕션용으로 별도의 인스

턴스, 또는 인사 부서용 인스턴스와 기술 부서용으로 다른 인스턴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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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스턴스가 별도로 관리되므로 각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은 하나의 인스턴스로 제한됩

니다.

추가

제어 센터에 알려진 새 인스턴스를 작성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어 센터

의 발견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발견 기능을 사용하려면 특정 시스템 아래의 제어 센터 

계층 구조에서 “인스턴스”를 누르고, 추가를 선택한 후 대화 상자에서 “새로 고침” 단추를 

누르십시오. 제어 센터에서는 선택한 시스템에 들어 있는 모든 UDB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발견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특정 인스턴스의 이름 및 특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동

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명령: CATALOG NODE
필수 권한: SYSADM 또는 SYSCTRL

10.3.4 인스턴스(특정)
다음 조치는 특정 인스턴스에서 지원됩니다.

시작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병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인스턴스는 모든 참여 머신에서 

시작됩니다. 인스턴스는 응용프로그램이나 대화식 세션이 인스턴스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베이스에 연결되기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명령: START DATABASE MANAGER
필수 권한: SYSADM, SYSCTRL 또는 SYSMAINT

중지

인스턴스를 중지합니다. 응용프로그램이나 대화식 세션이 해당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에 

연결된 상태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인스턴스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에 설명할 강제 조치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응용프로그램 연결을 강제로 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명령: STOP DATABASE MANAGER
필수 권한: SYSADM, SYSCTRL 또는 SYSMAINT

접속

다른 특정 인스턴스 레벨 조치에 필요한 사용자 ID와 암호를 입력하도록 프롬프트를 표시

합니다. 사용자 ID와 암호가 필요한 모든 조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러한 프롬프트를 

표시하므로 접속이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접속은 한 세션 중에 한 사용자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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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른 사용자 ID로 전환하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UDB 인스턴스는 수많은 조정이 필요한 복잡한 머신과도 같습니다. 모든 조정에는 일반적

인 사용 패턴에 적합한 디폴트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특정 하드

웨어 환경이나 응용프로그램 조합에 대한 인스턴스를 구성하기 위해 이러한 조정 중 일부

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UDB 인스턴스에 적용되는 조정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구성 매개변수라고 합니

다. 인스턴스가 작성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구성 매개변수는 디폴트값으

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매개변수 중 일부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메시지를 버퍼링

하는 데 사용되는 메모리 양과 같은 자원 할당을 처리합니다. 다른 매개변수는 SYSADM, 
SYSCTRL 및 SYSMAINT 권한이 있는 그룹 이름과 같은 규정의 결정을 기록합니다. 다른 매

개변수는 데이터베이스가 작성될 디폴트 디렉토리 등을 찾는 방법을 기록합니다. 일부 매

개변수는 시스템의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폴트가 아닌 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배된 트랜잭션에서는 TM_DATABASE 매개변수가 2단계 커미트 프로토콜을 

조정하는 데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선택한 인스턴스에 대해 구성을 선택하면 제어 센터에서는 환경, 관리 및 성능과 같은 범

주로 그룹화된 해당 인스턴스에 적용되는 모든 구성 매개변수 목록을 보여줍니다. 각 범주 

내에서 모든 구성 매개변수는 각 매개변수의 이름, 간단한 설명 및 현재 값이 들어 있는 테

이블 양식으로 표시됩니다.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매개변수 이름은 “DB2 매개변수”라는 레

이블이 붙은 테이블의 마지막 컬럼에 있으며, 이 이름을 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화면을 이

동시켜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범주 내에서 “찾기” 기능(손전등처럼 보이는 단추)을 사용

하여 특정 매개변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구성 매개변수 값을 변경

하거나 이 값을 디폴트값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어 센터에서는 매개변수 설정의 유

효성을 확인한 후 이 설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구성 매개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동일한 명령: UPDATE DATABASE MANAGER CONFIGURATION
필수 권한: SYSADM

추가 정보: 일부 구성 매개변수는 인스턴스를 재시작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지 및 

시작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신 설정

새 통신 프로토콜(예: TCP/IP 또는 NetBIOS)을 인스턴스에 추가하며,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

여 리모트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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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

선택한 인스턴스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현재 연결된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나열합니다. 
응용프로그램 각각에 대해 실행 중인 권한 부여 ID,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에서 응용프로그램 연결을 강제로 끊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 ID를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명령: LIST APPLICATIONS
필수 권한: SYSADM, SYSCTRL 또는 SYSMAINT

응용프로그램 강제 중단

응용프로그램 나열로 표시되는 에이전트 ID 중 하나를 지정하여 특정 응용프로그램 연결

을 강제로 끊거나 특정 인스턴스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모든 응용프로그램 

연결을 강제로 끊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명령: FORCE APPLICATION
필수 권한: SYSADM, SYSCTRL 또는 SYSMAINT

변경

제어 센터의 인스턴스 설명에 주석을 추가하거나 호스트 이름이나 통신 프로토콜과 같은 

기록된 특성을 변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인스턴스의 제어 센터에서 기록

한 특성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제어 센터에서는 인스턴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명령: CATALOG NODE
필수 권한: SYSADM 또는 SYSCTRL

제거

제어 센터에 알려진 인스턴스 목록에서 인스턴스를 제거합니다.
동일한 명령: UNCATALOG NODE
필수 권한: SYSADM 또는 SYSCTRL

스냅샷 모니터링

스냅샷 모니터는 다양한 세부사항 레벨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시스템 상태의 주기적인 “스
냅샷”을 캡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스냅샷 모니터가 수집할 정보는 모니터 

프로파일이라는 오브젝트에서 제어합니다. 제어 센터에서 특정 UDB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스냅샷 모니터링 조치를 호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스냅샷 모니터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인스턴스에서 정보 모니터링 시작

• 특정 인스턴스에서 정보 모니터링 중지

• 특정 인스턴스에 대해 최근에 수집된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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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인스턴스의 모니터 프로파일 표시 및 수정

(스냅샷 모니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9절을 참조하십시오.)
동일한 명령: UPDATE MONITOR SWITCHES, GET SNAPSHOT
필수 권한: SYSADM, SYSMAINT 또는 SYSCTRL

10.3.5 데이터베이스(일반)
다음 조치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됩니다.

작성

선택한 UDB 인스턴스 아래에 새로운 빈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합니다. 새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대한 프롬프트를 표시하는 일련의 대화 상자인 마법사에서 데이터베이스 작성 프

로세스를 통해 안내하며, 프로세스 각 단계에서는 디폴트값과 유용한 권고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 사용할 테이블 스페이스와 같은 세부사항을 지정하거나 이러한 

세부사항의 디폴트값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명령: CREATE DATABASE
필수 권한: SYSADM 또는 SYSCTRL

백업에서 작성

어느 정도 이전에 작성된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사본에서 새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합

니다. 제어 센터에서는 사용 가능한 백업 이미지 목록과 함께 프롬프트를 표시하며, 작성할 

새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명령: INTO 옵션을 사용한 RESTORE DATABASE
필수 권한: SYSADM 또는 SYSCTRL

추가

새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지 않으나 제어 센터에 알려진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합니

다. 예를 들어, 일부 리모트 UDB 인스턴스에서 관리하는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제어 센터 

계층 구조에 표시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인스턴스를 제어 센터에 추가한 후에는(인
스턴스(일반) 아래의 추가 참조) 이를 사용하여 계층 구조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적으

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는 리모트 인스턴스가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

로 발견하여 제어 센터 계층 구조에 모두 추가하는 편리한 발견 기능을 제공합니다. 발견 

기능을 사용하려면 추가 대화 상자에서 “새로 고침”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동일한 명령: CATALOG DATABASE
필수 권한: SYSADM 또는 SYSCT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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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요약 표시

스냅샷 모니터에서 현재 모니터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나열하고 가장 최근의 스냅샷에

서 데이터베이스마다 수집된 정보를 요약합니다. (스냅샷 모니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9
절을 참조하십시오.)

10.3.6 데이터베이스(특정)
다음 조치는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됩니다.

변경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의 로컬 이름, 해당 호스트 머신에 알려진 이름 및 주석을 표시합니다. 
주석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삭제

선택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지웁니다.
동일한 명령: DROP DATABASE
필수 권한: SYSADM 또는 SYSCTRL

제거

이 조치는 제어 센터에 알려진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선택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거합니다.
동일한 명령: UNCATALOG DATABASE
필수 권한: SYSADM 또는 SYSCTRL

재시작

진행 중인 트랜잭션을 중단하는 정전이나 소프트웨어 오류와 같은 장애 후에 데이터베이

스를 재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시작은 데이터베이스를 일관된 상태로 리스토

어하며, 실패가 적용되기 전에 커미트된 모든 트랜잭션과 실패 시 진행 중이던 모든 트랜잭

션이 롤백됩니다.
동일한 명령: RESTART DATABASE
필수 권한: 없음

연결

테이블 작성과 같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선택한 데이터베이

스와의 연결을 설정합니다. 연결은 사용자 ID와 암호를 입력하도록 프롬프트를 표시합니

다. 연결을 호출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필요한 다른 조치가 자동으로 확보되

며, 필요에 따라 사용자 ID와 암호를 입력하도록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연결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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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명시적으로 설정하면 시스템이 다른 조치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일한 SQL문: CONNECT
필수 권한: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의 CONNECT 권한

연결 끊기

연결의 반대입니다.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을 종료합니다.
동일한 SQL문: DISCONNECT
필수 권한: 없음

권한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레벨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와 그룹 목록을 표시

합니다.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추가 데이터베이스 레벨 권한을 부여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

다.
동일한 SQL문: 데이터베이스 레벨 권한을 위한 GRANT 및 REVOKE
필수 권한: DBADM

구성

인스턴스처럼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조정 기능

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는 조정을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조치는 각 매개변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의 현재 설정을 표시하는 대화 상자를 나타냅니다. 매개변수는 환경, 성능, 
로그, 복구 등과 같은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각 그룹 내에서 모든 매개변수는 각 매개변수

의 이름, 간단한 설명 및 현재 값이 들어 있는 테이블 양식으로 표시됩니다. (인스턴스 구성

처럼 매개변수 이름은 “DB2 매개변수”라는 레이블이 붙은 테이블의 마지막 컬럼에 있으며, 
이 컬럼을 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화면을 이동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 상자를 사

용하여 구성 매개변수 값을 변경하거나 이 값을 디폴트값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어 

센터에서는 매개변수 설정을 적용하기 전에 자동으로 이 설정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다
양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로그 그룹의 LOGRETAIN 및 USEREXIT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를 고려해 봅시

다. 포워드 복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려면 이러한 매개변수 중 하나는 1로 설정

되어야 합니다(10.6절 참조). LOGRETAIN 및 USEREXIT의 디폴트값은 0입니다.
동일한 명령: UPDATE DATABASE CONFIGURATION
필수 권한: SYSADM, SYSCTRL 또는 SYSM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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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구성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와 예상되는 매개변수 사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마법사를 호출합니다. 마법사는 예상되는 워크로드(예: 쿼리와 트랜

잭션의 상대적 우선순위와 분당 예상 트랜잭션 수)에 대한 일련의 질문과 함께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사용자의 응답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의 권장값 목록이 준비됩

니다. 제안되는 매개변수 값을 즉시 적용하거나 이 값을 파일에 저장한 후 나중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백업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사본을 작성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나중에 리스토어 조치로 

백업 시 원래 상태로 리스토어할 수 있습니다. 백업은 데이터베이스 사용 방법에 대한 질문

의 사용자 응답에 따라 백업 플랜을 권장하는 마법사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백업과 

리스토어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6절을 참조하십시오.
동일한 명령: BACKUP DATABASE
필수 권한: SYSADM, SYSCTRL 또는 SYSMAINT

리스토어

이전에 저장한 백업 사본에서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리스토어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가 포워드 복구로 구성된 경우, 백업 사본 작성 후에 커미트된 트랜잭션 작업을 다시 적용

하는 롤 포워드 조치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명령: RESTORE DATABASE
필수 권한: SYSADM, SYSCTRL 또는 SYSMAINT

새로 리스토어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사본에서 새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합니다.
동일한 명령: INTO 옵션을 사용한 RESTORE DATABASE
필수 권한: SYSADM 또는 SYSCTRL

롤 포워드

백업 사본 작성 후에 커미트된 트랜잭션의 변경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적용하기 위

해 리스토어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롤 포워드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포워드 복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명령: ROLLFORWARD DATABASE
필수 권한: SYSADM, SYSCTRL 또는 SYSM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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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포워드 중지

데이터베이스가 포워드 복구로 구성된 경우, 리스토어는 롤 포워드 보류라는 상태로 데이

터베이스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백업 사본에서 리스토어되었

으나, 시스템 로그에는 백업 사본 작성 후에 커미트되고 아직 다시 적용되지 않은 일부 트

랜잭션이 들어 있습니다. 롤 포워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롤 포워드 보류 

상태에서 해제하여 사용 가능하게 하고 롤 포워드되지 않은 트랜잭션 결과를 효과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명령: STOP 옵션을 사용한 ROLLFORWARD DATABASE
필수 권한: SYSADM, SYSCTRL 또는 SYSMAINT

Explain된 명령문 실행기록 표시

Explain된 명령문은 UDB 옵티마이저가 액세스 플랜을 생성하여 이 플랜을 검토할 수 있는 

양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SQL문입니다. Explain된 명령문은 Explain SQL (아래 참

조) 또는 명령 센터의 액세스 플랜 작성 기능을 사용하여 대화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이 프리컴파일되거나 EXPLSNAP YES 옵션으로 바인드된 경우, 모든 정적 SQL
문이 Explain됩니다. Explain된 명령문 실행기록 표시는 각 명령문이 최적화된 날짜 및 시간, 
이 명령문을 포함하는 패키지(있을 경우)를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Explain된 명령

문 목록을 표시합니다. 목록에서 명령문 중 하나를 선택하고 “명령문” 메뉴를 사용하여 원

래 SQL문과 해당 액세스 플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플랜은 그림 10-16에 표시된 

대로 각 조작의 예상 비용과 SQL문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조작을 보여주는 그래

픽 양식으로 표시됩니다.

Explain된 SQL
이 조치를 사용하여 액세스 플랜이 생성되어 그래픽 양식으로 표시되는 SQL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플랜은 위에서 설명한 Explain된 명령문 실행기록 표시를 사용하여 나

중에 검토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스냅샷 모니터링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이 조치를 호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스냅샷 모니터를 제

어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모니터링 시작

•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모니터링 중지

•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최근에 수집된 정보 표시

•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수집을 제어하는 모니터 프로파일 표시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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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샷 모니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9절을 참조하십시오.)
동일한 명령: UPDATE MONITOR SWITCHES, GET SNAPSHOT
필수 권한: SYSADM, SYSMAINT 또는 SYSCTRL

이벤트 모니터

교착 상태와 같은 특정 이벤트 유형의 레코드를 기록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이

벤트 모니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이벤트 모니터를 호출하여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작성된 모든 이벤트 모니터 요약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이벤트 모니터 시작 또는 중지

• 새 이벤트 모니터 작성

• 특정 기간 동안 이벤트 모니터가 수집한 정보 표시

(이벤트 모니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9절을 참조하십시오.)
동일한 명령: CREATE EVENT MONITOR, DROP EVENT MONITOR,
SET EVENT MONITOR STATE
필수 권한: SYSADM 또는 DBADM

10.3.7 데이터베이스 내의 오브젝트
다음 오브젝트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습니다.

테이블

새 테이블의 특성을 입력하도록 프롬프트를 표시하고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대한 디폴트

와 지침을 제공하는 마법사를 사용하여 새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를 사용하

여 테이블 컬럼, 기본 키와 외부 키, 테이블이 저장된 테이블 스페이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7.2.1절에서 설명한 CREATE TABLE문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제어 센터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존 테이블 목록도 표시합니다. 목록에서 특정 테이

블을 선택하여 다음 조치 중 하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1. 변경. 선택한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하거나 키와 제한조건을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7.2.2절에서 설명한 ALTER TABLE문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2. 이름 바꾸기. 2.6.3절에서 설명한 RENAME TABLE문을 사용하여 선택한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뷰, 트리거 또는 제한조건에서 테이블을 참조한 경우, 테이블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3. 삭제. 2.6.8절에서 설명한 DROP TABLE문을 사용하여 선택한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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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사. 내용을 포함하여 선택한 테이블의 사본을 작성하며 새 테이블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 또는 원래 테이블과 다른 UDB 인스턴스에서도 새 테이블을 작성하도

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 테이블에는 원래 테이블과 같은 컬럼 이름이 있으나, 원래 테이

블의 기본 키, 외부 키 및 점검 제한조건은 새 테이블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5. 특권. 선택한 테이블에 대한 특권이 있는 모든 사용자 및 그룹 목록을 표시합니다. 대화 상

자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대한 추가 특권을 부여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2.8.7절

에서 설명한 테이블 특권의 GRANT 및 REVOKE문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6. 샘플 내용. 선택한 테이블에서 200개의 샘플 행을 표시합니다(대형 오브젝트 데이터 유형

의 컬럼을 포함하지 않음).

7. 익스포트. 여러 형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파일에 저

장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호출합니다. 익스포트할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에서 가져올 

필요는 없으며, 여러 테이블 및/또는 뷰를 조인하거나 UNION을 포함하는 SQL 쿼리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트는 10.7.2절에서 설명한 EXPORT 명령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를 제공합니다.

8. 임포트. 익스포트의 반대입니다. 여러 형식 중 한 가지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임포트된 데이터는 기존의 테이블에서 행을 갱신하거나 테이블에 새 행을 

추가하거나 새 테이블을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 유틸리티는 SQL INSERT
문을 사용하므로, 모든 제한조건 및 트리거는 임포트 프로세스 중에 활동 상태로 남아 있습

니다. 임포트는 10.7.3절에서 설명한 IMPORT 명령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9. 로드. 다량의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해 임포트 대신 사용되는 고성능의 로드 유틸리티 프로

그램을 호출합니다. 로드 유틸리티는 다수의 행을 포함하는 페이지 이미지를 구성하여 한 

번에 한 행을 삽입하지 않고 한 번에 한 페이지씩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합니다. 로드 프로세

스 중에 트리거는 활동하지 않으며, 점검 제한조건과 외부 키 제한조건은 강제되지 않습니

다. 로드되고 있는 테이블에 몇 가지 점검 또는 외부 키 제한조건이 있을 경우, 로드 유틸리

티는 테이블을 점검 보류 상태로 둡니다. 점검 보류 상태의 테이블은 해당 제한조건을 제한

조건 설정 조치로 점검할 때까지 SQL문에서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로드는 10.7.4에서 설명

한 LOAD 명령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10. 제한조건 설정. 선택한 테이블에 적용되는 점검 제한조건 및 외부 키 제한조건의 강제 실행

을 일시중단하거나 이러한 제한조건의 강제 실행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
당 제한조건이 일시중단되는 경우, 테이블이 점검 보류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정상적인 

SQL문에서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제한조건이 다시 활성화되면 테이블

은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며, 제한조건을 위반한 행은 테이블에서 제거되어 예외 테이블이

라는 별도의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제한조건 설정은 10.7.5절에서 설명한 SET CONSTRAIN
TS 명령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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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uiesce. 다른 사용자가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선택한 테이블과 기타 테이블을 일시적으로 

읽거나 갱신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스포트 조치를 사용하여 테이블의 

백업 사본을 작성하는 동안 다른 사용자가 테이블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테
이블 액세스에 대한 제한사항을 제거할 준비가 되면, Quiesce 조치를 다시 호출하여 “Quiesce 
재설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Quiesce 조치에는 최소한 DBADM 권한이 필요합니다.

12. 재구성. 조각을 제거하고 테이블이 효율적으로 저장되었는지 확인하여 물리적 스토리지에

서 선택한 테이블을 재구성합니다. 재구성은 디스크 페이지에 테이블 행이 저장된 순서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쿼리로 해당 작업 코드별로 직원을 

검색하는 경우, 이러한 쿼리로 액세스되는 페이지 수는 작업 코드별로 정렬된 디스크 페이

지에 직원을 저장하여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구성은 REORG 명령에 대한 그래픽 인터

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테이블 재구성 여부에 대한 정보는 REORGCHK 명령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REORG 및 REORGCH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8.3절을 참조하십시오.

13. 통계 실행. 액세스 플랜을 작성할 때 옵티마이저가 사용하기 위해 선택한 테이블과 해당 인

덱스에 대해 기록된 통계 정보를 갱신합니다. 테이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옵티마이저에 

제공하려면 해당 통계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예: 테이블 로드 또는 재구성, 다수

의 행 변경 또는 인덱스 추가) 갱신되어야 합니다. 통계 실행으로 통계 정보를 수집하는 세

부사항 레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통계를 수집하려면 시간이 더 소요되고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서 스페이스가 더 소요되지만, 궁극적으로 옵티마이저가 더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UDB가 테이블 및 인덱스에서 관리하는 통계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8.2절을 참조하십시오.

14. 복제 소스로 정의. 이 조치는 선택한 테이블을 복제를 위한 데이터 소스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일단 이 단계를 수행했으면, 가능한 또 다른 시스템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테이블의 모든 갱신사항을 목표 테이블에 자동으로 복제하는 “서브스크립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15. 관련 뷰 표시. 정의가 선택한 테이블을 참조하는 모든 뷰 목록을 표시합니다.

16. 스냅샷 모니터링. 특정 테이블에 이 조치를 호출하여 스냅샷 모니터로 테이블 모니터링을 

시작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최근에 수집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정

보 수집을 제어하는 모니터 프로파일을 표시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냅샷 모니터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9.1절을 참조하십시오.)

뷰

2.6.5절에서 설명한 CREATE VIEW문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작성 조치로 

새 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어 센터에서는 기존 뷰의 목록도 표시합니다. 목록에서 특

정 뷰를 선택하여 다음 조치 중 하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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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 뷰의 정의를 표시합니다. 정의에 대한 주석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삭제. 뷰를 삭제합니다.

3. 특권. 선택한 뷰에 대한 특권이 있는 모든 사용자 및 그룹 목록을 표시합니다.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추가 특권을 부여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권은 2.8.7절에서  설명한 뷰 특권의 

GRANT 및 REVOKE문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4. 익스포트. 뷰에서 외부 파일로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10.7.2절에서 

설명한 EXPORT 명령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5. 샘플 내용. 선택한 뷰에서 200개의 샘플 행을 표시합니다. (대형 오브젝트 데이터 유형의 컬

럼을 포함하지 않음.)

6. 관련 보기 표시. 정의가 선택한 뷰를 참조하는 모든 뷰 목록을 표시합니다.

별명

작성을 사용하여 2.6.4에서 설명한 CREATE ALIAS문과 동일한 대화 상자를 채워 새 별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어 센터에서는 기존 별명의 목록도 표시합니다. 목록에서 특정 별명

을 선택하여 다음 조치 중 하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1. 변경. 별명의 정의를 표시합니다. 정의에 대한 주석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삭제. 별명을 삭제합니다.

트리거

작성을 사용하여 7.3.1에서 설명한 CREATE TRIGGER문과 동일한 대화 상자를 채워 트리거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어 센터에서는 기존의 트리거 목록도 표시합니다. 목록에서 특정 

트리거를 선택하여 다음 조치 중 하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1. 변경. 트리거의 정의를 표시합니다. 정의에 대한 주석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삭제. 트리거를 삭제합니다.

스키마

작성을 사용하여 2.6.7에서 설명한 CREATE SCHEMA문과 동일한 대화 상자를 채워 스키마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어 센터에서는 기존 스키마의 목록도 표시합니다. 목록에서 특정 

스키마를 선택하여 다음 조치 중 하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1. 변경. 스키마의 이름 및 소유자와 주석을 표시합니다. 별명에 대한 주석만 변경할 수 있습

니다.

2. 삭제. 스키마를 삭제합니다. 스키마에 임의의 테이블이나 다른 오브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스키마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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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권. 선택한 스키마에 대한 특권이 있는 모든 사용자 및 그룹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스키마에 대한 추가 특권을 부여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권은 2.8.7절

에서 설명한 스키마 특권의 GRANT 및 REVOKE문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

다.

인덱스

작성을 사용하여 인덱스 키의 컬럼을 지정하고 인덱스에 UNIQUE 등록 정보가 있는지 여부

를 지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를 채워 인덱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상자는 2.6.6절에서 설명한 CREATE INDEX문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

합니다. 제어 센터에서는 기존 별명의 목록도 표시하며, 다음 조치 중 하나를 호출할 수 있

습니다.

1. 변경. 별명의 정의를 표시합니다. 정의에 대한 주석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삭제. 별명을 삭제합니다.

3. 특권. 선택한 인덱스에 대한 CONTROL 특권이 있는 모든 사용자 및 그룹의 목록을 표시합

니다.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 및 그룹에 CONTROL 특권을 부여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권은 2.8.7절에서 설명한 인덱스 특권의 GRANT 및 REVOKE문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테이블 스페이스

프로세스를 안내하는 마법사에서 작성 조치를 사용하여 시스템 관리 테이블 스페이스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테이블 스페이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테이블 스페이스

인 경우에도 데이터를 저장할 일련의 컨테이너를 지정할 수 있으며,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사용하는 물리적 디바이스의 성능 특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은 10.1.1절에서 설명한 

CREATE TABLESPACE문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모니터 요약 표시 조치는 스냅샷 모니터에서 현재 모니터하고 있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나열하고 가장 최근의 스냅샷에서 테이블 스페이스 각각에 대해 수집된 정보를 요약합니

다. (스냅샷 모니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9.1절을 참조하십시오.)
제어 센터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존 테이블 목록도 표시합니다. 목록에서 특정 테이

블 스페이스를 선택하여 다음 조치 중 하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1. 변경. 선택한 테이블 스페이스의 컨테이너 목록을 보여줍니다. 테이블 스페이스가 데이터

베이스 관리 테이블 스페이스인 경우,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이 테이블 스페이스에 새 컨테

이너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버퍼 풀 지정 및 해당 PREFETCHSIZE 및 TRANSFERRATE와 

같은 테이블 스페이스의 성능 관련 특성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은 10.1.1절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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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ALTER TABLESPACE 명령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2. 삭제. 테이블 스페이스를 삭제하고 모든 내용을 지웁니다.

3. 백업. 선택한 테이블 스페이스의 백업 사본을 작성합니다. 개별 테이블 스페이스(전체 데이

터베이스가 아님)를 백업하려면 시스템을 포워드 복구로 구성해야 합니다. 백업은 10.6.2절

에서 설명한 BACKUP 명령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4. 리스토어. 이전에 저장된 백업 사본에서 선택한 테이블 스페이스의 내용을 리스토어합니

다. 개별 테이블 스페이스를 리스토어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포워드 복구로 구성해야 합니다. 리스토어 조치는 리스토어하려는 백업 

사본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리스토어는 10.6.2절에서 설명한 RESTORE 
명령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5. 롤 포워드. 리스토어 조치 후에 사용하여 테이블 스페이스의 백업 사본이 작성된 이후에 커

미트된 트랜잭션의 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을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스냅샷 모니터링. 특정 테이블 스페이스에 이 조치를 호출하여 스냅샷 모니터로 테이블 스

페이스 모니터링을 시작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최근에 수집된 정보를 표

시할 수 있으며, 이 정보 수집을 제어하는 모니터 프로파일을 표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

모니터 요약 표시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스냅샷 모니터에서 현재 모니터하고 있는 연결을 

나열하고 가장 최근 스냅샷의 연결마다 수집된 정보를 요약합니다. (스냅샷 모니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0.9.1절을 참조하십시오.)

복제 소스

복제 소스를 선택하면 제어 센터에서는 데이터 복제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테이블 목

록을 표시합니다(테이블 아래의 복제 소스로 정의 참조). 이러한 테이블 중 하나 이상을 선

택하거나 가능한 경우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 이상의 목표 테이블에 갱신사항 복제

를 위한 “서브스크립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 정의는 서브스크립션에 이름

을 부여하고, 소스 및 목표 테이블을 지정하며, 갱신사항이 전달되는 빈도를 지정할 수 있

는 대화 상자가 표시합니다. 서브스크립션 정의가 저장될 데이터베이스도 지정해야 합니

다. 그러면 서브스크립션은 해당 고유 권한의 오브젝트가 되고 소스 테이블을 포함하는 데

이터베이스의 복제 서브스크립션 아래에 있는 제어 센터 계층 구조에 나타납니다.

복제 서브스크립션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서브스크립션을 선택하면 제어 센터에서는 소스 테이블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서브스크립션 목록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서브스크립션 각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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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갱신사항이 소스 테이블에서 목표 테이블로 전달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서브스크립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음 조치 중 하나를 호출할 수 있습

니다.

1. 변경. 갱신사항 전달 빈도와 같은 서브스크립션 일부를 변경합니다. 서브스크립션 정의는 

일련의 제어 테이블에 저장되며,

서브스크립션의 변경사항은 제어 테이블을 갱신하는 일부 SQL문 양식으로 표시됩니다. 이
러한 변경사항이 즉시 생성되거나(지금 SQL 실행) 저장한 후 나중에 적용하도록(SQL 파일

에 저장)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클론.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목표 테이블로 기존의 서브스크립션과 유사한 새 서브스크립

션을 작성합니다.

3. 활성화. 서브스크립션이 활성 상태가 됩니다. 서브스크립션은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실

행되는 Capture 프로그램과 목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되는 Apply 프로그램에서 처리합

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활동 중인 서브스크립션만 처리합니다. Capture 및 Apply 프로그

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제 안내 및 참조서를 참조하십시오.

4. 비활성화. 서브스크립션이 (더 이상 처리되지 않는)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5. 제거. 서브스크립션 정의가 저장된 제어 테이블에서 서브스크립션 정의를 제거합니다.

버퍼 풀

버퍼 풀은 처리 중에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를 읽고 보유하는 기본 메모리 영역입니다. 버퍼 

풀의 수 및 크기와 버퍼 풀에 테이블 스페이스 지정을 제어하여 시스템 성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을 사용하여 새 버퍼 풀을 작성하고 해당 이름과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어 

센터에서는 기존 버퍼 풀의 목록도 표시합니다. 목록에서 특정 버퍼 풀을 선택하여 다음 조

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1. 변경. 버퍼 풀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삭제. 버퍼 풀을 삭제합니다.

사용자 정의 유형

사용자 정의 구별 유형 목록은 제어 센터 계층 구조에서 응용프로그램 오브젝트 아래에 있

습니다. 작성을 호출하여 새 구별 유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존 구별 유형은 소

스 유형과 함께 표시됩니다. 구별 유형을 선택한 후 삭제를 호출하여 구별 유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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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목록은 제어 센터 계층 구조에서 응용프로그램 오브젝트 아래에 있습니

다. 각 함수는 완전한 이름과 특정 이름, 매개변수 유형 및 결과 유형과 함께 표시됩니다. 함
수를 선택한 후 삭제를 호출하여 이러한 함수 중 하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바인드된 패키지 목록은 제어 센터 계층 구조에서 응용프로그램 

오브젝트 아래에 있습니다. 각 패키지는 권한 부여 ID, 바인드된 시간, 현재 유효성 여부, 분
리 레벨과 같은 정보와 함께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특정 패키지를 선택하여 다음 조치를 호

출할 수 있습니다.

1. Explain 가능한 명령문 표시. 액세스 플랜을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의 모든 SQL
문을 나열합니다. 패키지가 EXPLSNAP YES 옵션으로 프리컴파일되거나 바인드된 경우, 
해당하는 모든 정적 SQL문이 Explain됩니다. 명령문을 선택한 후 “명령문” 메뉴를 사용하

여 원래 SQL문과 해당 액세스 플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플랜은 그림 10-16에 표

시된 대로 명령문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조작과 각 조작의 예상 비용을 보여주는 

그래픽 양식으로 표시됩니다.

2. Explain된 명령문 실행기록 표시. Explain 가능한 명령문 표시처럼 이 조치를 사용하면 특정 

패키지의 Explain된 SQL문 목록이 모두 표시되며 해당 액세스 플랜을 그래픽 양식으로 검

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각 명령문의 최신 액세스 플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

라, 각 명령문이 바인드된 각 시간까지 나열합니다. 다중 바인딩에서 특정 명령문에 대해 

선택한 액세스 플랜을 검토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인덱스를 추가하는 등의 변경사항의 결과

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및 그룹

제어 센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뷰, 스키마 및 인덱스에 대한 특권을 비롯하여 임

의의 데이터베이스 특권을 보유하는 모든 사용자와 그룹 목록을 표시합니다. 추가를 호출

하여 목록에 새 사용자 또는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 중 하

나를 선택한 후 다음 조치 중 하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1. 변경. 선택한 사용자 또는 그룹이 보유하는 모든 특권이 표시되며, 특권을 취소하거나 GRA
NT 옵션을 비롯한 추가 특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2.8.7절에서 설명한 GRANT
와 REVOKE문에 대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2. 제거. 선택한 사용자 또는 그룹에서 모든 특권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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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클라이언트 구성 지원 프로그램

1장에서도 설명했지만 UDB는 서버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입니다. UDB와 상호 작용할 때에는 서버를 설치한 

동일한 머신을 사용하더라도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나 응용프로그램 중 하나를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야 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베이스가 상주하는 UDB 서버와 통신하여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각 UDB 클라이언트는 연결 방법을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관리합니다. 각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는 데이

터베이스의 로컬 이름으로 제공되는 별명으로 식별됩니다. 클라이언트에 알려진 데이터베

이스 별명은 해당 고유 서버에 알려진 데이터베이스의 원시(native) 이름과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명 사용에 대해서는 그림 10-8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COMP
ANY3과 COLLEGE5라는 두 개의 UDB 서버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COMPANY3 시스템에는 

각각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ADMIN과 ASSETS라는 두 가지 UDB 인스턴스가 있

으며, COLLEGE5 시스템에도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하나의 인스턴스가 있습니

다. CLIENT1과 CLIENT2라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각각 두 서버 모두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실제로 CLIENT1은 각기 PEOPLE이라는 원시 이름을 갖는 두 개의 데이

터베이스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CLIENT1은 COMPANY3에서는 PEOP
LE 데이터베이스에 STAFF라는 별명을 지정하며, COLLEGE5에서는 PEOPLE 데이터베이스

에 FACULTY를 별명으로 지정합니다. 

추가 정보: 이 절에서 설명한 데이터베이스 별명을 2.6.4절에서 설명한 테이블 별명과 혼동

하지 마십시오. 

데이터베이스 별명 각각에 대해 클라이언트는 다음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 데이터베이스가 상주하는 시스템 이름과 해당 프로토콜 및 IP 주소와 같이 이 시스템과 통

신하는 데 필요한 정보

• 데이터베이스가 상주하는 리모트 시스템에 있는 UDB 인스턴스 이름

• 데이터베이스가 상주하는 인스턴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원시 이름

이 모든 정보는 클라이언트에서 노드 디렉토리와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의 두 파일에 

저장합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러한 디렉토리 내용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LIST NODE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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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DATABASE DIRECTORY;

CATALOG 명령이라는 일련의 명령은 Command Reference에서 설명한 대로 노드와 데이터

베이스 디렉토리의 내용을 갱신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렉토리와 상호 작

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Windows와 OS/2 플랫폼이 지원하는 그래픽 도구인 클라이언트 구

성 지원 프로그램(CCA)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CCA를 시작하려면 DB2 프로그램 그룹에서 

해당 아이콘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림 10-8: 데이터베이스 별명

그림 10-9는 CCA의 기본 패널이 그림 10-8의 CLIENT1 시스템을 찾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CCA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의 모든 별명 목록을 표시합니다. 별명을 선택하여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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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트에서 기록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고, 삭제 단추를 눌러 별명

을 삭제하거나 등록 정보 단추를 눌러 해당 정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디렉토리에 새 별명을 추가하려면 CCA의 추가 단추를 누릅니다. 새 별명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9: 클라이언트 구성 지원 프로그램

1. 수동으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면, 수동으로 

이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액세스 프로파일. 일부 리모트 UDB 시스템에서 제어 센터가 생성한 액세스 프로파일이 있

을 경우, CCA에 액세스 프로파일 이름을 부여하여 클라이언트 카탈로그에 간단하게 해당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네트워크 검색. 이 옵션은 ‘발견(Discovery)’이라고 하는 강력한 CCA 기능을 호출합니다. 제
어 센터의 유사한 기능처럼 발견 기능은 자동으로 로컬 네트워크에서 UDB 시스템을 검색

하고, 발견한 내용을 시스템, 인스턴스 및 데이터베이스 계층 구조 양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림 10-10은 CCA가 UDB 시스템을 발견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화면의 CHEDDAR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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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스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표시하기 위해 펼친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

고, 창 상단에서 별명 탭을 눌러 데이터베이스의 별명을 지정한 후 창 하단의 완료 단추를 

눌러 클라이언트 디렉토리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지정된 별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10: CCA의 발견(Discovery) 기능을 이용한 새 데이터베이스 검색

10.5명령

이 장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태스크를 완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어 센터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예전 명령이 유용할 수 있으며, 이 절에서는 이러한 명령 중 일부를 설명합니다. 명
령에는 운영 체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호출할 수 있는 운영 체제 레벨 명령과 명령 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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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화식 UDB 인터페이스로 세션 중에 호출할 수 있는 UDB 명령 등 두 가지 범주가 있

습니다.

추가 정보: Windows NT에서 특정 운영 체제 레벨 명령은 정상적인 명령 창에서 실행할 수 

없고 특수 DB2 명령 창을 필요로 합니다. 정상적인 명령 창에서 이러한 명령 중 하나를 호

출한 경우, “명령행 환경이 초기화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정상적인 

명령 창에 db2cmd를 입력하거나 시작, 프로그램, Windows NT용 DB2, 명령 창을 차례로 눌러 

DB2 명령 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0.5.1 인스턴스 관리
앞서 지적한 대로 특정 시스템에는 테스트와 프로덕션 또는 제조와 판매 등과 같이 다른 목

적으로 별도 관리하여 사용하는 UDB의 여러 인스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베이

스는 특정 인스턴스에 속합니다. 아래에 나열된 명령은 시스템에서 UDB 인스턴스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운영 체제 레벨 명령입니다. 

db2icrt
새 인스턴스를 작성하여 이름을 부여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SAMPLE2라는 인스턴스를 작

성합니다.

db2icrt SAMPLE2

UNIX 시스템에서 인스턴스를 작성하려면 루트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Windows NT 또는 

OS/2에서는 관리자 그룹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인스턴스를 작성할 때 그룹은 인스턴스

에 대한 SYSADM 권한 보유자가 됩니다.

db2idrop
인스턴스와 인스턴스에 속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합니다. 이 명령에는 db2icrt와 

동일한 레벨의 권한 부여가 필요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SAMPLE2라는 인스턴스를 삭제합

니다.

db2idrop SAMPLE2

db2ilist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모든 인스턴스를 나열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db2i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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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2start
DB2INSTANCE 환경 변수에 이름 지정된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SYSADM, SYSCTRL 또는 

SYSMAINT 권한이 필요합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해야 응용프로그램 또는 대화식 세션이 데

이터베이스에 연결됩니다. 특정 인스턴스에 여러 개의 노드가 있으면 모든 노드에서 시작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db2start

db2stop
DB2INSTANCE 환경 변수에 이름 지정된 인스턴스를 중지합니다. SYSADM, SYSCTRL 또는 

SYSMAINT 권한이 필요합니다. 다중 노드 시스템에서 db2stop은 개별 노드의 현재 인스

턴스를 중지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다른 노드로 모두 이주한 후 시스템에서 노드를 삭제하

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db2stop

인스턴스는 임의의 응용프로그램 또는 대화식 세션이 해당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에 연

결된 상태에서는 중지시킬 수 없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제어 센터의 응용프로그램 강제 

중단을 호출하여 인스턴스에서 응용프로그램 연결을 강제로 끊을 수 있습니다.

10.5.2 프로파일 레지스트리
정상적인 조작 중에 UDB 동작은 운영 환경을 정의한 값 콜렉션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값 중 일부는 운영 체제 환경 변수 양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DB2PATH는 UDB가 설치된 

디렉토리를 지정하고, DB2INSTANCE는 db2start 명령으로 시작되는 UDB 인스턴스의 이

름을 지정합니다. 운영 체제의 기능을 사용하여 이러한 환경 변수 값을 표시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indows NT에서는 시작, 설정, 제어판, 시스템, 환경을 차례로 누르십

시오.) 
운영 체제 환경 변수 외에도, UDB는 프로파일 레지스트리라는 고유 환경 변수 콜렉션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DB2OPTIONS는 디폴트값으로 설정된 CLP 동작을 제어하며, DB2
DBDFT는 명시적인 CONNECT 명령이 없을 때 내재적 연결에 대한 디폴트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합니다. 운영 체제 환경 변수와 프로파일 레지스트리 변수의 전체 목록은 관리 안내서

의 부록 E를 참조하십시오.
프로파일 레지스트리의 일부 변수는 둘 이상의 레벨(예: 인스턴스 레벨과 모든 인스턴스

에 적용되는 전역 레벨)에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파일 레지스트리 변수는 이 변수가 정의된 최하위 레벨에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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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레벨 명령 db2set를 사용하여 프로파일 레지스트리의 변수를 표시하고 설정

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려면 SYSADM 권한이 필요합니다. db2set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b2set –all

현재 정의된 모든 프로파일 레지스트리값을 표시합니다. 화면에서 [i]라는 레이블이 붙은 

값은 현재 인스턴스에 적용되며, [g]라는 레이블이 붙은 값은 전역으로(모든 인스턴스에) 
적용됩니다.

db2set –lr

현재 정의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파일 레지스트리에서 인식하는 모든 변수 이름을 나열

합니다.
db2set –all 변수 이름

정의된 레벨에서 이름 지정된 변수의 현재 값을 표시합니다. 화면에서 [i]라는 레이블이 

붙은 값은 현재 인스턴스에 적용되며, [g]라는 레이블이 붙은 값은 전역으로(모든 인스턴

스에) 적용됩니다.
db2set 변수 이름=새 값

현재 인스턴스의 프로파일 레지스트리 변수 값을 설정합니다.
db2set –g 변수 이름=새 값

프로파일 레지스트리 변수 값을 전역으로(모든 인스턴스에 대해) 설정합니다.

10.5.3 Administration Server
제어 센터, 스크립트 센터 및 기타 DB2 도구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Administration Server라는 고유 UDB 인스턴스를 사용합니다. Administ
ration Server는 UDB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작성되며, 시스템을 재부트할 때마다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예기치 않게 작동이 중지되지 않는 한, Administration Server
와 직접 상호 작용하거나 Administration Server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동 중지

되는 경우, DB2 도구는 작업을 중지하며 사용자는 “DB2 Administration Server가 활동 중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다음 예와 같이 db2admin이라는 운영 체제 레벨 명

령을 사용하여 Administration Server를 수동으로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db2admin start

Administration Server를 수동으로 시작합니다.
db2admin stop

Administration Server를 수동으로 중지합니다.
db2admin

시스템에 있는 Administration Server의 인스턴스 이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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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기타 운영 체제 레벨 명령
이 절에서는 UDB가 지원하는 일부 추가 운영 체제 레벨 명령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명령

과 기타 운영 체제 레벨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mmand Reference를 참조하십시오. 서
버 머신에서 실행할 때 이러한 명령은 DB2INSTANCE 환경 변수에 이름 지정된 인스턴스로 

지정됩니다.

db2batch
이 명령은 성능 측정과 벤치마크 테스트에 유용한 도구를 호출합니다. db2batch 도구는 S
QL문을 포함하는 입력 파일을 읽고 명령문을 실행하여 결과와 성능 정보가 들어 있는 출력 

파일을 생성합니다. 입력 파일에 제어 명령문을 임베드하여 각 결과 세트에서 페치한 행 수

와, 성능 정보를 캡처하는 세부사항 레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SQL문에 대해 단순히 경과 

시간을 측정할 수도 있고, 각 명령문 처리 중 발생한 버퍼 풀 읽기 및 잠금 에스컬레이션 수

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를 변경하는 동

안 벤치마크 파일에서 반복적으로 db2batch를 실행하여 시스템 성능에 대한 구성 매개변

수 결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db2batch 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 안내서를 참조

하십시오. 다음 db2batch 명령은 데이터베이스 SAMPLE에 대해 입력 파일 infile.sql

에서 명령문을 실행하며, outfile.txt 파일에 결과 및 성능 정보를 저장합니다.

db2batch –d SAMPLE –f infile.sql –r outfile.txt

db2bfd
이 명령은 4.3절에서 설명한 대로 BIND 옵션과 함께 PREP 명령으로 작성한 바인드 파일 내

용을 검토하는 데 유용합니다. 바인드 파일이 생성된 응용프로그램의 SQL문과 호스트 변

수 선언뿐만 아니라 바인드 파일의 바인딩 옵션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은 바인

딩 옵션, SQL문 및 호스트 변수 선언을 비롯하여 parts1.bnd라는 바인드 파일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db2bfd –b –s –v parts1.bnd

db2gov
이 명령은 특정 사용자 또는 응용프로그램에서 소비하는 자원의 한계를 정할 수 있는 DB2 
조정자(Governor)라는 유틸리티를 호출합니다. 조정자는 주기적으로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사용자와 응용프로그램에서 통계를 수집하여 일련의 구성 파일 규칙과 비교합니

다. 예를 들어, 구성 파일에서는 페치하는 행 수나, 사용자나 응용프로그램에서 보유하는 

잠금 또는 트랜잭션 경과 시간 등에 대해 한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자가 응용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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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서 일부 한계를 초과했음을 발견한 경우, 응용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줄이거나 데이

터베이스에서 강제로 연결을 끊는 것과 같은 지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정자 구성 

파일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제 명령은 config.
txt라는 구성 파일을 사용하고 govlog.txt라는 로그 파일에 모든 조치를 로그하면서 SAM

PLE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정자를 시작합니다.

db2gov start SAMPLE config.txt govlog.txt

일단 시작된 조정자는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중지시킬 때까지 계속 실행됩니다.

db2gov stop SAMPLE

db2rbind
db2rbind 명령은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패키지를 리바인드합니다. 통계를 갱신하고 새 인덱

스를 생성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재구성 후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패키지를 REBIND 명령에 의해 명시적으로든, 다음 사용을 통해 내재적으로든 리바인

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 명령은 company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패키지를 리바인드하

고 오류 메시지를 rebind.log 파일로 보냅니다.

db2rbind company /l rebind.log

db2sampl
이 명령은 시험 삼아 SAMPLE이라는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합니다. 샘플 데이터베이스

에는 작은 회사의 직원, 부서 및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12개의 테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샘
플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QL 참조서의 부록 E를 참조하십시오.) 
이 명령은 데이터베이스 작성 위치(경로)를 지정하는 매개변수를 선택적으로 취합니다. 경
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작성 위치는 DFTDBPATH 구성 매개변수에 의해 결

정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db2sampl

10.5.5 UDB 명령
UDB는 명령 센터와 같은 대화식 인터페이스에서 호출할 수 있는 수많은 명령을 지원합니

다. 4.3절에서 설명한 PREP와 BIND 명령 및 10.1절에서 설명한 CREATE DATABASE 명령 등 

이미 많은 명령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제어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수의 조치는 명령

으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명령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은 Command Reference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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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십시오. 대화식 세션 중에 “?”를 입력하면 UDB 명령 목록 전부를 볼 수 있으며, “?” 다음

에 명령 이름을 입력하여 임의의 명령 구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UDB가 지원하는 모든 명령을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곳에서 설

명한 적이 없으며, 특별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몇 가지 명령을 소개합니다.
ACTIVATE

이 명령은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하고, 연결을 수락할 준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데이터베

이스에 대한 첫 번째 연결로 인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활성화되므로 이 명령이 실제

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ACTIVATE는 데이터베이스 활성화와 관련한 약간의 지연을 피하

기 위해 첫 번째 연결보다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

는 경우, DEACTIVATE 명령은 데이터베이스에 할당된 시스템 메모리를 해제하는 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CTIVATE DATABASE SAMPLE;

DEACTIVATE DATABASE SAMPLE;

ATTACH
이 명령은 CREATE DATABASE와 같은 인스턴스 레벨 명령에서 방향을 지정하는 UDB 인스

턴스를 지정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

다.

ATTACH TO server3;

ATTACH 명령이 인스턴스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채 실행되면, 현재 접속된 인스턴스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DESCRIBE
이 명령은 테이블이나 쿼리 결과의 컬럼 이름 및 데이터 유형을 나열합니다. 특정 테이블에 

존재하는 모든 인덱스를 나열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DESCRIBE TABLE bank.accounts;

DESCRIBE SELECT avg(balance) FROM bank.accounts;

DESCRIBE INDEXES FOR TABLE bank.accounts;

GET
이 명령은 시스템 또는 현재 세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빠른 방법을 제공합니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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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AUTHORIZATIONS;

보유한 권한을 나열합니다.
GET CONNECTION STATE;

현재 연결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경우, 이를 표시합니다.
GET DATABASE CONFIGURATION FOR SAMPLE;

이름 지정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 값을 나열합니다. 이러한 매

개변수를 가장 쉽게 갱신하는 방법은 제어 센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GET DATABASE MANAGER CONFIGURATION;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구성 매개변수 값을 나열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매개

변수를 갱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어 센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LIST
이 명령은 현재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빠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LIST NODEGROUPS;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노드 그룹을 나열합니다.
LIST NODES;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노드를 나열합니다.
LIST PACKAGES;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바인드한 패키지와 현재 상태의 유효성을 나열합니다.
LIST TABLES;

스키마 이름이 사용자 ID와 일치하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나열합니다.
LIST TABLES FOR SCHEMA research;

RESEARCH라는 스키마의 모든 테이블을 나열합니다.
LIST TABLESPACES;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스페이스를 나열합니다.

RESET
이 명령은 시스템 또는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구성 매개변수를 디폴트값으로 재설정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RESET DATABASE MANAGER CONFIGURATION;

RESET DATABASE CONFIGURATION FOR SAMPLE;

START DATABASE MANAGER
START DATABASE MANAGER는 db2start 명령을 대신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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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레벨 명령 또는 UDB 명령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TART DATABASE MANAGER;

STOP DATABASE MANAGER
STOP DATABASE MANAGER는 db2stop 명령을 대신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운영 체

제 레벨 명령 또는 UDB 명령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TOP DATABASE MANAGER;

10.6데이터베이스 복구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태스크 중 하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장

애 또는 정전 시 데이터 유실을 막는 것입니다. UDB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베이

스를 보호하고 장애 시 복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

은 제어 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재시작, 백업, 리스토어 또는 롤 포워드와 같은 

복구 관련 조치 중 하나를 호출하거나, 이 조치에 상응하는 명령을 실행하여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이 절에서는 UDB 복구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장애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도구 중 하나는 백업입니다. 백업은 데이터베이

스 전체 또는 일부(즉, 하나 이상의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사본입니다. 테이프나 디스켓

과 같은 이동식 미디어에 백업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물리적 디바이스

와 다른 물리적 디바이스에 백업을 작성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장

애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이 됩니다. 백업은 언제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백업 당시의 상태로 

리스토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

하고 중요한 데이터는 여러 개의 백업으로 보유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도구는 데이터베이스 로그입니다. 로그는 트랜

잭션에 변경사항을 구성하는 방법과, 커미트나 롤백에 의한 각 트랜잭션 종료 여부에 대한 

정보 등을 비롯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일련의 파일입니다. (트랜

잭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7.1절을 참조하십시오.) 트랜잭션이 커미트되면, 해당 트랜잭

션과 관련된 모든 로그 항목은 정전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해당 트랜잭션의 변

경사항 레코드를 독립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디스크에 기록됩니다. 로그는 정전이나 소

프트웨어 장애 시 데이터베이스를 일관성 있는 상태로 리스토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시스템은 커미트된 트랜잭션이 변경한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내용이 유효한지 확인하고(갱
신된 페이지가 장애 발생 시 휘발성 메모리에 있던 경우에도)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커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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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던 트랜잭션이 변경한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내용을 롤백하기 위해 로그를 사용

합니다. 로그는 포워드 복구(아래 참조)의 경우처럼 일련의 커미트된 트랜잭션이 변경한 데

이터베이스 내용을 다시 적용해야 할 경우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스템 로그는 LOGPATH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로 경로 이름을 지정한 디렉

토리에서 일련의 파일로 관리됩니다. 로그 파일 수는 LOGPRIMARY 구성 매개변수로 제어

되며, 로그 파일 크기는 LOGFILSIZ 구성 매개변수로 제어됩니다. I/O 동시성을 활용하고 미

디어 장애에 대비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저장된 디바이스와 다른 물리적 디바이스에 

로그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10.6.1 복구 유형
UDB는 다음 세 가지 복구 유형을 지원합니다.

1. 응급 복구. 응급 복구는 소프트웨어 장애 또는 정전 후에 즉시 사용됩니다. 이 복구는 갱신

사항이 커미트된 트랜잭션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에만 유효한 transaction-consistent 상태로 

데이터베이스를 리스토어합니다. 응급 복구는 RESTART 명령으로 호출됩니다.

2. 리스토어 복구. 이 복구 양식은 이전에 가져온 백업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리스토어하

는 데 사용됩니다. 리스토어 복구는 BACKUP 및 RESTORE 명령 사용을 수반합니다. 단독으

로 또는 포워드 복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포워드 복구. 데이터베이스가 백업에서 리스토어된 후, 포워드 복구는 백업이 생성된 다음 

커미트된 트랜잭션의 변경사항을 다시 적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데이

터베이스는 백업 시간과 현재 시간 사이에서 원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transaction-consistent 
상태로 리스토어할 수 있습니다. 포워드 복구는 ROLLFORWARD 명령으로 호출됩니다.

응급 복구와 리스토어 복구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나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포워드 복구는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명확하게 이 복구 양식을 적용할 수 있을 때에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포워드 복구 사용 여부 결정은 중요합니다. 이 결정에 따른 결과를 표 10-2
에 요약해 놓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LOGRETAIN 또는 USEREXIT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를 YES 
값으로 설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포워드 복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하나를 

설정하면, 데이터베이스가 포워드 복구에 필요한 항목을 모두 보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

이스 로그가 구성됩니다.
LOGRETAIN 및 USEREXIT 구성 매개변수가 모두 NO로 설정된 경우(디폴트), 데이터베

이스 로그는 순환형으로 처리됩니다. 즉, 로그가 최대 크기에 도달하면 오래된 항목부터 삭

제하면서 스페이스를 재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포워드 복구는 포워드 복구에 필요

한 모든 항목을 로그에서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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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 데이터베이스의 포워드 복구 사용 결과

포워드 복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워드 복구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 후에 데이터베이스를 장애 전의 마지막 transac
tion-consistent 지점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 항상 transaction-consistent 지점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지 않

은 경우에만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백업이라고 함). 

응용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고 트

랜잭션이 진행 중인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백업이라고 함). 오프라인 백업

도 지원됩니다.

각 백업에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백업은 데이터베이스 또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 스

페이스의 현재 상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내의 테이블 스페이스는 독립적으로 

백업하고 리스토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도가 높은 

테이블 스페이스는 그렇지 않은 테이블 스페이스보

다 빈번하게 백업하거나, 다른 소스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대형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특정 테이블 스

페이스를 백업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백업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해당 상태로 리스토어할 수 있으나, 백업 후에 발생

한 트랜잭션을 다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백업 시점의 상태로 리스토어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 또는 현재까지 후속  커미트된 

트랜잭션을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LOGRETAIN이 YES로 설정된 경우, 로그는 새 파일을 생성한 후 이 파일을 무한정 보유하

여 점점 커집니다. 이 경우 디스크를 로그 파일로 채우지 않으려면 오래된 로그 파일을 아

카이브로 옮길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USEREXIT가 YES로 설정된 경우, 로그는 새 파일을 생성한 후 보유하면서 점점 커지지

만, 각 로그 파일이 가득차게 되면 로그 디렉토리를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오래된 로그 파

일을 아카이브로 이동할 수 있는 사용자 제공 프로그램(User Exit라고 함)이 호출됩니다. 이 

방법은 로그 파일을 아카이브로 이동하는 프로세스 자동화 방법입니다. (User Exi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안내서의 부록 J를 참조하십시오.)
LOGRETAIN 또는 USEREXIT 구성 매개변수 중 하나가 NO에서 YES로 변경되면, 데이터

베이스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수행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는 백업 보류 상태에 놓입

니다. 이 백업은 필요할 경우 포워드 복구의 시작점을 제공합니다.

10.6.2 복구 명령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제어 명령은 다음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과정은 그림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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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명령은 제어 센터를 사용하여 호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조치

와 동일합니다.

그림 10-11: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RESTART
RESTART는 트랜잭션이 진행 중인 동안 정전 또는 소프트웨어 오류와 같은 장애 후에 데이

터베이스에 대해 발행되어야 하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설

정하고 데이터베이스 로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transaction-consistent 상태로 리스토

어합니다. 장애 발생 전에 커미트된 트랜잭션이 변경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적용됩

니다. 장애 발생 전에 롤백된 트랜잭션이나 장애 시 진행 중이던 트랜잭션이 변경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롤백됩니다.
다음은 RESTART 명령의 예입니다.

RESTART DATABASE finance;

AUTORESTART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를 ON으로 설정하여 필요할 때 RESTART 
명령을 자동으로 호출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RESTART 명령

은 응용프로그램이 장애 후 데이터베이스에 처음 연결하려 할 때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RESTART 명령은 실행되는 노드에서만 적용됩니다. 병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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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노드가 실패하는 경우, 각 노드는 독립적으로 재시작되어야 합니다.
재시작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일부 분산 트랜잭션(가능하면 다른 서버에서 여러 데

이터베이스에 연결하거나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는 트랜잭션)에 참여하는 경우, 모
든 서버가 아니라 일부 서버에서 커미트 요청이 처리되었으므로 분산 트랜잭션이 인다우

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다우트 트랜잭션이 RESTART 명령으로 발견되는 경우, 
경고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인다우트 트랜잭션을 검토한 후 LIST INDOUBT TRANSACTIO
NS 명령을 사용하여 인다우트 트랜잭션에 대해 수행할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BACKUP
BACKUP 명령은 서버 머신에 있는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테이프) 또는 디렉토리에 (전체 

또는 일부) 데이터베이스 사본을 작성합니다. 표 10-2의 제한조건에 따라, 백업은 온라인이

나 오프라인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전체 데이터베이스 또는 일련의 이름 지정된 테이블 스

페이스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BACKUP 명령을 사용하려면 SYSADM, SYSCTRL 또는 SY
SMAINT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BACKUP 명령을 사용할 때 다음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백업할 데이터베이스 이름

• 백업할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디폴트값은 전체 데이터베이스임)

• 백업이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여부(디폴트값은 오프라인임)

• 백업 파일을 작성할 디바이스 또는 디렉토리의 이름

그림 10-12: 백업 파일 이름 구조

• 백업 권한이 있는 사용자 ID와 암호(선택적)

• 입력/출력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일부 매개변수(예: 사용할 버퍼수 및 크기)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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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명령은 이름 지정된 디바이스 또는 디렉토리에 하나 이상의 백업 파일을 생성합니

다. 생성된 파일에는 이름이 있으며, 그 구조는 그림 10-12에 나와 있습니다.
병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각 노드를 독립적으로 백업해야 합니다. 전체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 완전하고 일관성이 있는 사본을 갖도록 동시에 모든 노드를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BACKUP 명령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명령은 서버의 이름 지정된 디렉토리에 FINANCE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데이터베이

스 백업을 작성합니다.
BACKUP DATABASE finace TO d:\backups;

• 다음 명령은 FINANCE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 지정된 테이블 스페이스의 온라인 백업을 

수행합니다. 응용프로그램은 백업을 가져오는 동안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계속할 수 있습

니다.
BACKUP DATABASE finance

TABLESPACE userspace1 ONLINE

TO d:\backups;

추가 정보: 테이블 스페이스에 일부 컨테이너를 추가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계속하

기 전에 백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마지막 백업이 작성된 이후에 컨테

이너가 추가된 테이블 스페이스를 복구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몇 가지 복잡한 문제를 피하

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STORE 
RESTORE 명령은 백업에 저장된 내용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리스토어합니

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는 리스토어하지 않으나, 이러한 매개변수가 

유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리스토어할 수 있습니다. RESTORE는 새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

여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에 저장된 내용으로 로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RESTO
RE 명령을 사용하려면 SYSADM, SYSCTRL 또는 SYSMAINT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RESTORE 명령에 사용된 백업에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 스페이스 세트의 내용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토어는 오프라인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테
이블 스페이스(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이 들어 있는 테이블 스페이스는 제외) 리스토어는 

응용프로그램이 다른 테이블 스페이스와 상호 작용하는 동안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습

니다. 병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복구에 참여하는 각 노드에서 RESTORE 명령을 별

도로 호출해야 합니다.
RESTORE 명령을 사용할 때 다음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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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이 작성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 백업이 저장된 서버 머신의 디바이스 또는 디렉토리 이름

• 지정된 위치에 둘 이상의 백업이 있는 경우, 사용할 백업 날짜 및 시간

• RESTORE가 백업된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목표 데이터베이스로 지정되는 경우, 목표 데이

터베이스의 이름 및 위치. 목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생성됩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 개

의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 사본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 테이블 스페이스를 리스토어할 때 리스토어할 테이블 스페이스 목록 및 RESTORE가 온라

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행되는지의 여부(디폴트값은 오프라인임)

• RESTORE 명령 권한이 있는 사용자 ID와 암호(선택적)

• 입력/출력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일부 매개변수(예: 사용할 버퍼 수 및 크기) (선택적)

디폴트로 데이터베이스에 포워드 복구가 사용 가능한 경우, RESTORE 명령은 데이터베

이스(또는 리스토어된 테이블 스페이스)를 롤 포워드 보류 상태로 둡니다. 롤 포워드 보류 

상태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 스페이스는 커미트된 트랜잭션의 변경사항을 다시 적용

하기 위해 ROLLFORWARD 명령이 적용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롤 포워드 보류 상태

는 RESTORE가 온라인 백업 또는 테이블 스페이스 레벨 백업에서 완료된 경우 필수적입니

다. 그러나 RESTORE가 전체 데이터베이스 오프라인 백업에서 완료된 경우, WITHOUT RO
LLING FORWARD절이 RESTORE 명령에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베이스는 롤 

포워드 보류 상태를 피하고 RESTORE가 완료된 직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백업 시

점 후에 커미트된 트랜잭션의 변경사항이 유실됩니다.)
RESTORE 명령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명령은 해당 디렉토리와 시간소인으로 식별되는 지정된 백업에서 FINANCE 데이터

베이스를 리스토어합니다. 포워드 복구를 FINANCE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는 백업 시의 상태로 리스토어되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워드 복구가 

사용 가능한 경우, 데이터베이스는 롤 포워드 보류 상태로 남아 있으며, ROLLFORWARD 명
령이 여기에서 실행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PLACE EXISTING절은 시스템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기존 내용이 삭제되며 백업의 내용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ESTORE DATABASE finance

FROM d:\backups TAKEN AT 19971117160246

REPLACE EXISTING;

• 다음 명령은 롤 포워드가 수행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즉

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전의 예와 유사합니다.
RESTORE DATABASE finance

FROM d:\backups TAKEN AT 199711171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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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ACE EXISTING

WITHOUT ROLLING FORWARD;

• 다음 명령은 이전 예와 동일한 백업을 사용하나 이때 FINANCE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스

페이스 중 하나에서만 온라인 RESTORE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리스토어는 나머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인터럽트하지 않고 미디어 오류가 발생한 테이블 

스페이스를 리스토어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토어된 테이블 스페이스는 롤 포워

드 보류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 테이블 스페이스를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테이블 스페이스

와 다시 동기화시키기 위해 ROLLFORWARD 명령이 실행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STORE DATABASE finance

 TABLESPACE(userspace1) ONLINE

 FROM d:\backups TAKEN AT 19971117160246

 REPLACE EXISTING;

ROLLFORWARD
ROLLFORWARD 명령은 데이터베이스 또는 일부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포워드 복구를 수행

하기 위해 RESTORE 명령 다음에 호출됩니다. 
백업 시점 후에 커미트된 트랜잭션의 변경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적용하는 데 로

그를 사용합니다. ROLLFORWARD 명령을 사용하려면 SYSADM, SYSCTRL 또는 SYSMAINT 
권한이 있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는 포워드 복구가 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ROLLFORWARD 명령은 롤 포워드 보류 상태에 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또는 하나 이상

의 테이블 스페이스에 적용됩니다. 롤 포워드 보류 상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 

스페이스는 ROLLFORWARD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SYSCATSPACE)을 포함하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 스

페이스에 적용되는 ROLLFORWARD는 오프라인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SYSCATSPACE가 

아닌 테이블 스페이스의 ROLLFORWARD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는 백업 시간과 현재 시간(로그의 끝) 사이에서 원하는 지점으로 롤 포

워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지정된 시간으로 롤 포워드되면, 로그는 지정된 시간 

이전에 커미트된 트랜잭션의 변경사항을 모두 다시 적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별 테이블 

스페이스는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과 함께 지정된 시간으로 롤 포워드될 수도 있습니다.

• SYSCATSPACE는 각각 지정된 시간으로 롤 포워드될 수 없습니다. 로그의 끝까지 계속 롤 

포워드 되어야 합니다.

• SYSCATSPACE가 아닌 테이블 스페이스는 테이블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시간 이후

에 특정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삭제되지 않은 경우에만(테이블 스페이스를 시스템 카탈로

그 테이블과 불일치하게 만들므로) 각각 지정된 시간으로 롤 포워드될 수 있습니다.

• 테이블에 둘 이상의 테이블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된 모든 테이블 스페

이스가 함께 롤 포워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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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포워드되고 있는 테이블 스페이스의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 스페이스의 테이블과 참조 무

결성 관계인 경우, 롤 포워드된 테이블은 점검 보류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10.7.5절에서 

설명한 점검 보류 상태는 해당 제한조건을 점검할 때까지 테이블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중 노드 시스템일 경우, ROLLFORWARD 명령은 카탈로그 노드에서만 실행되어야 합

니다. 디폴트로 명령은 db2nodes.cfg 파일에 나열된 모든 노드에 적용되지만 ROLLFORW
ARD에 참여하도록 노드 서브세트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노드에 대한 장애로부

터 복구할 경우, 다른 노드와 다시 동기화시키기 위해 해당 노드를 로그 끝으로 롤 포워드

하도록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롤 포워드할 경우, 
ROLLFORWARD는 모든 노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ROLLFORWAD 명령을 사용할 때 다음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롤 포워드할 데이터베이스 이름

• 데이터베이스를 롤 포워드할 날짜 및 시간(디폴트값은 로그의 끝임). 다중 노드 시스템에서 

로그 끝으로 롤 포워드할 경우, 참여하려는 노드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 테이블 스페이스를 롤 포워드할 때 참여할 테이블 스페이스의 목록 및 프로세스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생하는지의 여부(디폴트값은 오프라인임)

• LOGPATH 구성 매개변수로 지정된 일반 로그 디렉토리 및 아카이브된 로그 파일을 검색할 

디렉토리(선택적)

• ROLLFORWARD 명령 권한이 있는 사용자 ID와 암호(선택적)
ROLLFORWARD 명령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명령은 현재 시간으로 FINANCE 데이터베이스를 롤 포워드합니다. 백업이 수행된 후

에 커미트된 모든 트랜잭션 조치를 다시 적용하기 위해 백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D STOP절은 롤 포워드 보류 상태가 아닌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합니다.
ROLLFORWARD DATABASE finance

TO END OF LOGS AND STOP;

• 다음 명령은 지정된 날짜 및 시간 전에 커미트된 모든 트랜잭션을 다시 적용하여 FINANCE 
데이터베이스를 롤 포워드합니다.
ROLLFORWARD DATABASE finance

TO 1997-12-25-10.30.59 AND STOP;

• 다음 명령은 FINANCE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특정 테이블 스페이만 롤 포워드합니다. 명령

은 테이블 스페이스 레벨 복구 후에 발행되며 지정된 테이블 스페이스(USERSPACE1)에만 

적용됩니다. 명령은 포워드 복구가 온라인으로 처리되어 현재 시간(로그의 끝)으로 계속 진

행되도록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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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FORWARD DATABASE finance

 TO END OF LOGS AND STOP

 TABLESPACE(USERSPACE1) ONLINE;

추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NOT LOGGED 옵션으로 작성된 LOB 데이터 유형의 일부 컬럼

이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컬럼의 갱신사항이 로그에 기록되지 않으며, 포워드 복구가 이러

한 컬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포워드 복구 시 로그되지 않은 컬럼의 갱

신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컬럼의 값은 2진수 0으로 설정됩니다.

10.6.3 복구용 저널 사용
3.1.3절에서 UDB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한 중요한 이벤트를 기록하는 그래픽 도구인 저널

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널의 패널 중 하나는 그림 10-13에 표시된 복구 패널입니다. 복구 

패널에서는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한 모든 백업 및 복구 조치 목록을 보여줍니다. 특
정 백업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려면 복구 패널에서 해당 백업을 선택하고 로

그 메뉴를 펼친(pull down) 후 리스토어 조치를 선택만 하면 됩니다. 리스토어할 테이블 스

페이스와, RESTORE 다음에 ROLLFORWARD가 오는지의 여부와 같은 RESTORE 명령의 모

든 옵션을 그래픽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마법사가 제공됩니다.

그림 10-13: 저널의 복구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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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데이터의 대량 이동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 후에는 일부 외부 소스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로드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조작 중 일

련의 파일이나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일부 외부 소스와 대량의 

데이터를 교환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외부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물론 일부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에 임베드된 SQL INSERT 및
/또는 SELECT문을 사용하여 이러한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도록 특수한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UDB는 데이터베이

스 내/외부로 데이터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범용 유틸리티를 제공하

므로, 특수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는 수고를 덜어 왔습니다. 이러한 

유틸리티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익스포트. 이 유틸리티는 여러 파일 형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발췌하여 파일에 저장합니다. 발췌할 데이터는 SQL 쿼리로 지정됩니다.

2. 임포트.  익스포트의 반대 역할을 합니다. 익스포트 유틸리티에서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파

일 형식을 사용하여 외부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데이터를 삽입합니다. 임포트 

유틸리티는 SQL INSERT문을 사용하여 한 번에 하나씩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행을 삽입

합니다. 임포트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응용프로그램이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모
든 제한조건과 트리거는 임포트 중에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며, 행이 삽입될 때 일반적인 방

법으로 활성화됩니다.

3. 로드. 임포트의 대안 역할을 하는 고성능 유틸리티입니다. 로드 유틸리티는 한 번에 하나씩 

테이블에 행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행을 포함하는 페이지 이미지를 구성하여 한 

번에 한 페이지씩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합니다. 인덱스는 대량의 데이터 로드 후에 별도의 

단계에 구성됩니다. 로드 유틸리티 조작 중에 로드되고 있는 테이블이 들어 있는 테이블 스

페이스는 다른 응용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또한 테이블 로드 중에 해당 테이블

에 첨부된 제한조건 및 트리거는 일시중단됩니다. 테이블을 로드한 후 제한조건은 SET CO
NSTRAINTS문을 사용하여 새로 로드된 데이터를 점검하도록 다시 활성화시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로드된 데이터에 대해 점검 제한조건 및 외부 키 제한조건이 로드 프로세스 마

지막에 강제 실행됩니다. 그러나 로드된 데이터가 활성화할 트리거 세트를 찾아서 실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트리거가 구현한 비즈니스 규칙은 로드 후에 강제 실행이 보장되

지 않습니다. 이 점이 트리거가 아니라 제한조건으로 비즈니스 규칙을 구현하는 이점 중 하

나입니다.



646 10.  데이터베이스 관리

10.7.1 파일 형식
네 가지 표준 파일 형식을 익스포트, 임포트 및 로드 유틸리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파일 형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컬럼 식별자가 있는 ASCII(유형 DEL) 파일은 각 행 내에서 행별 및 컬럼별로 정렬된 데이터 

값 스트림으로 구성됩니다. 값은 컬럼 분리문자로 구분되고(디폴트값은 쉼표임), 행은 행 

분리문자로 구분됩니다. (UNIX에서는 줄바꾸기, Windows와 OS/2에서는 캐리지 리턴/줄바

꾸기(linefeed) 조합이 디폴트값임). 문자열 값은 문자열 분리문자(디폴트값은 큰따옴표임)
로 묶습니다. 널(NULL) 값은 누락된 데이터로 나타납니다(스페이스 또는 아무것도 없음(no
thing)으로 구분되는 컬럼 분리문자). 컬럼 식별자가 있는 ASCII 파일을 익스포트, 임포트 또

는 로드할 때 디폴트 분리문자를 사용자 고유의 분리문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컬럼 식별

자가 있는 ASCII 파일에는 데이터 값이 들어 있으나 테이블 이름 및 컬럼 이름과 같은 구조

적 정보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음 예는 네 개의 행을 컬럼 식별자가 있는 ASCII 파일에 표시한 것입니다. 날짜와 시간

의 디폴트 형식을 컬럼 식별자가 있는 ASCII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Screwdriver”, 5.10, 28, “Acme Tools”, 19980115, “09.34.05”

“Hammer”, 18.00, 8, “Tools Unlimited”, 19980401, “09.34.05”

“Wrench”, 24.50, 10, “Bob’s House of Tools”, 19971230, “21.34.05”

“Wrench, Adjustable”, 32.29, 15, “Tools Unlimited”, 19980215, “21.34.05”

2. 컬럼 식별자 없는 ASCII(유형 ASC) 파일은 각 행 내의 데이터 컬럼이 고정 위치에 있으므로 

분리문자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컬럼 식별자가 있는 ASCII 파일과 유사

합니다. 컬럼 식별자 없는 ASCII 파일을 사용할 때 임포트와 로드 유틸리티는 정확한 파일

(즉, 각 데이터 컬럼에 지정된 문자 위치) 형식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예는 네 개의 행을 컬럼 식별자 없는 ASCII 파일에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날짜

와 시간의 디폴트 형식을 컬럼 식별자 없는 ASCII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Screwdriver         5.10     28  Acme Tools           1998-01-15   09.34.05

Hammer             18.00      8  Tools Unlimited      1998-04-01   09.34.05

Wrench             24.50     10  Bob’s House of Tools 1997-12-30   21.34.05

Wrench,Adjustable  32.29     15  Tools Unlimited      1998-02-15   21.34.05

추가 정보: 컬럼 식별자가 있는 ASCII 파일과 컬럼 식별자 없는 ASCII 파일은 디폴트 날짜 

표현 형식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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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 교환 형식(유형 IXF) 파일은 동일한 플랫폼 또는 다른 플랫폼3)에서 UDB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 선호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IXF 파일은 Windows 
NT에서 실행 중인 데이터베이스와 AIX에서 실행 중인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데이터를 이

동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두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다른 숫자 형식을 자동으로 

보상합니다.

IXF 파일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컬럼 이름, 데이터 유형 및 인덱스를 비롯한 테이블에 대

한설명도 들어 있는 2진 파일입니다. 테이블이 IXF 형식으로 익스포트되면, 다른 데이터

베이스에서 재작성되어 해당 인덱스 및 기본 키로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XF 파일에

는 외부 키, 제한조건 및 트리거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표 10-3: 익스포트, 임포트 및 로드에서 지원되는 파일 유형 요약

컬럼 식별자가 있는 

ASCII(DEL)
컬럼 식별자 없는 AS
CII(ASC) 통합 교환 형식(IXF) 워크시트 파일(W SF)

익스포트 예 아니오 예 예

임포트
예 예 예 예

로드 예 예 예 아니오

4. 워크시트(유형 WSF) 파일은 UDB와, Lotus 1-2-3과 Symphony 제품의 특정 버전 사이에서 데

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파일입니다. (WSF 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B2 관리 안내서를 참

조하십시오.)

표 10-3에는 대량의 데이터 이동을 위해 세 개의 유틸리티 각각으로 지원되는 파일 유형

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10.7.2 데이터 익스포트
익스포트 유틸리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발췌하고 DEL, IXF 또는 WSF 형식을 사

용하여 파일에 저장합니다. 여러 테이블 및/또는 뷰의 조인 또는 UNION을 포함하여 익스포

트할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에서 가져올 필요는 없으며 SQL 쿼리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트 유틸리티를 사용하려면 데이터가 익스포트되고 있는 테이블 또는 뷰 각각에 대

한 SYSADM 또는 DBADM 권한, CONTROL 또는 SELECT 특권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DEL 파일로 익스포트할 때 행, 컬럼 및 문자열 분리문자와 소수점 및 더하기 부

3) UDB는 메인프레임에서 사용하는 IXF 형식과 동일하지 않은 통합 교환 형식의 PC용 버전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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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사용할 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IXF 파일로 익스포트할 때 익스포트하

는 데이터에 컬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익스포트 프로세스 중에 생성된 메시지를 

저장하는 파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메시지는 표준 출력으로 

표시됩니다. 
익스포트 유틸리티는 제어 센터에서 익스포트할 테이블을 선택하고, 익스포트 조치를 

선택한 후 결과 대화 상자에서 질문에 응답하여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명
령 센터 또는 CLP와 같은 대화식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EXPORT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

다. EXPORT 명령은 Command Reference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 예에서도 볼 수 있습니

다.

• 다음 예에서는 SHOP.TOOLS라는 전체 테이블을 현재 디렉토리에서 TOOLS.DEL이라는 컬

럼 식별자가 있는 ASCII 파일로 익스포트합니다. OF DEL절은 파일 유형을 나타냅니다. 익
스포트 중에 생성된 메시지가 현재 디렉토리에서 EXPORT.MSG라는 파일에 저장됩니다.
EXPORT TO tools.del OF DEL

 MESSAGES export.msg

 SELECT * FROM shop.tools;

• 다음 예에서는 SQL 쿼리로 지정된 SHOP.TOOLS 테이블의 특정 행과 열을 TOOLS.IXF라는 I
XF 파일로 익스포트합니다. METHOD N으로 시작하는 행은 익스포트된 데이터의 새 컬럼 

이름을 지정합니다.
EXPORT TO tools.ixf OF IXF

 METHOD N(toolname, price, acquired)

 MESSAGES export.msg

SELECT name, price, adate

FROM shop.tools

WHERE adate >= ‘1998-01-01’;

10.7.3 데이터 임포트
임포트 유틸리티는 지원되는 네 개의 파일 형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파일에서 데이터베이

스로 데이터를 삽입합니다. 파일의 데이터는 SQL INSERT문을 사용하여 한 번에 한 행이 처

리됩니다. 목표 테이블과 연관된 제한조건과 트리거는 임포트 프로세스 중에 유효한 상태

로 남아 있습니다. 행을 삽입하지 못한 경우(예: 행이 제한조건을 위반하므로), 임포트 유틸

리티는 실패한 행의 행 번호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생성한 후 나머지 행의 삽입을 진행합니

다. 임포트 프로세스를 끝낼 때 삽입된 행 수와 실패한 행 수를 요약하는 메시지가 생성됩

니다. 그런 다음 임포트 유틸리티는 트랜잭션을 커미트합니다.
임포트 유틸리티는 다음 모드 중 하나로 호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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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목표 테이블이 존재해야 합니다. 새 행은 기존 테이블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목

표 테이블에 삽입됩니다.
INSERT_UPDATE: 목표 테이블이 존재해야 하며 기본 키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행의 기본 

키와 일치하는 새 행으로 기존 행이 갱신됩니다. 기존 행의 기본 키와 일치하지 않는 새 

행은 테이블에 삽입됩니다.
REPLACE: 목표 테이블이 존재해야 합니다. 기존의 내용이 삭제되며, 임포트된 데이터로 

대체됩니다.
CREATE(IXF 파일에만 해당): 목표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표 테이블(또는 인

덱스)이 IXF 파일에 포함된 테이블 설명으로부터 작성됩니다. 그런 다음 IXF 파일의 데

이터가 새 테이블에 삽입됩니다.
REPLACE_CREATE(IXF 파일에만 해당): 목표 테이블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삭제되고 임

포트된 데이터로 대체되며, 테이블 정의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목표 

테이블이 없는 경우, IXF 파일에 포함된 테이블 설명으로부터 작성된 후(인덱스 포함), 
파일의 데이터가 새 테이블에 삽입됩니다.

임포트 유틸리티를 사용하려면 수행할 내용에 충분한 권한 또는 특권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테이블에 새 행을 삽입하려면 해당 테이블에 대한 INSERT 특권이 필요합니다. 테이블

의 내용을 바꾸려면 해당 테이블에 대한 CONTROL 특권이 필요합니다. 새 테이블을 작성

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CREATETAB 특권과 해당 스키마에 대한 CREATEIN 특권이 

필요합니다. 물론 SYSADM 또는 DBADM 권한은 이러한 조작을 수행하기에 충분합니다.
컬럼 식별자가 있는 ASCII(DEL) 파일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할 때 행, 컬럼 및 문자열 분리

문자와 소수점 및 더하기 부호에 사용할 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 유틸리티는 제어 센터에서 임포트할 테이블을 선택하고, 임포트 조치를 선택한 

후 결과 대화 상자에서 질문에 응답하여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명령 센터

나 CLP와 같은 대화식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IMPORT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IMPORT 
명령은 Command Reference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 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다음 예에서는 컬럼 식별자가 있는 ASCII 파일의 내용이 기존 테이블 SHOP.TOOLS2에 삽입

됩니다.
IMPORT FROM tools.del OF DEL

 MESSAGE import.msg

 INSERT INTO shop.tools2;

• 다음 예에서 컬럼 식별자 없는 ASCII 파일의 내용은 SHOP.TOOLS3이라는 기존 테이블의 내

용을 바꾸는 데 사용됩니다. ASC 파일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할 때 사용자는 각 데이터 컬럼

이 있는 파일에서 정확한 문자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METHOD L절로 시작하는 행

에서 이루어집니다.
IMPORT FROM tools.asc OF 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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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L(1 20, 21 26, 29 30, 33 51, 54 63, 66 73)

 MESSAGES import.msg

 REPLACE INTO shop.tools3

• 다음 예에서 IXF 파일의 내용은 SHOP.TOOLS4라는 새 테이블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

습니다. IXF 파일에는 새 테이블의 컬럼 이름 정의가 들어 있으며, 새 테이블에서 작성할 인

덱스를 지정합니다.
IMPORT FROM tools.ixf OF IXF

 MESSAGES import.msg

 CREATE INTO shop.tools4;

• 데이터 유형이 LOB 데이터 유형(Blob, Clob 또는 Dbclob) 가운데 하나인 컬럼으로 데이터를 

임포트할 때 임포트되는 파일은 실제 LOB 값 또는 LOB 값이 들어 있는 파일 이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다음 예에 표시된 대로 IMPORT 명령의 LOBSINFILE 옵션으로 

표시됩니다. 다음 예에서는 임포트 파일의 데이터가 일치하는 기본 키가 있는 기존 행 값을 

갱신하는 데 사용되는 INSERT_UPDATE 모드도 보여줍니다.
IMPORT FROM pictures.ixf OF IXF

 MODIFIED BY LOBSINFILE

 MESSAGES import.msg

 INSERT_UPDATE INTO employees;

• 다음 명령은 임포트 유틸리티가 임포트 파일에서 처음 300개의 행을 건너뛰고 행 301에서 

부터 데이터 임포트를 시작하도록 지정합니다. 임포트 프로세스 중에 트랜잭션은 매 50개

의 행 다음에 커미트됩니다. 다음 명령은 대형 파일 임포트 실패 후에 재시작하는 방법과 

이후의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인 커미트 시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IMPORT FROM bigfile.ixf OF IXF

 COMMITCOUNT 50 RESTARTCOUNT 300

 MESSAGES import.msg

 INSERT INTO bigtable;

추가 정보: 기존 테이블과 동일한 컬럼 이름과 데이터 유형의 새 테이블을 작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의 테이블을 WHERE절을 포함한 IXF 파일로 익스포트하는 것이며, 이렇

게 하면 0행이 익스포트된 후 새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 CREATE 옵션을 포함한 IXF 파일

에서 IMPORT를 호출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 조합은 SHOP.TOOLS라는 기존의 테이블

과 동일한 컬럼 이름과 데이터 유형의 SHOP.NEWTOOLS라는 새로운 빈 테이블을 작성합니

다. 

EXPORT TO toolsddl.ixf OF IXF

 SEL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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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shop.tools

 WHERE 1 < 0;

IMPORT FROM toolsddl.ixf OF IXF

 CREATE INTO shop.newtools;

10.7.4 데이터 로드
임포트 유틸리티처럼 로드 유틸리티는 파일에서 테이블로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에서 또는 테이프와 같은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로드와 임

포트의 주된 차이점은 로드는 현저하게 높은 성능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로드한다는 점입

니다. 이 성능은 한 번에 한 행이 아니라 한 번에 한 페이지씩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삽

입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구현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페이지를 삽입하려면 로드 유틸

리티는 로드되는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독점적 액세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처리를 테

이블 스페이스 Quiesce중이라고 합니다. 로드 유틸리티는 로드 지속기간 동안 로드되고 있

는 테이블의 트리거와 제한조건을 비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성능 향상을 위해 로드 유틸

리티는 여러 종류의 병렬 처리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복수 테이블 스페이스 컨테이너에 

데이터를 작성할 때 병렬 프로세스를 사용하며, 대칭적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실행할 

때 여러 프로세서를 자동으로 사용합니다.
로드 유틸리티를 사용하려면 SYSADM 또는 DBADM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로드를 시작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 로드할 테이블이 없으면 로드 유틸리티를 호출하기 전에 테이블을 작성해야 합니다. 테이

블을 로드하기 전에 인덱스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로드 유틸리티는 로드 프로세스 중에 

인덱스 키를 수집하고 데이터가 로드된 후 실제 인덱스를 구성하는 데 이러한 키를 사용합

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가 새로 로드되고 있는 대형 테이블에서 인덱스를 작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로드할 테이블에 고유성 규칙(예: 기본 키, 고유 제한조건 또는 고유 인덱스)이 있으면 로드 

유틸리티에서 사용할 예외 테이블을 작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드 후에는 고유성 

규칙 위반이 발견된 행은 로드된 테이블에서 제거되어 예외 테이블로 이동됩니다.
예외 테이블에는 어떤 이름이라도 부여할 수 있으나, 로드되고 있는 테이블의 컬럼(이름과 

데이터 유형)과 정확하게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예외 테이블의 마지막에 두 개의 컬

럼을 추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 ‘추가’ 컬럼은 데이터 유형이 Timestamp이고, 위반을 발견한 시간을 나타내는 데 사

용됩니다. 두 번째 ‘추가’ 컬럼은 데이터 유형이 Clob(32K)이고, 예외 행으로 위반된 제한조

건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예외 테이블이 로드할 테이블(이전 로드일 수 있음)
에 이미 있으면, 로드를 시작하기 전에 예외 테이블을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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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로드할 테이블의 컬럼이 NOT NULL로 선언된 경우, 예외 테이블의 해당 컬럼도 

NOT NULL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 데이터베이스가 포워드 복구로 구성된 경우, 로드 유틸리티가 로드된 모든 데이터의 추가 

사본을 작성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포워드 복구는 장애가 발생하고 데이터베

이스가 이전 백업에서 리스토어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백업 시간 후에 발생한 커미트된 

모든 변경사항을 다시 적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드 프로세스를 다시 적

용하려면 시스템에는 로드된 데이터의 추가 사본이 필요합니다. 로드 유틸리티를 COPY 
YES 옵션과 함께 호출하여 사본이 작성될 파일 또는 디바이스의 이름을 지정하고 추가 사

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NONRECOVERABLE 옵션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로

드된 데이터로 구성된 사본이 없으며 로드된 테이블은 포워드 복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포워드 복구용으로 구성되고 COPY YES 또는 NONRECOVERABLE을 

지정하지 않고 로드 유틸리티를 호출하는 경우, 로드된 테이블이 들어 있는 테이블 스페이

스는 백업이 작성될 때까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는 백업 보류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

다. 포워드 복구, 백업 및 백업 보류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6절을 참조하십시오.

• 또한 로드 유틸리티로 로드되고 있는 테이블 및/또는 해당 인덱스에 대한 통계를 수집할 것

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 이 통계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계

는 테이블 컬럼에서 값의 분산 등을 측정하며, 옵티마이저에서 테이블에 대한 쿼리용 액세

스 플랜을 선택할 때 유용합니다. 맨 처음부터 테이블을 로드하고 기존 내용을 바꿀 경우에

만 로드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통계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체 모드라고 하며, 기존 

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테이블에 새 행을 추가하는 삽입 모드와는 다릅니다.
로드 중에 통계 콜렉션을 제외하려면 STATISTICS NO 옵션과 함께 로드 유틸리티를 호출

합니다. 디폴트값은 STATISTICS YES인데, 제한된 통계 세트를 수집하지만 가장 완전한 세

트는 아닙니다. 로드된 테이블 및 해당하는 모든 인덱스에 대한 최대 통계 세트는 STATISTI
CS YES WITH DISTRIBUTION AND DETAILED INDEXES ALL 옵션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

다. (기타 중간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mmand Reference를 참조하십시오.) 로드 프로

세스 중에 테이블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제어 센터의 통계 실행 조치를 사용

하여 나중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인덱스 키 저장 및 정렬을 위해 로드 유틸리티에서 충분한 임시 디스크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폴트로 로드 유틸리티는 현재 UDB 인스턴스의 sqllib/tmp 

디렉토리에 이러한 임시 파일을 작성하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 세

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로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1. 로드 단계. 데이터가 테이블로 로드되지만 인덱스는 갱신되지 않고, 트리거가 제외되며, 제
한조건이 점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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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빌드 단계. 테이블에 정의된 모든 인덱스가 재빌드됩니다.

3. 삭제 단계. 기본 키, 고유 제한조건 또는 고유 인덱스 위반을 발견한 모든 행은 로드된 테이

블에서 삭제되어 예외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예외 테이블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고유성 규

칙을 위반한 행이 경고 메시지와 함께 폐기됩니다. 이 단계 중에 고유성 규칙만이 점검되

며, 외부 키 및 점검 제한조건은 여전히 점검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로드 유틸리티는  기존 인덱스를 항상 처음부터 재빌드하는 반면, 임포트 유틸

리티는 기존 인덱스를 증분(incremental) 갱신합니다. 따라서 인덱스가 정의된 기존의 대형 

테이블에 적은 수의 행을 추가할 때, 임포트는 로드보다 나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로드된 테이블에 외부 키나 점검 제한조건이 있으면 로드 유틸리티는 테이블을 점검 보

류라는 특수 상태에 둡니다. 이는 제한조건이 테이블의 일부 데이터에 대해 점검되지 않았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드된 테이블이 참조 무결성 관계에서 상위 테이블이고 로드가 대

체 모드로 완료된 경우, 이러한 관계의 하위 테이블은 점검 보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러한 특수 상태에서 테이블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SQL문에서 점검 

보류 상태의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점검 보류 상태에서 테이블을 제거하는 일반

적인 방법은 SET CONSTRAINTS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10.7.5절 참조).

추가 정보: 테이블이 로드되면 테이블의 행이 로드 파일에서 읽어들이는 순서로 실제 스토

리지에 위치합니다. 이 순서는 데이터가 여러 파티션으로 로드되고 있는 경우에도 보존됩

니다. 자주 사용할 인덱스를 선택하고 이 인덱스의 키 값 순서로 테이블 행을 로드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인덱스는 클러스터링 등록 정보를 갖게 됩니다. 이 정보는 

이 인덱스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스캔하면 I/O 조작이 최소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러

스터링 등록 정보가 있는 인덱스를 가지면 테이블에 대해 쿼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

다. 키 값 순서로 테이블 행을 로드할 수 없으면 제어 센터의 재구성 조치를 사용하여 테이

블을 재구성함으로써 나중에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드 유틸리티는 제어 센터에서 로드할 테이블을 선택하고, 로드 조치를 선택한 후 결과 

대화 상자의 질문에 응답하여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명령 센터와 같은 대

화식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LOAD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IMPORT처럼 LOAD는 INS
ERT 모드나 REPLACE 모드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INSERT 모드는 테이블에 새 행을 로드

하고 기존의 행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두며, REPLACE 모드는 기존의 테이블 내용을 삭

제하고 새로 로드된 데이터로 바꿉니다.
LOAD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컬럼 식별자가 있는 ASCII(DEL) 파일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때 행, 컬럼 및 문자열 분리문자로 사용할 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LOAD는 메인프레임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데 편리한 데이터 변환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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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다수 지원합니다. 이러한 옵션으로는 문자 데이터의 코드 페이지 변환, 10진 데이터의 

내재적인 소수점 및 ASCII 파일에 2진 또는 압축 10진수 데이터를 임베드하여 숫자 데이터

를 로드하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LOAD 명령은 Command Reference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 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다음 예에서 LOAD는 SHOP.TOOLS라는 기존 테이블에 IXF 파일의 내용을 삽입하는 데 사

용되었습니다. 로드 중에 생성된 메시지는 LOAD.MSG 파일에 저장되고, 기본 키 또는 고유 

인덱스 제한조건을 위반하는 행은 SHOP.BADTOOLS라는 예외 파일로 전달됩니다.
LOAD FROM tools.ixf OF IXF

MESSAGES load.msg

INSERT INTO shop.tools

FOR EXCEPTION shop.badtools;

추가 정보: 데이터를 로드한 후 테이블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테이블 스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SQLCODE –290, SQLSTATE 55039)라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이는 데이터

베이스가 포워드 복구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LOAD 명령에 COPY YES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BACKUP 명령을 호출하여 테이블 스페이스나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때까지는 테이블 스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예에서 로드 유틸리티는 테이블 내용을 바꾸고 테이블과 모든 인덱스에 대한 완전한 

통계 세트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예에서는 포워드 복구에 사용하기 위해 새로 

로드된 모든 행의 추가 사본도 작성합니다. 사본 파일은 LOAD 명령으로 지정한 디렉토리

에 위치하며, 해당 이름은 백업 파일 이름 지정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그림 10-12 참조).
LOAD FROM tools.ixf OF IXF

MESSAGES load.msg

REPLACE INTO shop.tools

STATISTICS YES WITH DISTRIBUTION AND DETAILED INDEXES ALL

COPY YES TO d:\backups;

추가 정보: STATISTICS 옵션은 REPLACE 모드에서만 유효하고, COPY 옵션은 데이터베이

스가 포워드 복구용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다음 예에서 로드 유틸리티는 데이터 유형 Clob(10K)의 컬럼을 포함하는 테이블을 로드하

고 있습니다. 실제 Clob 값을 포함하는 대신, 로드 파일에는 Clob 값을 포함하는 파일의 이

름이 들어 있습니다. LOAD 명령은 LOBSINFILE 옵션을 사용하며 Clob 파일이 들어 있는 디

렉토리를 지정합니다.
LOAD FROM students.del OF DEL

LOBS FROM d:\students\resumes MODIFIED BY LOBSIN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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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S load.msg

INSERT INTO college.students;

10.7.5 점검 보류 상태
점검 제한조건과 외부 키 제한조건의 강제 실행은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에 중요하지만 데

이터를 수정할 때마다 대가가 따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로드 유틸리티는 대량의 데이터 로

드 중에 이러한 종류의 제한조건 점검을 일시중단합니다. 점검 또는 외부 키 제한조건이 있

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로드할 때마다 로드 유틸리티는 일부 제한조건을 점검하지 않은 데

이터가 들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테이블을 점검 보류 상태로 둡니다.
테이블이 점검 보류 상태에 있으면 SELECT, INSERT, UPDATE 및 DELETE문을 사용하여 

테이블에 정상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점검 보류 상태에 있는 테이블에 인덱스

를 작성하거나 EXPORT, IMPORT, REORG 또는 REORGCHK 명령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처

리할 수도 없습니다.
TABLES라는 카탈로그 테이블의 STATUS 컬럼을 검토하여 특정 테이블이 점검 보류 상

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정 테이블의 경우, STATUS 값 “N”은 테이블이 정상 상태에 있음

을 나타내며, STATUS 값 “C”는 테이블이 점검 보류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상

태 값 “X”는 뷰에만 적용되며 이때 뷰는 작동 불능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 쿼리는 

SHOP.TOOLS 테이블이 점검 보류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알아냅니다.

SELECT status

FROM syscat.tables

WHERE tabschema = ‘SHOP’

AND tabname = ‘TOOLS’;

SET CONSTRAINTS
테이블이 점검 보류 상태이면 제어 센터의 제한조건 설정 조치를 사용하거나 SET CONSTR
AINTS문을 실행하여 제한조건을 점검한 후 정상 상태로 리스토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테

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제한조건을 위반하는 행이 일부 발견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반된 행을 이동시킬 예외 테이블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ET CONSTRAINTS에서 사용하는 예외 테이블은 기본 키와 고유 제한조건을 위

반하는 행을 보유하기 위해 로드 유틸리티에서 사용하는 예외 테이블과 동일한 구조를 갖

습니다. 실제로 LOAD  명령과 그 다음에 오는 SET CONSTRAINTS문에 모두 동일한 예외 테

이블을 사용하도록 선택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제한조건을 위반하는 행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예외 테이블 없이 SET CONSTRAINTS를 호출하고 제한조건을 위반하는 행이 있

는 경우, 오류 메시지가 수신되며 테이블은 점검 보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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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CONSTRAINTS문의 사용법은 다음 예와 같습니다. SET CONSTRAINTS를 사용하려

면 명령문이 적용되는 테이블에 대한 SYSADM 또는 DBADM 권한이나 CONTROL 특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SET CONSTRAINTS문이 예외 테이블에 행을 삽입할 경우, 이 테이블

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데 필요한 특권이 있어야 합니다. SET CONSTRAINTS 프로세스에서

는 해당 제한조건이 점검되는 동안 테이블에 대한 배타적 잠금을 확보한 후 이를 보유합니

다.

• 이 예에서는 점검 보류 상태에서 SHOP.TOOLS 테이블을 제거하며, 기존의 점검 제한조건 

및 외부 키 제한조건에 대해 내용을 점검한 후 차후 테이블 갱신을 위해 이러한 제한조건을 

강제 집행합니다. 지정된 예외 테이블이 없으므로, 제한조건을 위반한 행이 발견되는 경우 

테이블은 점검 보류 상태로 남게 됩니다.
SET CONSTRAINTS FOR shop.tools IMMEDIATE CHECKED;

• 다음 예에서는 SHOP.TOOLS와 SHOP.PROJECTS라는 테이블의 모든 점검 제한조건 및 외부 

키 제한조건을 점검하여 제한조건을 위반한 모든 행을 이러한 테이블 외부와 각각의 예외 

테이블로 이동시킵니다. SHOP.TOOLS 및 SHOP.PROJECTS 테이블은 점검 보류 상태에서 제

거되어 정상 처리에 사용되며 차후 갱신을 위해 제한조건의 강제 실행이 재개됩니다.
SET CONSTRAINTS FOR shop.tools, shop.projects

IMMEDIATE CHECKED

FOR EXCEPTION IN shop.tools USE shop.badtools,

IN shop.projects USE shop.badprojects;

• 다음 예에서는 SHOP.TOOLS 테이블을 점검 보류 상태로 둡니다.
SET CONSTRAINTS FOR shop.tools OFF;

추가 정보: ALTER TABLE문을 실행하여 새 제한조건을 테이블에 추가하기 바로 전에 테이

블을 점검 보류 상태로 두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상 상태에 있으면서 제한조건을 위반

하는 행을 포함하고 있는 테이블에 새 제한조건을 추가하기 위해 ALTER TABLE문을 사용

하는 경우, 해당 명령문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테이블이 점검 보류 상태

에 있으면 ALTER TABLE문이 정상 완료됩니다. 그런 다음 SET CONSTRAINTS문은 제한조

건 점검을 작동하고 새 제한조건을 점검한 후, 새 제한조건을 위반한 모든 행을 예외 테이

블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ET CONSTRAINTS문을 사용하여 제한조건을 점검하지 않고 테이블이 강제로 점검 보류 

상태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테이블에 제한조건을 

위반하는 데이터가 없는지 확인하는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경우에만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을 로드하기 전에 로드 파일을 검토하여 위반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예제 명령은 제한조건을 점검하지 않고 SHOP.PROJECTS 테이블을 점검 보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명령을 실행한 후에는 테이블은 정상 액세스에 사용할 수 있

으며, 제한조건은 차후 갱신을 위해 강제 실행되나, 시스템에서 테이블의 모든 행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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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건에 만족한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SET CONSTRAINTS FOR shop.projects ALL IMMEDIATE UNCHECKED;

• 제한조건을 점검하지 않고 테이블을 점검 보류 상태에서 강제로 벗어나게 하면, 실제로 제

한조건에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테이블 각

각에 대해 모든 제한조건에 만족한다는 보장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이 정보는 TABLES 카탈로그 테이블의 CONST_CHECKED 컬럼에 외부 키 제한조건 및 점

검 제한조건에 대해 별도로 기록됩니다. 첫 문자는 외부 키 제한조건에 적용되며, 이 컬럼

의 두 번째 문자는 점검 제한조건에 적용됩니다. 다음 코드가 사용됩니다.
“Y”가 있으면 제한조건이 강제 실행되며 시스템에서 보장합니다.
“N”이 있으면 테이블이 점검 보류 상태에 있으며 제한조건이 점검되고 있지 않습니다.
“U”가 있으면 사용자가 UNCHECKED 옵션을 포함한 SET CONSTRAINTS문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점검 보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테이블에 대한 새 갱신

사항에 대해 제한조건을 강제로 실행하나 테이블 행이 제한조건을 위반하지 않게 할 책

임은 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테이블은 점검 보류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이 상

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다음 쿼리는 제한조건 보장 책임이 시스템에 있는지 또는 사용자에게 있는지의 여부

를 포함하여 SHOP 스키마에 있는 모든 테이블의 점검 보류 상태를 표시합니다.

SELECT tabname, status,

 substr(const_checked, 1, 1) AS fk_checked, 

 substr(const_checked, 2, 1) AS cc_checked,

FROM syscat.tables

WHERE tabschema = ‘SHOP’;

10.7.6 파티션된 데이터베이스 로드
파티션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것은, 먼저 데이터를 파티션 키 값에 따라 여

러 서브세트로 분할한 후 각 서브세트를 각각의 파티션으로 로드해야 하므로 특별한 어려

움이 따릅니다. UDB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분할 프로그램과 자동 로드 프로그램

이라고 하는 두 개의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분할 프로그램

분할 프로그램은 모든 UDB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db2split 프로그램(sqllib/bin에 있

음)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테이블 데이터를 포함하는 입력 파일을 스캔하고, 
지정된 파티션 키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며, 데이터를 파티션된 데이터베이스의 노드 그

룹으로 로드할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입력 파일은 DEL이나 ASC 형식(앞서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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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음), BIN(2진 숫자 데이터 포함) 또는 PACK(압축 10진수 데이터) 형식일 수 있습니다. 
입력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분할 프로그램은 입력 및 출력 데이터 파일 이름, 파티션 키, 노드 그룹에 있는 파티션의 

노드 번호 및 다양한 기타 제어 매개변수를 지정하는 구성 파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구
성 파일은 다음의 두 모드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1. ANALYZE 모드: 이 모드에서 분할 프로그램은 입력 파일을 스캔하고, 파티션 키 컬럼의 해

당 데이터 분산을 분석하며, 노드 그룹의 파티션 사이에서 차후 데이터를 균일하게 분산하

는 데 사용할 최적의 파티션 맵을 생성합니다. 데이터를 로드하기 전에 REDISTRIBUTE NO
DEGROUP 명령을 사용하여 로드될 노드 그룹에 생성된 파티션 맵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선택사항이며, 한 테이블에 최적인 파티션 맵은 동일한 노드 그룹의 다른 테이

블에는 최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PARTITION 모드: 이 모드에서 분할 프로그램은 입력 파일을 스캔하고, 이 파일을 여러 로

드 파일로 분할하며, 각각은 노드 그룹의 파티션 중 하나로 로드할 준비가 된 데이터를 포

함합니다. 데이터는 4,096개의 해시 버켓으로 각 행의 파티션 키를 해시한 후 파티션 맵을 

사용하여 파티션에 해시 버켓을 맵핑하여 분할됩니다. 파티션 맵은 구성 파일에 지정되며, 
다음 소스 중 하나입니다.

• 분할 프로그램의 이전 실행 시 ANALYZE 모드에서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 파티션 사이에서 균일하게 해시 버켓을 분산하는 디폴트 파티션 맵일 수 있습니다.

• 데이터가 로드될 노드 그룹에서 현재 사용 중인 파티션 맵일 수 있습니다. 이 파티션 맵은 

NODEGROUPS와 PARTITIONMAPS라는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서 검색하거나, db2gpm
ap이라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수동으로 구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파티션 맵은 단순히 4,096개의 해시 버켓과 연결된 노드 

번호를 나타내는 4,096개의 2바이트 정수 배열입니다.

분할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로드 파일에는 데이터를 로드할 파티션을 식별하는 접미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개의 파티션 노드 그룹에 대해 데이터를 분할하면, 분할 프로그램

은 LOADDATA.000, LOADDATA.001, LOADDATA.002 및 LOADDATA.003이라는 파일을 생

성할 수 있습니다. 각 로드 파일에는 이 파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파티션 맵을 기록하는 

헤더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때, 로드 유틸리티는 로드되고 있

는 노드 그룹의 현재 파티션 맵이 로드 파일 생성에 사용한 파티션 맵과 동일하지 않은 경

우 오류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샘플 분할 프로그램 구성 파일 db2split.cfg는 sqllib/samples/splitter 디렉토

리에 있습니다. 이 샘플을 사용하기 전에  파일에 제공된 주석에 따라 편집하여 사용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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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출력에 맞게 사용자 정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샘플 구성 파일의 제어 하에 분할 프로

그램을 호출하는 명령의 예입니다.
db2split –c db2split.cfg

자동 로드 프로그램

자동 로드 프로그램은 UDB Enterprise-Extended Edition에서만 실행되는 db2autold라는 프

로그램 형태로 제공됩니다(sqllib/misc에 있음). 분할 프로그램과 동일한 기능에 일부 기

능을 추가하여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와 함께 제공합니다. FTP를 통해 리모트 시스템에

서 입력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분할 후에 지정된 노드 그룹으로 데이터를 실

제 로드할 수 있습니다.

분할 프로그램처럼 자동 로드 프로그램은 입력, 출력 및 조작 모드를 지정하는 구성 파일

로 제어합니다. 자동 로드 프로그램은 다음 모드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1. ANALYZE 모드: 이 모드는 분할 프로그램의 ANALYZE 모드와 유사합니다. 입력 데이터 세

트를 스캔하고, 노드 그룹의 파티션 사이에 데이터를 분산시키기 위한 최적의 파티션 맵을 

생성합니다.

2. SPLIT_ONLY 모드: 이 모드는 분할 프로그램의 PARTITION 모드와 유사합니다. 지정된 파

티션 맵을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 세트를 노드 그룹의 파티션으로 로드할 준비가 된 여러 개

의 로드 파일로 분할합니다.

3. LOAD_ONLY 모드: 이 모드는 각각의 파티션에서 로드 유틸리티를 호출하고 구성 파일에 

지정된 LOAD 명령을 사용하여 실제로 SPLIT_ONLY 모드에서 생성된 파일을 노드 그룹의 

파티션으로 로드합니다.

4. SPLIT_AND_LOAD 모드: 이 모드는 SPLIT_ONLY와 LOAD_ONLY 모드의 기능을 결합한 것

입니다. 이 모드에서 분할 프로그램 출력은 노드 그룹의 다양한 머신에서 실행 중인 로드 

유틸리티로 직접 파이프 처리됩니다. 결과적으로 분할 데이터는 중간 파일에 저장할 필요

가 없으며, 분할과 로드에 소요되는 전체 시간이 최소화됩니다.

autoloader.cfg라는 샘플 자동 로드 프로그램 구성 파일은 sqllib/samples/autol

oader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이 샘플을 사용하기 전에 파일에 제공된 주석에 따라 편집하

여 사용자 입력과 출력에 맞게 사용자 정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샘플 구성 파일의 제어 하

에서 자동 로드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명령의 예입니다.

db2autold –c autoloader.cfg



660 10.  데이터베이스 관리

10.8성능 조정 
SQL은 비절차 언어이므로 특정 SQL문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실

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QL 쿼리가 해당 PARTNO 컬럼의 값을 

대조하여 SUPPLIERS와 PARTS라는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한다고 가

정합니다. 이 쿼리는 SUPPLIERS 테이블을 스캔하여 행마다 PARTS와 

일치하는 행을 찾거나 PARTS 테이블을 스캔하여 행마다 SUPPLIERS
와 일치하는 행을 찾거나 또는 두 테이블을 모두 PARTNO에 대해 정

렬한 후 정렬된 테이블을 병합함으로써 조인을 계산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SQL문 실행에 사용 가능한 각각의 알고리즘을 액세스 플

랜이라고 합니다. SQL문의 실행 시간은 액세스 플랜 선택에 따라 수

백 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으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UDB에는 SQL문마다 효율적인 액세스 플랜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옵티마이저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액세스 플랜 목록을 생성하고, 내장 비용 공식에 따라 비용을 

비교하며, 최저 비용의 플랜을 선택하여 작업하므로 비용 중심적(cost-based)이라고 합니다. 
특정 SQL문에 가장 효율적인 액세스 플랜은 명령문에서 액세스한 테이블, 이 테이블에서 

관리하는 인덱스 및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의 통계 등록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

어, SQL 쿼리가 인덱스가 있는 컬럼의 술어를 포함하고, 이 컬럼에 다수의 구별 값이 있다

는 것이 통계에 나타나는 경우, 이를 액세스 플랜에 일찍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

니다.
UDB 옵티마이저에는 다음과 같은 고급 기능이 있습니다.

1. 쿼리를 좀더 효율적인 형태로 변경할 수 있는 쿼리 재작성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

어, 서브쿼리는 종종 더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조인으로 변경됩니다. 술어는 때때로 

결과 세트의 크기를 더 신속하게 제한하도록 쿼리의 새 위치로 이동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정한 술어에서 새로운 술어를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2. 명령문에서 참조하거나 호출하는 뷰 정의, 제한조건 및 트리거 등을 SQL문과 병합할 수 있

는 병합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병합 프로세스 결과는 각각의 뷰, 제한조건 및 트리거를 

별도로 최적화하지 않고, 전역적인 최적 액세스 플랜을 찾도록 분석할 수 있는 단일 SQL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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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 공식은 각각의 테이블 컬럼 내에서의 데이터 값 분산을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

한 대형 통계 정보 콜렉션을 고려합니다. 또한 옵티마이저는 사용자 머신의 물리적 특성과 

해당 스토리지 미디어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특정 쿼리에 대해 선택하는 액세스 플랜은 사용

자 머신이 해당 CPU 자원 또는 I/O 자원의 제약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여러 테이블이 조인될 순서를 판별하는 데 두 메소드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메

소드는 최적의 조인 순서를 찾을 수 있는 동적 프로그래밍과, 최적화 프로세스에 시간과 메

모리 스페이스를 덜 소비하는 greedy 조인 열거입니다. 사용자는 조인 열거 메소드 및 옵티

마이저 성능의 다른 관점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UDB 옵티마이저의 최대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자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담당

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옵티마이저의 비용 공식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통계 정

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통계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또한 스토리지에서 데이

터의 실제 구성은 쿼리 처리 효율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물리적 페이지 

세트에 동일 부서의 직원들을 클러스터링하도록 직원 테이블을 구성하면 특정 부서의 모

든 직원들을 더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사용자가 최적화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통계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며, 테이블에서 데이터의 실제 구성을 제어할 수 있

는 UDB에서 제공하는 도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10.8.1 옵티마이저 제어
UDB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면 다음 최적화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액세스 플랜 품질과 

최적화 프로세스 전용 자원 사이의 교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0: 최소 최적화.
클래스 1: AIX 및 OS/2용 DB2 버전 1의 최적화 기법과 대략 비교 가능한 최적화 기법. 컬럼

에 있는 데이터 값의 일정하지 않은 분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클래스 2: 컬럼의 일정하지 않은 값 분산은 고려하나 상대적으로 단순한 “greedy 조인 열거”

라는 조인 계획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클래스 3: OS/390용 DB2에서 사용하는 최적화 기법과 대략 비교 가능한 최적화 기법. 동적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이 조인 계획에 사용되는 최하위 최적화 기법입니다.
클래스 5: UDB 옵티마이저의 대부분의 기법을 사용하는 디폴트 최적화 클래스. 이 클래스

에는 단순한 SQL문과 복잡한 SQL문의 일반적인 조합에 대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최적

화 기법이 포함되며, 동적 SQL문 최적화에 소비되는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경험적 규

칙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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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7: 클래스 5와 유사하나 동적 SQL문의 최적화 시간에 대한 경험적 제한이 없습니다.
클래스 9: 최적화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자원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최상의 액세스 플

랜을 생성하는 UDB 옵티마이저의 모든 기법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위 최적화 클래스로 인해, 최적화 중에 더 많은 시간과 메모리가 사용되며, 
SQL문이 실행될 때 잠재적으로 성능은 더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동적 프로그래밍은 클래

스 3 이상에서만 사용되며, 전체 쿼리 재작성 규칙 세트는 클래스 5 이상에서만 사용됩니다. 
클래스 0은 최소로 최적화 비용을 유지하려는 동적 쿼리 환경에서 작은 테이블을 다루는 

아주 단순한 명령문 조작에서만 권장됩니다. 반면 클래스 9는 실행하는 데 대단히 많은 시

간이 소요되는 특정 “문제점 쿼리”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권장됩니다. 클래스 9는 옵티마

이저가 선택한 액세스 플랜의 세부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Visual Explain(10.8.4 참조)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대다수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클래스 5는 최적화 비용과 쿼리 성능을 적

절하게 절충합니다.
옵티마이저가 제공된 최적화 클래스에서 특정 SQL문 최적화를 완료하는 데 시스템에 충

분한 메모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자동으로 하위 최적화 클래스로 이동합니다.
응용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정적 SQL문의 경우, 최적화 클래스는 프로그램이 바인드된 

PREP 또는 BIND 명령에서 지정한 QUERYOPT 매개변수로 제어합니다. 다음 예는 PREP와 

BIND 명령의 QUERYOPT 매개변수 사용을 보여줍니다.

PREP prog1.sqc QUERYOPT 1;

BIND prog1.bnd QUERYOPT 3;

동적 SQL문의 경우, 최적화 클래스는 CURRENT QUERY OPTIMIZATION이라는 특수 레

지스터의 내용으로 제어합니다. 다음 예는 특수 레지스터의 값을 설정하는 SQL문의 사용

을 보여줍니다.

SET CURRENT QUERY OPTIMIZATION = 3;

QUERYOPT 매개변수가 지정되지 않으면, CURRENT QUERY OPTIMIZATION 레지스터

의 디폴트값과 정적 SQL문의 디폴트 최적화 클래스는 디폴트값이 5인 DFT_QUERYOPT라

는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로 제어됩니다.

10.8.2 통계
UDB의 최적화 기법이 특히 돋보이는 부분 중 하나는 통계 정보의 완결성입니다. UDB 옵티

마이저에서 사용하는 통계 정보가 들어 있는 카탈로그 테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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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D를 참조하십시오.)

1. TABLES: 이 카탈로그 테이블에는 테이블의 행 수, 테이블이 차지하는 실제 페이지 수 및 테

이블과 연관된 오버플로우 레코드 수를 비롯한 데이터베이스의 각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레코드는 테이블의 행 중 하나가 더 이상 원래 페이지에 맞지 

않아 갱신될 때 작성됩니다.

2. COLUNMS: 이 카탈로그 테이블에는 테이블의 컬럼에 저장된 데이터 값에 대한 정보가 들

어 있습니다. 정보가 수집되는 각각의 컬럼에 대해 COLUMNS는 컬럼에 있는 상이한 데이

터 값의 개수, 두 번째 최상위와 두 번째 최하위 값 및 컬럼에 있는 데이터 값의 평균 길이를 

기록합니다. 후자 값이 컬럼의 값 분산을 반영하지 않는 “바깥(outlying)” 값이 될 수 있으므

로 최상위 및 최하위 값이 아니라 두 번째 최상위와 두 번째 최하위 값이 기록됩니다.

옵티마이저는 COLUMNS의 정보를 사용하여 특정 컬럼의 술어 선택에 대한 개략적 추정치

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컬럼의 값 분산에서 더 자세한 정보가 수집되는 경우 더 구체적인 

추정치가 얻어지며, 이것이 COLDIST 카탈로그 테이블의 목적입니다.

3. COLDIST: 이 카탈로그 테이블에는 개별 컬럼의 데이터 값 분산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

다. 이 정보의 두 가지 기본 종류로는 자주 사용되는 값(freequent value)과 Quantile이 있습니

다.

자주 사용되는 값 정보가 수집되는 각각의 컬럼에 대해 COLDIST는 컬럼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값과 이들 값이 발생하는 횟수를 기록합니다. 컬럼별로 기록하는 자주 사용되는 

값 개수는 디폴트값이 10인 NUM_FREQVALUES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로 제어합니다.

Quantile 정보가 수집되는 각각의 컬럼에 대해 COLDIST는 컬럼의 데이터 값 분산을 표시

하는 일련의 값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5개의 Quantile 값이 수집되는 경우, 컬럼 데이터 

값의 20%, 40%, 60%, 80% 및 100%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데이터 값을 표시합니다. 각각

의 컬럼에 수집된 Quantile 값 수는 디폴트값이 20인 NUM_QUANTILES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로 제어합니다.

컬럼 분포 정보는 데이터 값이 불균형을 이루거나 일정하지 않게 분산된 컬럼에 특히 중

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 연봉이 $10,000이고 최고 연봉이 $90,000인 회사를 고려해 보겠

습니다. 

컬럼 분포 통계가 없는 경우, 옵티마이저는 연봉액이 이러한 양극단 사이에서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연봉이 $30,000와 $50,000 사이에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SALARY BETWEEN 70000 AND 80000 술어는 SALARY BETWEEN 30000 
AND 40000 술어보다 훨씬 선택성이 큽니다. 한 술어의 선택성은 해당 술어가 쿼리의 검색 

범위를 효율적으로 좁히는 것과 관련한 추정이므로 옵티마이저에 매우 중요합니다. 옵티

마이저는 컬럼 분포 정보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포가 불균형을 이룬 컬럼에 대한 술어의 선

택성에 대해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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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DEXES: 이 카탈로그 테이블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각 인덱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

다. 인덱스는 인덱스의 키 컬럼이라고 하는 특정 테이블에서 특정 컬럼 세트와 연관된 트리

와 같은 데이터 구조입니다. 여러 키 컬럼에 정의된 인덱스는 해당 키 컬럼의 선행 서브세

트의 인덱스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ARTS 테이블의 COLOR, WEIGHT 
및 COST 컬럼에 정의된 인덱스는 특정 색상, 특정 색상 및 중량, 또는 특정 색상, 중량 및 비

용이 있는 부품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는 연관 검색(associative retrieval) 특성과 순서 지정(ordering) 특성 등 매우 유용한 

두 가지 특성을 제공하므로 UDB 옵티마이저에 중요합니다. 연관 검색 특성은 특정 키 값이 

있는 행을 신속하게 찾는 데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은 키 컬럼에서 술어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순서 지정 특성은 키 값의 순서로 테이블의 모든 행을 검색하는 

데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은 ORDER BY 및 GROUP BY절 구현과 특정 종류

의 조인 알고리즘에 유용합니다. 특정 인덱스의 키 값의 순서로 테이블의 모든 행을 검색하

는 인덱스 스캔은 UDB 옵티마이저에서 사용하는 기본 액세스 메소드 중 하나입니다.

INDEX 카탈로그 테이블은 두 개의 세부사항 레벨에 있는 인덱스에 대한 통계 정보를 기

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인덱스(basic Index) 통계는 전체 키와 키 컬럼의 초기 

서브세트를 모두 고려하여 인덱스 키의 여러 값 수, 인덱스가 차지하는 실제 페이지 수(인
덱스 스캔 비용을 계산하는 데 사용됨) 및 인덱스가 얼마나 잘 클러스터링 되었는가에 대한 

측정치를 포함합니다. 클러스터링 측정치는 인덱스의 키 값에 따라 실제 페이지에서 테이

블의 실제 행이 얼마나 잘 클러스터링되었는지를 나타내며, 특정 테이블의 인덱스 스캔 중

에 페치할 데이터 페이지의 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인덱스(detailed Index) 통
계는 스캔 중에 페이지를 보유하는 버퍼 크기 함수로서, 인덱스 스캔에 필요한 페이지 페치 

수에 대해 보다 정교한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5. FUNCTIONS: 이 카탈로그 테이블에는 사용자 정의 함수 실행 비용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

습니다. 함수의 CPU 비용과 I/O 비용을 모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이러한 비용을 

측정하거나 예측할 방법이 없으므로 카탈로그 테이블에 직접 기록하는 사용자만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함수 실행 비용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에서는 디폴트 비

용을 가정합니다.

6. TABLESPACES: 이 카탈로그 테이블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된 물리적 스토리지 미디어

의 성능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각 테이블 스페이스는 특성이 다른 디바이스에 저장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테이블 스페이스 대해 TABLESPACES는 I/O 조작을 시작하는 데 필

요한 시간과, 디바이스가 기본 메모리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성

능 매개변수는 테이블 스페이스가 작성(CREATE TABLESPACE문으로)될 때 기록되며, ALT
ER TABLESPACE문으로 추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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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이저는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의 통계 정보를 액세스 플랜의 선택 기준으로 하

기 때문에 이 정보는 최신 정보여야 하며 정확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으면 UDB는 특정 테

이블과 해당 인덱스의 최신 통계를 수집하여 위에 언급한 카탈로그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통계는 테이블이 로드 또는 재구성될 때마다, 상당한 수의 행이 삽입, 갱신 또는 삭제된 후 

또는 새 컬럼이나 인덱스가 테이블에 추가된 후 갱신되어야 합니다.
테이블의 통계를 갱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어 센터 화면에서 테이블을 선택하고 통

계 실행 조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테이블의 통계를 갱신하려면 SYSADM, SYSCTRL, SYS
MAINT 또는 DBADM 권한이나 테이블에 대한 CONTROL 특권이 있어야 합니다. 테이블에 

통계 실행을 호출하면 시스템에서 컬럼 분포 통계와 테이블 인덱스에 대한 통계를 수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추가 정보: 테이블 및 해당 인덱스에 대한 통계를 갱신한 후에는 테이블에서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새 통계의 관점에서 최상의 액세스 플랜을 사용하도록 리바인드시킬 수도 있

습니다.

수동으로 통계 갱신

때때로 사용자가 선택한 일부 값이 있는 카탈로그 테이블에서 통계 정보를 수동으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추측 환경 하에서 선택할 액세스 플랜을 조사할 수 있습

니다.
카탈로그 테이블에서 통계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려면 먼저 카탈로그 테이블 

자체의 구조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SYSIBM 스키마에서 기본 카탈

로그 테이블 세트를 관리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보통 카탈로그 뷰를 사용하여 카탈로그 

테이블에 액세스합니다. 다음 두 개의 카탈로그 뷰 세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1. SYSCAT 스키마에서 읽기 전용 뷰는 카탈로그 테이블마다 제공됩니다. SYSCAT 뷰가 더 일

관된 이름을 제공하므로 기본 카탈로그 테이블 대신 SYSCAT 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이 책 전체를 통틀어 카탈로그 테이블이라는 용어를 다소 막연하게 사용할 때에는 실

제로 SYSCAT 스키마의 카탈로그 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SYSSTAT 스키마에서 갱신 가능한 뷰가 카탈로그 테이블, 즉 TABLES, COLUMNS, COLDIST, 
INDEXES 및 FUNCTIONS에 제공됩니다. SYSSTAT의 각 카탈로그 뷰에는 기본 키 컬럼과 

사용자가 갱신할 수 있는 통계 컬럼만이 포함됩니다. 더욱이 SYSSTAT 뷰는 각 사용자가 갱

신할 권한이 있는 항목만 볼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 대한 CO
NTROL 특권을 보유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DBADM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테
이블 또는 인덱스에 대한 통계 정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ID가 함수의 스키마 이

름과 일치하거나 사용자에게 DBADM 권한이 있는 경우,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통계 정

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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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시스템 카탈로그 뷰 세트는 부록 D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림 D-1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의 통계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SYSSTAT 카탈로그 

뷰에 SQL UPDATE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뷰에 적용된 모든 갱신사항은 기본 카

탈로그 테이블과 SYSCAT 뷰에 즉시 적용됩니다. 물론 통계 정보의 변경사항은 프로그램을 

리바인드할 때까지 응용프로그램에서 선택한 액세스 플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YSSTAT 카탈로그 뷰는 다음 특수 규칙에 따라 갱신 가능한 테이블처럼 동작합니다.

• INSERT나 DELETE문이 아니라 UPDATE문에 의해서만 카탈로그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

니다.

• 대부분의 통계 컬럼의 경우, 컬럼을 –1 값으로 설정하면 통계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옵티마이저는 누락된 통계에 대해 디폴트값을 사용합니다.

• 카탈로그 통계를 갱신하는 데 사용하는 값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갱신이 거부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의 카디낼리티를 양수 또는 –1로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값은 통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SYSSTAT.TABLES에서 테이블의 카디낼리티를 –25로 설정할 경우, 이 값이 뷰

의 정의와 불일치함을 알리는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다음 예는 SYSTATS 카탈로그 뷰에 있는 통계 정보의 수동 갱신을 보여줍니다.

• 다음 예에서는 테이블에 10,000개의 행이 있고 250페이지의 물리적 스페이스를 차지하도록 

COMPANY.PARTS라는 테이블의 통계를 수정합니다.
UPDATE sysstat.tables

SET card = 10000, npages = 250, fpages = 250

WHERE tabschema = ‘COMPANY’ AND tabname = ‘PARTS’;

• 다음 예에서는 COMPANY.PARTS 테이블에서 QONORDER라는 컬럼의 통계를 두 번째 최하

위 값이 0이고 두 번째 최상위 값이 500인 50개의 구별 값이 들어 있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UPDATE sysstat.columns

SET colcard = 50, low2key = ‘0’, high2key = ‘500’

WHERE tabschema = ‘COMPANY’

AND tabname = ‘PARTS’

AND colname = ‘QONORDER’;

추가 정보: LOW2KEY 및 HIGH2KEY와 같은 SYSSTAT 카탈로그 뷰의 일부 컬럼에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컬럼에서 복사된 값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OW2KEY와 HIG
H2KEY는 각각의 데이터 컬럼에 대해 두 번째 최하위 및 두 번째 최상위 값을 기록합니다. 
값이 기록되고 있는 컬럼의 유형은 어떤 데이터 유형도 가능하므로 LOW2KEY와 HIGH2KEY 
컬럼에는 문자열 표현의 값이 들어 있습니다. 숫자 값은 ‘-29’또는 ‘3.25E-8’과 같이 SQL문

에서 값을 표시하는 데 사용할 리터럴을 포함하는 문자열로 표시됩니다. 컬럼 값을 표시하

는 SYSSTAT 뷰의 컬럼을 갱신할 때에는 데이터 유형에 관계없이 문자열 형식으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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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 다음 예에서는 IPARTS1이라는 인덱스의 통계를 인덱스의 구별 키 값의 수가 300인 것으로 

수정합니다.
UPDATE sysstat.indexes

SET firstkeycard = 300, fullkeycard = 300

WHERE indschema = ‘COMPANY’

AND indname = ‘IPARTS1’;

추가 정보: SYSSTAT.INDEXES에서 복수 컬럼 인덱스의 키 카디낼리티를 갱신할 때 키 컬럼

의 모든 초기 서브세트의 카디낼리티를 지정해야 합니다. FIRSTKEYCARD는 첫 번째 키 컬

럼에서만 구별 값의 수를 계산합니다. FIRST2KEYCARD, FIRST3KEYCARD 및 FIRST4KEY
CARD는 처음 두 개, 세 개 및 네 개의 키 컬럼에서 구별 값의 수를 계산합니다. FULLKEYC
ARD는 모든 컬럼을 포함하여 전체 키에서 구별 값의 수를 계산합니다.

• 다음 예에서는 SYSSTAT.FUNCTIONS의 사용자 정의 함수 통계를 함수 실행 비용이 호출당 

50,000 머신 명령인 것으로 수정합니다. 시스템에서 함수의 통계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지 

않으므로 함수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SYSSTAT.FUNCTIONS를 직접 

갱신하는 것입니다.
UPDATE sysstat.functions

SET insts_per_invoc = 5E4

WHERE funcschema = ‘COMPANY’

AND specificname = ‘PAYMENT001’;

추가 정보: 고유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함수 이름보다는, 스키마 내에서 항상 고유한 특정 이

름으로 함수를 식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계 덤프: DB2look
db2look이라는 도구는 카탈로그 테이블에서 통계 정보를 수집하고 읽을 수 있는 파일 형

식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sqllib/misc 디렉토리에 제공됩니다. 통계 정보 외에도 db2look

은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과 인덱스 재생성에 필요한 SQL 데이터 정의 명령문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데이터베이스의 통계를 포함하여, 시험용으로 “클론”
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은 SAMPLE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테이블과 

인덱스 재생성에 필요한 데이터 정의 명령문과, 원래 데이터베이스의 통계를 복제하기 위

해 통계 카탈로그 테이블을 갱신하는 데 필요한 SQL UPDATE문을 포함하는 test.stats

라는 파일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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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2look –d SAMPLE –a –m –e –o test.stats
db2loo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운영 체제 명령행에서 다음을 입력하여 도움말 텍스트

를 호출하여 볼 수 있습니다.

db2look –h

10.8.3 테이블 재구성
SQL문 처리 중에 디스크에서 기본 메모리로 전송되는 실제 저장 단위를 페이지라고 합니

다. 각 페이지는 4KB의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데이터 행은 물리적 페

이지에 지정되며, 보통 다수의 행이 페이지에 지정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이상적인 구성

은 자주 사용되는 일부 인덱스에서 해당 키 값별로 정렬한 페이지에 해당 행을 배치하는 것

입니다. 스토리지에 있는 행의 실제 순서에 해당하는 키가 있는 인덱스는 클러스터링 등록 

정보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디스크에서 최소한의 페이지를 페치하면

서 테이블의 모든 행을 스캔하는 방법을 제공하므로 클러스터링 등록 정보는 옵티마이저

에 중요한 등록 정보입니다. 클러스터링 인덱스별로 스캔할 때 페치하는 각 페이지는 원하

는 순서로 키 값을 가진 다수의 행을 동반합니다.
테이블의 행이 저장되는 페이지를 거의 채우면서 작은 여유 공간만 남기는 것이 이상적

입니다. 각 페이지에 여유 공간이 너무 많으면 테이블 스캔에 필요한 페이지 페치 수가 불

필요하게 커집니다. 반면 각 페이지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없으면 일부 컬럼에서 긴 값을 

갖도록 갱신된 행은 더 이상 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은 새 페이지

로 이동하며, 원래 페이지의 해당 위치는 새 행 위치를 가리키는 오버플로우 레코드로 채워

집니다.
테이블이 새로 로드될 때, 클러스터링 인덱스의 키 값에 의해 정의된 순서로 행이 로드되

면 물리적 구성은 거의 이상적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테이블 수정

에 따라 점차 이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다수의 행이 테이블에 삽입되는 경우, 클러스터링 

인덱스의 클러스터링 등록 정보의 수준이 저하됩니다. 다수의 행이 삭제되는 경우, 행이 저

장된 페이지에 너무 많은 여유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행이 갱신되는 경우, 클러

스터링 등록 정보의 수준이 저하되며, 일부 행이 오버플로우 레코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테이블 스캔에 필요한 페이지 페치 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최적의 실제 구성으로 테이블을 리스토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어 센터 화면에서 테

이블을 선택하여 재구성 조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테이블의 클러스터링 등록 정보를 갖

고자 하는 인덱스 이름이 있으면 입력하도록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테이블 재구성 후, 해
당 행은 적절한 여유 공간이 있는 페이지에 채워지고, 오버플로우 레코드가 삭제되며,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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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링 인덱스를 지정한 경우에는 테이블의 행이 클러스터링 인덱스의 키 순서에 따라 실

제 스토리지에 배열됩니다. 테이블을 재구성하려면 재구성할 테이블에 대한 SYSADM, SY
SCTRL, SYSMAINT 또는 DBADM 권한이나 CONTROL 특권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 테이블 재구성 후, 테이블과 해당 인덱스에서 새 통계 세트를 수집하려면 RUNS
TATS 명령을 사용해야 하며, 그런 다음 새 구성을 이용하기 위해 테이블에서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리바인드해야 합니다.

REORGCHK
UDB는 테이블이나 테이블 세트를 재구성해야 할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REORG
CHK 명령을 제공합니다. REORGCHK는 특정 테이블, 특정 사용자가 소유하는 모든 테이블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의 구성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REO
RGCHK를 사용하려면 점검할 테이블에 대한 SYSADM 또는 DBADM 권한이나 CONTROL 
특권이 있어야 합니다.

REORGCHK 명령의 부가 작용은 점검되는 각각의 테이블에 대해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

블에서 통계 정보를 갱신한다는 점입니다(현재 통계 세트를 사용하여 계속하려는 CURRE
NT STATISTICS절로 지정하는 경우 제외).

다음 예는 REORGCHK 명령의 사용법을 보여줍니다.

• 다음 예에서는 COMPANY.PARTS라는 테이블의 실제 구성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REORGCHK ON TABLE company.parts;

추가 정보: REORGCHK 명령에서 테이블 이름은 스키마 이름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 피연산자 없이 REORGCHK를 호출하면 재구성할 수 있는 모든 테이블의 실제 구성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REORGCHK;

REORGCHK로 분석되는 각각의 테이블에 대해 생성된 보고서에는 테이블을 설명하는 

행과 각각의 해당 인덱스를 설명하는 행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테이블에 대해 F1, F2, F2 등 세 개의 공식이 계산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공식에는 

적절하게 구성된 테이블의 지정된 값 범위가 있습니다. F1은 테이블의 오버플로우 레코드 

수를 측정하고, F2는 테이블이 저장된 페이지의 여유 공간을 측정하며, F3은 테이블 스캔 

시 페치할 빈 페이지 수를 측정합니다. 각각의 테이블에 대해 REORGCHK는 F1, F2 및 F3 공
식 계산 결과로 3자의 요약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공식에 대해 하이픈은 값이 바람직

한 범위 내에 있음을 나타내고, 별표는 값이 바람직한 범위 밖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테이블에 “-**”가 표시되면 F1 공식은 바람직한 범위 내에 있으나 F2 및 F3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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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람직한 범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요약 정보에 하나 이상의 별표가 있으면 테이블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REORGCHK 보고서의 인덱스마다 F4, F5 및 F6의 공식도 계산됩니다. F4는 인덱스의 클

러스터링 등록 정보를 측정하고, F5는 인덱스 페이지의 여유 공간을 측정하며, F6은 인덱스

에 적절한 레벨 수가 있는지 여부를 측정합니다. 테이블의 경우처럼 각 인덱스는 보고서에 

있는 세 개의 공식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하이픈과 별표로 표시하는 

3자의 요약 정보를 수신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덱스에 “*-*”가 표시되면 인덱스에 클러

스터링 등록 정보가 부족하고(F4로 측정), F5 공식은 바람직한 범위 내에 있으나 F6 공식은 

바람직한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특정 테이블에 정의된 다수의 인덱스에 해당 요약 보고

서의 별표가 있으면 해당 테이블은 재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정 

테이블 인덱스 하나에만 클러스터링 등록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 10-14는 db2sampl 명령으로 생성된 샘플 데이터베이스에서 REORGCHK를 실행하

여 생성된 보고서를 보여줍니다. 이 보고서에서 재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유

일한 표시는 EMP_ACT 테이블의 F2 공식에 해당하는 별표입니다.

Table statistics:

F1: 100*OVERFLOW/CARD < 5

F2: 100*TSIZE / ((FPAGES-1) * 4020) > 70

F3: 100*NPAGES/FPAGES > 80

CREATOR NAME     CARD   OV   NP   FP   TSIZE   F1   F2   F3 REORG

---------------------------------------------------------------------------

CHAMBERL DEPARTMENT     9    0    1    1   630      0    -   100 ---

CHAMBERL EMP_ACT       75    0    2    2   2700     0   67   100 -*-

CHAMBERL EMP_PHOTO     12    0    1    1   84       0    -   100 ---

CHAMBERL EMP_RESUME     8    0    1    1   56       0    -   100 ---

CHAMBERL EMPLOYEE      32    0    2    2   2944     0   73   100 ---

CHAMBERL ORG            8    0    1    1   424      0    -   100 ---

CHAMBERL PROJECT       20    0    1    1   1380     0    -   100 ---

CHAMBERL STAFF       35    0    1    1   1505     0    -   100 ---

---------------------------------------------------------------------------

Index statistics:

F4: CLUSTERRATIO or normalized CLUSTERFACTOR > 80

F5: 100*(KEYS*(ISIZE+10)+(CARD-KEYS)*4) / (NLEAF*4096) > 50

F6: 90*(4000/(ISIZE+10)**(NLEVELS-2))*4096/ (KEYS*(ISIZE+10)+(CARD-KEYS)*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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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OR NAME               CARD  LEAF  LVLS  ISIZE  KEYS  F4  F5  F6  REOG

---------------------------------------------------------------------------

Table:  CHAMBERL.EMP_PHOTO

SYSIBM  SQL970625163000290 12       1     1     20    12 100

Table:  CHAMBERL.EMP_RESUME

SYSIBM  SQL970625163008800  8       1     1     20     8 100

--------------------------------------------------------------------------

그림 10-14: REORGCHK 명령으로 생성된 보고서 예

10.8.4 플랜 Explain
정적 SQL문이 바인드되거나 동적 SQL문이 실행할 준비가 될 때마다, UDB 옵티마이저는 

명령문을 분석하고 명령문 실행 플랜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플랜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 이상의 테이블 스캔, 인덱스를 통해 테이블 액세스, 병합 조인 또는 중첩된 루프 조인

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두 테이블에서 데이터 조인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령

문 실행 플랜은 데이터가 소스에서(하나 이상의 테이블 또는 인덱스) 목적지로(SQL문의 결

과 세트) 이동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그래프 양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UDB는 SQL문 실행을 위해 옵티마이저가 작성한 플랜을 검토할 수 있는 Explain이라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Explain 기능을 작동하면, 액세스 플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캡

처되어 Explain 테이블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세트에 저장됩니다. 그런 다음 SQL을 

사용하여 직접 Explain 테이블을 검토하거나 Visual Explain이라는 제어 센터의 기능을 사용

하여 그래픽 양식으로 플랜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플랜을 검토하는 데 Explain을 사

용하면 SQL문의 성능을 감지하여 시스템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인덱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자주 실행되는 명령문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덱스를 삭제하고 

새 인덱스를 생성하여 시스템 성능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plain 기능은 SELECT, INSERT, DELETE, UPDATE 및 VALUES와 같이 최적화된 플랜이 

있는 SQL문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CREATE 및 DROP과 같은 기타 SQL문은 간단한 방법으

로 실행되며, 옵티마이저의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plain을 사용하려면 액세스 플랜의 세부사항을 캡처하는 데 사용할 Explain 테이블을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sqllib/misc/EXPLAIN.DDL 파일에

서 CREATE TABLE문을 실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sqllib/misc 디렉토리에서 다음 명

령을 실행하여 SAMPLE라는 데이터베이스에 Explain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db2 connect to SAMPLE

db2 –ft EXPLAIN.D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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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로 Explain 테이블의 스키마 이름은 사용자 ID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각 

사용자는 별도의 Explain 테이블 세트를 확보합니다.) Explain 기능이 작동되는 동안 각각의 

최적화된 명령문에 대해, Explain 테이블에는 명령문이 최적화된 시기와 방법, 명령문 텍스

트 및 옵티마이저가 선택한 액세스 플랜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다음 이

름 및 내용과 함께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Explain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QL 참조서 
부록 J를 참조하십시오.)
EXPLAIN_INSTANCE: 각 행은 하나 이상의 명령문이 Explain된 패키지를 표시합니다.
EXPLAIN_STATEMENT: 각 행은 Explain된 SQL문을 나타냅니다. 이 테이블에서 SQL문의 원

본 텍스트를 볼 수 있으며, 제한조건, 트리거, 뷰 정의를 병합하여 이를 수정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패키지, 명령문 번호 및 최적화 시간을 식별하는 테이블의 컬럼은 다른 

Explain 테이블에 액세스하여 특정 명령문의 액세스 플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검색하

기 위한 키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PLAIN_OBJECT: 각 행은 영구 또는 임시 테이블이나 인덱스와 같이 플랜에서 사용하는

는 데이터 소스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EXPLAIN_OPERATOR: 각 행은 플랜의 일부로 옵티마이저가 선택한 “통합” 또는 “병합 조

인”과 같은 조작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각 연산자에는 하나 이상의 입력 데이터 흐

름 과 출력 데이터 흐름이 있습니다.
EXPLAIN_ARGUMENT: 이 테이블의 행에는 정렬에 사용할 컬럼 및 중복 값을 삭제할 것인

지 여부와 같은 플랜의 개별 연산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EXPLAIN_STREAM: 각 행은 한 연산자와 다른 연산자 사이 또는 오브젝트와 연산자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표시합니다.
EXPLAIN_PREDICATE: 이 테이블의 행은 SQL문의 술어가 플랜의 연산자로 구현되는 방식

을 나타냅니다.

추가 정보: 여러 사용자가 Explain 테이블의 공통 세트를 공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용자

마다 별명 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 사용자는 SHARED.EXPLAIN_STATEM
ENT 테이블로 분석되는 EXPLAIN_STATEMENT라는 별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참여

하는 각 사용자에게는 공유 Explain 테이블에 대한 INSERT 및 SELECT 특권이 있어야 합니

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Explain 기능을 사용하여 플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Explain 기능을 사용하여 Explain 테이블에서 자세한 플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테이

블에서는 SQL 쿼리를 사용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Tabular Explain이라고 합

니다. Tabular Explain을 사용하여 플랜 콜렉션을 검토하는 SQL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정 인덱스를 사용하는 모든 플랜을 찾는 것과 같은 전역 정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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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용한 메소드입니다.

2. Explain 기능을 사용하여 Visual Explain 스냅샷이라는 양식으로 플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

며, 이 정보는 EXPLAIN_STATEMENT 테이블의 Blob 컬럼에 저장됩니다. 스냅샷 정보는 제

어 센터에서 그래픽 양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내부 형식에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개별 플

랜의 세부사항을 보고 이해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플랜 정보 중 하나 또는 양자의 캡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UDB는 사

용자가 Tabular Explain과 Visual Explain을 독립적으로 제어하게 합니다. EXPLAIN 및  EXPLS
NAP이라는 바인드 옵션과, CURRENT EXPLAIN MODE 및 CURRENT EXPLAIN SNAPSHOT
이라는 특수 레지스터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PREP 및 BIND 명령에 사용할 수 있는 바인드 

옵션은 응용프로그램 바인드 중에 Explain 정보 캡처를 제어합니다. 특수 레지스터는 동적 

SQL문 처리 중에 Explain 정보 캡처를 제어합니다. Explain 관련 바인드 옵션과 특수 레지스

터의 사용 가능한 값이 표 10-4에 나와 있습니다.

표 10-4: Explain 기능 제어 옵션 

Tabular Explain Visual Explain

PREP 및 BIND 옵션

EXPLAIN 옵션. 값:
NO: 이 프로그램에서 SQL문의 Tabular E
xplain 데이터를 캡처하지 않습니다(디폴

트값).
YES: 이 프로그램에서 정적 SQL문의 Tab
ular Explain 데이터를 캡처합니다.
ALL: CURRENT EXPLAIN MODE 값에 

관계없이 이 프로그램에서 정적 및 동적 

SQL문 둘 모두의 Tabular Explain 데이터

를 캡처합니다.

EXPLSNAP 옵션. 값:
NO: 이 프로그램에서 SQL문의 스냅샷 

데이터를 캡처하지 않습니다(디폴트값).
YES: 이 프로그램에서 정적 SQL문의 스

냅샷 데이터를 캡처합니다.
ALL: CURRENT EXPLAIN SNAPSHOT 
값에 관계없이 이 프로그램에서 정적 및 

동적 SQL문 둘 모두의 스냅샷 데이터를 

캡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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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4: Explain 기능 제어 옵션 <계속>

Tabular Explain Visual Explain

특수 레지스터

CURRENT EXPLAIN MODE.값:
NO: 동적 SQL문의 Tabular Explain 데이

터를 캡처하지 않습니다(디폴트값).
YES: 동적 SQL문의 Tabular Explain 데이

터를 캡처하여 실행합니다.
EXPLAIN: 동적 SQL문의 Tabular Explain 
데이터를 캡처하나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CURRENT EXPLAIN SNAPSHOT.값:
NO: 동적 SQL문의 스냅샷 데이터를 캡

처하지 않습니다(디폴트값).
YES: 동적 SQL문의 스냅샷 데이터를 캡

처하여 실행합니다.
EXPLAIN: 동적 SQL문의 스냅샷 데이터

를 캡처하나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정보: 필요한 Explain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Explain 관련 특수 레지스터 값을 다시 NO
로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은 실행하는 모든 동적 SQL문에 대

한 Explain 정보를 계속 수집하게 되며, 이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상당한 양의 스페이스

를 차지하게 됩니다.

3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별 SQL문의 액세스 플랜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어 센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령 센터의 스크립트 패널에서 원하는 SQL문을 간단히 입력하고 액

세스 플랜 작성 메뉴 항목을 호출하여 그림 3-3에 표시된 대로 명령문의 액세스 플랜을 설

명하는 Visual Explain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 중 하나의 옵티마이저에서 선택한 액세스 플랜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어 센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어 센터 화면에서 프로그램의 패키지를 선택하고 Explain 
가능한 명령문 표시 조치를 호출하십시오.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EXPLAIN 또는 EXPLSNAP 
옵션과 바인된 경우, 그림 10-15와 같은 SQL문 목록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명령문 중 하

나를 더블 클릭하여(또는 명령문을 선택한 후 명령문 메뉴에서 액세스 플랜 표시를 호출하

여) 그림 10-16과 같은 명령문의 Visual Explain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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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5: 패키지의 Explain 가능한 명령문 목록

10.9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UDB는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모

니터라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관리자는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시간 경과와 더

불어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성능 

조정과 문제점 진단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 모니터 기능의 개요만 다룹니다. 모니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모니터 안내 및 참조서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모니터는 상이하기는 하지만 목적이 서로 관련된 

두 가지 모니터 유형인 스냅샷 모니터와 이벤트 모니터 세트로 구성됩니

다. 스냅샷 모니터는 쉽게 작동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다양한 측정 가능한 양과 이 양

을 시간 함수로 변경하는 방법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벤트 모니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작성하여 교착 상태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종류의 이벤트를 기록할 수 있습

니다. 각 이벤트 모니터는 여러 이벤트 세트를 기록하고 이벤트 모니터는 독립적으로 시작

하고 중지할 수 있습니다. 두 모니터 유형 모두 명령 또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사용

하여 제어할 수 있으나,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대로 제어 센터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각각의 양 또는 이벤트에 대한 모니터링은 시스템에 대해 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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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누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성능 조정 작업 중에 선별적 

모니터링을 하고 특정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니터링을 최소로 유지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림 10-16: 패키지의 명령문에 대한 Visual Explain

10.9.1 스냅샷 모니터
스냅샷 모니터의 목적은 UDB의 상태와 이 상태가 제어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예외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각각 시스템 상태와 특정 시

점의 데이터베이스를 표시하는 일련의 스냅샷 양식으로 제공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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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냅샷의 빈도와 각 스냅샷에 수집된 정보의 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모니터에는 측정 방법을 알고 있는 다수의 사전 정의된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중 일부는 교착 상태가 발생한 횟수와 같은 카운터입니다. 다른 요소는 데이터베이스

에 연결된 응용프로그램 수와 같은 현재 값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요소는 마지막 트랜잭션

이 완료된 시간 등과 같이 어떤 상황이 발생한 시간소인을 나타냅니다. 나머지는 데이터베

이스 힙(heap)의 최대 크기와 같은 최상위의 기록된 값을 나타냅니다.
스냅샷 모니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수집할 정보를 선택하는 데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합니다. 관리자는 다음 오브젝트 각각에 대한 정보 수집을 독립적으로 실행하거나 실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UDB 인스턴스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 내의 각 테이블 스페이스

• 데이터베이스 내의 각 개별 테이블

•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연결

위에 나열된 목록의 오브젝트 종류 각각에 대해 여러 측정 범주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관리자는 SQL문, 버퍼 풀 활동, 잠금 및 

교착 상태, 기타 범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범주 

내에서 스냅샷 모니터는 여러 측정치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SQL문 모니터링이 특정 데

이터베이스에 대해 실행되는 경우, 스냅샷 모니터는 SELECT문, 데이터 조작 명령문, 데이

터 정의 명령문, COMMIT문, 동적 명령문, 오류를 일으킨 명령문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명

령문을 별도로 집계합니다.
스냅샷 모니터의 동작은 모니터 프로파일에서 제어합니다. 모니터 프로파일은 스냅샷 

사이의 간격, 모니터할 오브젝트 유형, 오브젝트 유형마다 작동 또는 작동되지 않을 정보 

범주를 지정합니다. 작동할 범주의 경우, 모니터 프로파일은 측정된 요소마다 상위 및 하위 

알람 임계값을 지정하고 각 요소가 상위 또는 하위 임계값을 초과할 때 취할 조치(경고음이

나 팝업 메시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냅샷 모니터가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서 초당 10개를 초과하는 롤백을 발견하는 경우, 관리자는 알람이 발생하도록 호출할 수 있

습니다. 관리자는 모니터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측정된 요소에서 계산된 공식을 정의하고 

이러한 공식의 상위 및 하위 알람 임계값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UDB는 스냅샷 간격이 20
초이고 모든 정보 범주가 작동되는 db2smpv라는 디폴트 모니터 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파일을 복사한 후 사본을 수정하면 관리자는 다양한 목적의 이름이 다르게 지정된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7과 같이 제어 센터에서는 일부 항목이 일반 오브젝트 유형(예: 데이터베이스)을 

나타내고 나머지 항목이 특정 오브젝트(예: SAMPLE)를 나타내는 계층 구조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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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테이블 스페이스 및 연결이라는 레이블이 붙은 일반 항목은 모두 모

니터 요약 표시 조치를 제공합니다. 이 조치는 현재 모니터되고 있는 특정 유형의 오브젝트 

전부와 가장 최근 스냅샷의 각 오브젝트에 연결된 측정치의 요약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10-17은 여러 테이블의 가장 최근 측정값을 포함한 테이블의 모니터 요약을 보여줍니다.

그림 10-17: 스냅샷 모니터 요약 화면

특정 UDB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테이블 스페이스 또는 연결을 표시하는 제어 

센터 계층 구조의 항목은 스냅샷 모니터를 제어하는 조치도 지원합니다. 특정 오브젝트마

다 모니터링 시작 및 모니터링 중지로 인해, 스냅샷 모니터는 특정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중지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프로파일 표시는 특정 오브젝트에서 수집할 

정보를 지정하는 모니터 프로파일을 표시하고 수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세

부사항 표시는 데이터베이스의 요약 값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 측정값의 세부사항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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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모니터 세부사항 화면 예가 그림 10-18에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에서 지원하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볼 수 있으며 샘플링 시간을 정해 주고 임계값의 설정

도 가능합니다. 그림 10-18에서 첫 번째 행의 데이터는 총 연결 수를 보여주며 현재 동시 사

용자가 7 이고 평균적으로 5.54의 동시 사용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 10-18: 스냅샷 모니터 세부사항 화면

모니터 세부사항 화면에서 하나 이상의 변수를 선택한 후 그래프를 누르면 마지막 여러 

스냅샷 중에 선택한 변수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10-19의 그래프는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초당 커미트된 SQL문의 수가 어

떻게 변동하는지 보여줍니다.
모니터된 변수가 해당 모니터 프로파일에 정의된 상위 또는 하위 알람 임계값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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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니터 프로파일에서 호출한 경우, 경고음이 들리면서 이벤

트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담은 창이 팝업됩니다. 예외 상황이 발생한 오브젝트를 표시하는 

제어 센터의 아이콘은 오브젝트가 경보 상태에 있음을 알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벤트 설명이 기록되고, 3.1.3절에서 설명한 대로 저널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검토할 수 있습

니다. 경보 센터라는 또 다른 그래픽 도구는 경보 상태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 목록을 연속

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림 10-20은 SAMPLE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경보 상태에 있음을 나타

내는 경보 센터 화면입니다.

그림 10-19: 스냅샷 모니터 그래픽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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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0: 경보 센터 화면

경보 센터 화면에 표시된 오브젝트 중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경보 발령 사유를 표시하는 

스냅샷 모니터 세부사항 화면(그림 10-18 참조)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10.9.2 이벤트 모니터
이벤트 모니터의 목적은 특정한 유형의 이벤트 발생을 기록하고, 이들 기록을  파일이나 파

이프로 경로 지정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이벤트 모니터를 작성하면 다양한 유형의 이

벤트를 모니터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각 이벤트 모니터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벤트 모니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스냅샷 모니터와 다릅니다.

1. 각 이벤트 모니터는 작성한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특정 이벤트를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됩니다.

2. 이벤트 모니터는 특정 시점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상태의 “스냅샷”을 전달하는 것이 아

니라, 이벤트 발생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를 연속적으로 전달합니다.

3. 이벤트 모니터는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성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이벤트를 모

니터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걸쳐 모니터할 수 있는 스냅샷 모니터와는 다릅니다.) 

이벤트 모니터를 작성하여 사용하려면 이벤트를 모니터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SYSADM 
또는 DBADM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스냅샷 모니터처럼 이벤트 모니터도 제어 센터를 사

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어 센터 계층 구조에서 이름 지정된 각 데이터베이스는 모니

터 이벤트라는 조치를 제공합니다. 모니터 이벤트는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모든 이

벤트 모니터를 그림 10-21과 같이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시작은 모니터가 실제로 이벤트를 

모니터하고 이벤트 모니터 화면에 표시된 디렉토리에 이벤트를 기록 중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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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1: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이벤트 모니터 요약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이벤트 모니터 요약을 보는 동안, 이벤트 모니터 메뉴를 연 후 작성 
조치를 선택하여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새 이벤트 모니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22
와 같은 창이 표시되며, 이 창에서 이벤트 모니터 이름, 모니터할 이벤트 유형, (선택적으로) 
이벤트 레코드가 기록될 디렉토리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할 일반 이벤트 유형 외

에도, 특정 사용자 또는 응용프로그램이 시작한 이벤트로 제한하는 필터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그림 10-22의 창은 GRUNDY라는 사용자가 실행한 모든 SQL문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하는 MONITOR4라는 이벤트 모니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림 10-21과 같은 이벤트 모니터 요약을 사용하여 화면에서 특정 이벤트 모니터를 선택

한 후 선택된 항목 메뉴를 열고 조치를 선택함으로써 특정 이벤트 모니터를 제어할 수도 있

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 모니터를 시작 또는 중지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정의를 

제거하거나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 모니터 파일 보기 조치를 선택할 경우, 이벤

트 모니터가 실행 중이던 시기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들 시기 가운데 하나를 더블 클릭하

여, 해당 시기 동안 이벤트 모니터가 기록한 모든 이벤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10-23은 특정 사용자가 실행한 SQL문에 대한 레코드 목록을 보여줍니다. 그림 10-23에 

표시된 레코드는 그림 10-22에서 작성한 이벤트 모니터에서 수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모니터에서 생성된 레코드 형식과 이러한 레코드의 처리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시스템 모니터 안내 및 참조서를 참조하십시오.



68310.9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그림 10-22: 이벤트 모니터 작성

그림 10-23: 이벤트 모니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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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레지스터는 SQL문이 실행되는 환경을 설명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 관리하는 값

을 포함합니다.  

CURRENT DATE (데이터 유형: Date)
현재 명령문이 실행되는 날짜를 포함합니다. 날짜 정보는 운영 체제에서 확보하며 수동으

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CURRENT DEGREE (데이터 유형: Char(5))
동적 SQL문이 사용하는 파티션내 병렬 처리의 최대 등급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허용 가능

한 값은 1 - 32,767 사이의 정수 문자열 표현 또는 UDB가 병렬 처리의 자체 등급을 선택할 수 

있는 ANY라는 단어입니다. 파티션내 병렬 처리의 등급은 MAX_QUERYDEGREE 및 INTRA_
PARALLEL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구성 매개변수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CURRENT DEGREE 레지스터 값은 다음과 같은 명령문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T CURRENT DEGREE = ‘ANY’;

CURRENT DEGREE 레지스터의 디폴트값은 디폴트값이 1인 DFT_DEGREE라는 데이터

베이스 구성 매개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CURRENT EXPLAIN MODE (데이터 유형: Char(8))
동적 SQL문의 Tabular Explain 데이터 수집을 제어합니다. Tabular Explain 데이터는 특정 SQL
문의 옵티마이저가 선택한 액세스 플랜을 설명합니다. 데이터는 Explain 테이블이라는 특

수 테이블 양식으로 저장되며, SQL문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plain 테이블의 형식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가장 쉬운 액세스 플랜 연구 

방법은 Tabular Explain 데이터가 아니라 스냅샷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CURRENT EX
PLAIN SNAPSHOT 특수 레지스터 참조).

CURRENT EXPLAIN MODE 레지스터 값은 다음과 같은 명령문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T CURRENT EXPLAIN MODE = YES;

CURRENT EXPLAIN MODE의 유효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동적 SQL문의 Tabular Explain 데이터를 캡처하지 않습니다(디폴트값).
YES: 동적 SQL문의 Tabular Explain 데이터를 캡처하여 실행합니다.
EXPLAIN: 동적 SQL문의 Tabular Explain 데이터를 캡처하나 실행하지 않습니다.

특

특수 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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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EXPLAIN MODE 레지스터는 동적 SQL문에만 적용됩니다. PREP 및 BIND 명
령의 EXPLAIN 옵션은 정적 SQL문의 Tabular Explain 데이터 수집을 제어합니다.

CURRENT EXPLAIN SNAPSHOT (데이터 유형: Char(8))
동적 SQL문의 스냅샷 데이터 수집을 제어합니다. 스냅샷 데이터는 10.8.4절에서 설명한 대

로 액세스 플랜의 그래픽 화면을 작성하기 위해 제어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

터 값은 다음과 같은 명령문에 의해 제공됩니다.
SET CURRENT EXPLAIN SNAPSHOT = YES;

CURRENT EXPLAIN SNAPSHOT의 유효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동적 SQL문의 스냅샷 데이터를 캡처하지 않습니다(디폴트값).
YES: 동적 SQL문의 스냅샷 데이터를 캡처하여 실행합니다.
EXPLAIN: 동적 SQL문의 스냅샷 데이터를 캡처하나 실행하지 않습니다.
CURRENT EXPLAIN SNAPSHOT 레지스터는 동적 SQL문에만 적용됩니다. PREP 및 

BIND 명령의 EXPLSNAP 옵션은 정적 SQL문의 스넵샷 데이터 수집을 제어합니다.

CURRENT FUCTION PATH (데이터 유형: Varchar(254))
동적 SQL문에서 사용되는 함수 및 데이터 유형 이름을 분석하기 위해 검색하는 스키마 목

록을 포함합니다. 스키마 이름은 큰따옴표로 묶여 있으며 쉼표로 구분됩니다. 레지스터 값

은 SET CURRENT FUNCTION PATH문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6.3.1절 참조). 디폴트값은 S
YSIBM이며, 그 다음에 SYSFUN과 USER 특수 레지스터의 현재 값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CURRENT NODE (데이터 유형: Integer)
다중 파티션이 있는 병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유용합니다. 그 값은 응용프로그램에 대

한 코디네이터 노드의 노드 번호와 동일합니다(응용프로그램이 연결된 노드). 파티션된 데

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레지스터 값은 0입니다.

CURRENT QUERY OPTIMIZATION (데이터 유형: Integer)
동적 SQL문 실행 준비 과정에서 사용되는 최적화 기법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정적 SQL문

의 최적화는 QUERYOPT 바인드 옵션으로 제어됩니다.) 특수 레지스터 값은 다음과 같은 명

령문에 의해 제공됩니다.
SET CURRENT QUERY OPTIMIZATION = 5;

CURRENT QUERY OPTIMIZATION의 유효값은 정수 0, 1, 2, 3, 5, 7 및 9입니다. (각각의 값

의 의미는 10.8.1절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값이 커질수록 옵티마이저가 최적의 액세

스 플랜을 선택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메모리를 소모하며 때로는 좀더 나은 플랜과 런타임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0의 경우에는 부분 최적화 플랜으로 이어질 수 있고 9의 

경우에는 최적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레벨 5는 중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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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대부분의 응용프로그램에 적당합니다. 이러한 특수 레지스터의 디폴트값은 디폴트

값이 5인 DFT_QUERYOPT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로 제어됩니다. 

CURRENT SERVER(데이터 유형: Varchar(18))
현재 응용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포함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은 CONNECT문(2.7.2절 참조)으로 제어됩니다. 별명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CURRENT SERVER 값은 별명이 아니라 그 값이 상주하는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

이스의 “원시(native)” 이름입니다.

CURRENT TIME(데이터 유형: Time)
현재 SQL문이 실행되고 있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동일한 SQL문 내의 CURRENT TIME에 대

한 여러 참조사항은 모두 동일값을 리턴합니다. 이 레지스터 값은 운영 체제에서 확보되며 

수동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CURRENT TIMESTAMP(데이터 유형: Timestamp)
현재 SQL문 실행 시작일과 시간에 대한 마이크로초 단위의 측정치를 포함합니다. 동일한 S
QL문 내의 CURRENT TIMESTAMP에 대한 여러 참조사항은 모두 동일값을 리턴합니다. 이 

레지스터 값은 운영 체제에서 확보되며 수동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CURRENT TIMEZONE (데이터 유형: Decimal(6,0))
협정 세계시(공식적으로는 그리니치 표준시라고 알려져 있음)와 사용자 서버의 현지 시간 

사이의 차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간은 시(2자리), 분(2자리), 초(2자리)를 나타내는 

6자리 10진수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겨울의 경우 CURRENT TIMEZONE 값은 

–080000입니다. 이 레지스터 값은 운영 체제에서 확보되며 수동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USER (데이터 유형: Char(8))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현재 응용프로그램을 실행 중인 사용자의 사용자 ID를 포함합

니다. CLP를 이용하여 실행되는 명령문 등 동적 SQL문의 권한 부여 점검에 사용되는 사용

자 ID입니다. 반면 정적 SQL문의 권한 부여 점검은 일반적으로 USER 레지스터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에 바인드한 사용자 ID에 대해 수행됩니다. USER 값은 운영 체

제에서 확보되며 수동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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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은 스칼라 함수와 컬럼 함수의 두 가지 함수 유형을 인식합니다. 스칼라 함수는 인수

로 하나 이상의 값을 가져와서 하나의 결과를 리턴합니다. 컬럼 함수는 인수로 하나의 

컬럼 값을 가져와서 하나의 결과를 리턴합니다. 이 부록에서는 UDB의 모든 내장 함수에 대

해 설명합니다. 모든 내장 컬럼 함수와 일부 내장 스칼라 함수는 SYSIBM 스키마에 있고, 나
머지 내장 스칼라 함수는 SYSFUN 스키마에 있습니다. 이러한 스키마는 모두 디폴트 함수 

경로에 있으므로, 모든 내장 함수는 단순히 한 부분으로 구성된 이름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 및 ||와 같은 연산자는 스칼라 함수의 특수 케이스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x + y와 같은 

인픽스 연산자는 스칼라 함수 “+” (x, y) 호출로 처리되며, -x와 같은 접두부 연산자는 스

칼라 함수 “-”(x) 호출로 처리됩니다. 이 부록에서는 내장 함수뿐만 아니라 UDB의 내장 연

산자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각 함수는 해당 매개변수의 이름과 데이터 유형 조합인 시그니처로 식별됩니다. 모든 내

장 함수의 시그니처는 리턴 데이터 유형과 함께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함수 계열의 이름은 동일하지만 시그니처는 각기 다릅니다. 호출의 실제 인수 데이터 유형

이 함수의 정규 매개변수 데이터 유형과 일치하거나 그림 B-1과 같은 승격 계층 구조 중 하

나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함으로써 호출의 실제 인수 데이터가 정규 매개변수 데이터 유형

으로 승격될 수 있는 경우, 함수 호출이 유효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함수 시그니처에서는 종종 관련 데이터 유형 콜렉션을 참조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에는 Smallint, Integer, Decimal, Real 및 Double이 포함됩니다.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에는 Char, Varchar, Long Varchar 및 Clob이 포함됩니다.

 `

그림 B-1: 함수 매개변수의 승격 계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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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DBCS 데이터 유형>에는 Graphic, Vargraphic, Long Vargraphic 및 Dbclob가 포함됩

니다.
<임의의 내장 데이터 유형>에는 사용자 정의 데이터 유형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 유형이 

포함됩니다.
<임의의 short 데이터 유형>에는 Long Varchar, Long Vargraphic, Blob, Clob 및 Dbclob을 제

외한 모든 데이터 유형이 포함됩니다.
<임의의 날짜 시간 데이터 유형>에는 시간, 날짜 및 시간소인이 포함됩니다.
<날짜 문자열>은 “1999-12-31”, “12/31/1999” 또는 “31.12.1999” 형식 가운데 하나인 날짜의 

문자열 표현이 들어 있으며 최소한 길이가 8자인 Char 또는 Varchar입니다. 
<시간 문자열>은 “23:59”, “23:59:00”, “23.59”, “23.59.00”, “11:59 PM” 또는 “11 PM” 형식 가

운데 하나인 시간의 문자열 표현이 들어 있으며 최소한 길이가 4자인 Char 또는 Var
char입니다.

<시간소인 문자열>은 “1999-12-31-23.59.00” 또는 “1999-12-31-23.59.00.000000” 형식 가운

데 하나인 시간소인의 문자열 표현이 들어 있으며 길이가 19 또는 26인 Char 또는 

Varchar입니다.
<날짜 기간>은 YYYYMMDD 형식으로 다수의 년, 월, 일을 표시하는 Decimal(8,0) 숫자입니다.
<시간 지속 기간>은 HHMMSS 형식으로 다수의 시, 분, 초를 표시하는 Decimal(6,0) 숫자입

니다.
<시간소인 지속 기간>은 YYYYMMDDHHMMSS.nnnnnn 형식으로 다수의 년, 월, 일, 시, 분, 

초 및 마이크로초를 표시하는 Decimal(20,6) 숫자입니다.
<동일한 데이터 유형>은 함수의 리턴 테이터 유형이 인수의 데이터 유형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인수 데이터 유형이 Real인 경우, 결과 데이터 유형이 Double이
라는 예외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우선순위 데이터 유형>은 함수의 리턴 데이터 유형이 그림 B-1에 있는 승격 계층 구

조의 오른쪽에서 가장 먼 인수 데이터 유형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B.1 컬럼 함수

다음 함수는 각각 스칼라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값 콜렉션(컬럼)에서 작동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함수의 경우(grouping 함수 제외), 함수가 적용되기 전에 인수 컬럼에서 중복 값을 

삭제하기 위해 DISTINCT 키워드가 인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컬럼 함수는 SYSIBM 스
키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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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g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동일한 데이터 유형>
인수 컬럼에서 널(NULL)이 아닌 값의 평균을 리턴합니다. 인수 컬럼에 널(NULL)이 아닌 값이 

없는 경우, 결과는 널(NULL)입니다.
결과 데이터 유형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인수 데이터 유형이 S
mallint인 경우, 결과 데이터 유형이 Integer이고, 인수 데이터 유형이 Real인 경우, 결과 데이터 

유형이 Double입니다.
count (<임의의 데이터 유형>) → Integer

count(*) → Integer

count_big(<임의의 데이터 유형>) → Decimal(31,0)

count_big(*) → Decimal(31,0)
인수 컬럼에서 널(NULL)이 아닌 값의 수를 리턴합니다. 특수 양식 count(*) 또는 

count_big(*)은 널(NULL) 값이 들어 있는 행을 포함한 테이블의 행을 세는 데 

사용됩니다. 결과가 너무 커서 Integer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count_big 함수가 

제공됩니다.
grouping (<임의의 데이터 유형>) → Smallint

5.6절에서 설명한 대로 “슈퍼 그룹” 처리 중에 생성된 “모든 값”을 표시하는 특수 널(NU
LL)과 일반 널(NULL) 값을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함수의 인수는 그룹화 표현식이어

야 합니다. 함수는 인수 표현식이 상위 레벨 그룹으로 병홥된 특수 행에서만 1을 리턴하

며, 그 외에는 0을 리턴합니다.
max (<임의의 short 데이터 유형>) → <동일한 데이터 유형>

인수 컬럼에서 널(NULL)이 아닌 최대값을 리턴합니다. 인수 컬럼에 널(NULL)이 아닌 값이 

없을 경우, 결과는 널(NULL)입니다.
mim ((<임의의 short 데이터 유형>) → <동일한 데이터 유형>

인수 컬럼에서 널(NULL)이 아닌 최소값을 리턴합니다. 인수 컬럼에 널(NULL)이 아닌 값이 

없을 경우, 결과는 널(NULL)입니다.
stdev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Double

숫자 컬럼의 표준 편차를 리턴합니다(널(NULL) 값 무시). 인수 컬럼에 널(NULL)이 아닌 값

이 없을 경우, 결과는 널(NULL)입니다.
sum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동일한 데이터 유형>

인수 컬럼에서 널(NULL)이 아닌 값의 합계를 리턴합니다. 인수 컬럼에 널(NULL)이 아닌 값

이 없을 경우, 결과는 널(NULL)입니다. 결과 데이터 유형 규칙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인수 

데이터 유형이 Smallint일 경우, 결과 데이터 유형은 Integer입니다. 인수 데이터 유형이 Real
인 경우, 결과 데이터 유형은 Double입니다. 인수 데이터 유형이 Decimal인 경우, 결과 데이

터 유형은 정 도가 31자리인 Decima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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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Double

var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Double
숫자 컬럼의 분산을 리턴합니다(널(NULL) 값 무시). 인수 컬럼에 널이 아닌 값이 없을 경우, 
결과는 널(NULL)입니다.

B.2 스칼라 함수

다음 함수를 스칼라 함수라고 하는데, 이는 해당 인수와 결과가 모두 스칼라 값이기 때문입

니다. 이러한 함수 중 일부는 UDB 구현에 빌드되며 SYSIBM 스키마에 상주합니다. 나머지 

함수는 시스템과 함께 제공된 외부 함수이며 SYSFUN 스키마에 상주합니다. 각 함수가 상

주하는 스키마는 해당 설명 끝에서 괄호 안에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SYSIBM 함수의 성

능이 SYSFUN 함수보다 낫습니다. 디폴트 함수 경로에는 SYSIBM과 SYSFUN 스키마가 모

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수 호출 시 스키마 이름을 포함하지 않고 이러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s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동일한 데이터 유형>

absval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동일한 데이터 유형>
인수의 절대값을 리턴합니다. 결과 데이터 유형이 인수 데이터 유형과 동일하다는 규칙에

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인수 데이터 유형이 Decimal 또는 Real인 경우, 결과 데이

터 유형은 Double입니다. (SYSFUN)
acos (Double) → Double

라디안으로 표시되는 각도로 인수의 아크사인(arcsine)을 리턴합니다. (SYSFUN)
ascii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 Integer

인수 문자열 중 첫 번째 문자의 ASCII 코드를 리턴합니다. (SYSFUN)
asin (Double) → Double

라디안으로 표시되는 각도로 인수의 아크사인(arcsine)을 리턴합니다. (SYSFUN)
atan (Double) → Double

라디안으로 표시되는 각도로 인수의 아크탄젠트(arctangent)를 리턴합니다. (SYSFUN)
atan2 (Double x, Double y) → Double

라디안으로 표시되는 각도로 좌표가 x와 y인 지점의 아크탄젠트(arctangent)를 리턴합니다.
blob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 Blob

blob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Integer n) → Blob(n)

blob (<임의의 DBCS 데이터 유형>) → Bl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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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b (<임의의 DBCS 데이터 유형>, Integer n) → Blob(n)

blob (Blob) → Blob

blob (Blob, Integer n) → Blob(n)
첫 번째 인수를 Blob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합니다. 이 인수가 지정된 경우, 이 인수는 결과의 

최대 길이가 됩니다(필요에 따라 절단됨). (SYSIBM)
ceil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동일한 데이터 유형>

ceiling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동일한 데이터 유형>
인수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중 가장 작은 수를 리턴합니다. 리턴 유형이 인수 유형과 동일

한 유형이라는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인수 유형이 Decimal 또는 Real인 경

우에는 리턴 유형이 Double입니다. (SYSFUN)
char (Date) → Char(10)

char (Date, Keyword k) → Char(10)

char (Time) → Char(8)

char (Time, Keyword k) → Char(8)

char (Timestamp) → Char(26)
인수의 문자열 표현을 리턴합니다. 키워드 k가 존재하는 경우, 이 키워드는 문자열 표현의 

형식을 관리합니다. 키워드 인수의 유효값(따옴표로 묶어서는 안됨)은 ISO, USA, EUR, JIS 및 

LOCAL입니다. (SYSIBM)
char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 Char( )

char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Integer n) → Char(n)
첫 번째 인수를 고정 길이의 Char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합니다. 두 번째 인수가 지정된 경우, 
이 인수는 결과의 길이가 됩니다(필요에 따라 절단되거나 공백으로 채워지게 됨). 두 번째 인

수가 존재하는 경우, 두 번째 인수는 0 – 254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SYSIBM)
char (Smallint) → Char(6)

char (Integer) → Char(11)

char (Decimal) → Char( )

char (Decimal, Varchar) → Char( )
첫 번째 인수의 문자열 표현을 리턴합니다. 첫 번째 인수가 Decimal이고 두 번째 인수가 Varch
ar인 경우, 두 번째 인수는 단일 문자로 결과 문자열에서 소수점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SYSIBM)

char (Double) → Char(24)
배정 도 부동 소수점 값의 문자열 표현을 리턴합니다. (SYSFUN)

chr (Integer) → Char(1)
ASCII 코드가 인수와 동일한 문자를 리턴합니다. 인수가 0 – 255 사이가 아닌 경우 널을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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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SYSFUN)
clob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 Clob

clob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Integer n) → Clob(n)
첫 번째 인수를 Clob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합니다. 두 번째 인수가 지정된 경우, 이 인수는 결

과의 최대 길이가 됩니다(필요에 따라 절단됨). (SYSIBM)
coalesce (<호환 가능 데이터 유형 중 하나 이상의 인수>) → <최우선순위의 데이터 유형>

널(NULL)이 아닌 첫 번째 인수 값을 리턴하거나 모든 인수가 널(NULL)인 경우에는 널(N
ULL)을 리턴합니다. (인수 데이터 유형의 호환성 관리 규칙은 6.6.2절을 참조하십시오.) c
oalesce와 value는 동일한 함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SYSIBM)

concat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 <최우선순위의 데이터 유형>

concat (<임의의 DBCS 데이터 유형>, <임의의 DBCS 데이터 유형>) → <최우선순위의 데이터 유형>

concat(Blob, Blob) → Blob
두 인수의 병합을 리턴합니다. 인픽스 연산자로 사용되는 concat 또는 ||와 동일합니다. 
결과를 최우선순위의 데이터 유형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적합한 데이터 유형이 선택됩

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고정 길이 문자열의 병합으로 길이가 254보다 긴 문자열이 발생하

는 경우, 결과 데이터 유형은 Char가 아니라 Varchar입니다. (SYSIBM)
cos (Double) → Double

라디안으로 표시되는 각도의 코사인을 리턴합니다. (SYSFUN)
cot (Double) → Double

라디안으로 표시된 각도의 코탄젠트를 리턴합니다. (SYSFUN)
date (<날짜 문자열>) → Date

인수를 날짜의 문자열 표현에서 실제 날짜로 변환합니다. 인수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예는 1999년의 마지막 날을 표시합니다.) (SYSIBM)
“1999-12-31”
“12/31/1999”
“31.12.1999”
“1999365”

date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Date
인수를 절단하여 정수 n으로 변환합니다. 0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n-1일인 날짜를 리턴합니

다. (SYSIBM)
date (Timestamp) → Date

date (<시간소인 문자열>) → Date
인수의 날짜 부분을 리턴합니다. (SYSIBM)

day (Date)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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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날짜 문자열>) → Integer

day (<날짜 기간>) → Integer

day (Timestamp) → Integer

day (<시간소인 문자열>) → Integer

day (<시간소인 지속 기간>) → Integer
인수의 일 부분을 리턴합니다. (SYSIBM)

dayname (Date) → Varchar(100)

dayname (<날짜 문자열>) → Varchar(100)

dayname (Timestamp) → Varchar(100)

dayname (<시간소인 문자열>) → Varchar(100)
인수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문자열(일요일, 월요일 등)로 리턴합니다. (SYSFUN)

dayofweek (Date) → Integer

dayofweek (<날짜 문자열>) → Integer

dayofweek (Timestamp) → Integer

dayofweek (<시간소인 문자열>) → Integer
인수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정수(일요일 = 1, 월요일 = 2 등)로 리턴합니다. (SYSFUN)

dayofyear (Date) → Integer

dayofyear (<날짜 문자열>) → Integer

dayofyear (Timestamp) ( Integer

dayofyear (<시간소인 문자열>) → Integer
인수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의 일자를 1 – 366 사이의 정수로 리턴합니다. (SYSFUN)

days (Date) → Integer

days (<날짜 문자열>) → Integer

days (Timestamp) → Integer

days (<시간소인 문자열>) → Integer
인수를 날짜로 변환한 후 0001년 1월 1일과 현재 날짜 사이의 일 수보다 하루 많은 날짜를 리

턴합니다. (SYSIBM)
dbclob (<임의의 DBCS 데이터 유형>) → Dbclob

dbclob (<임의의 DBCS 데이터 유형>, Integer n) → Dbclob(n)
첫 번째 인수를 Dbclob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합니다. 두 번째 인수가 지정된 경우, 이 인수

는 결과의 최대 길이가 됩니다(필요에 따라 절단됨). (SYSIBM)
decimal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Decimal(15, 0)



696 B.  함수

decimal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Integer p) → Decimal(p, 0)

decimal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Integer p, Integer s) → Decimal(p, s)
정 도와 스케일이 표시된 첫 번째 인수의 10진수 표현을 리턴합니다. 함수 이름 decima

l의 동의어로 de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YSIBM)
decimal (Varchar) → Decimal(15,0)

decimal (Varchar, Integer p) → Decimal(p, 0)

decimal (Varchar, Integer p, Integer s) → Decimal(p, s)

decimal (Varchar, Integer p, Integer s, Varchar d) → Decimal(p, s)
첫 번째 인수는 정 도와 스케일이 표시된, 실제 10진수 값으로 변환되는 10진수의 문자

열 표현입니다. 네 번째 매개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이 매개변수는 소수점이 문자열 입력

으로 표시되는 방법을 나타내는 하나의 문자입니다. 함수 이름 decimal의 동의어로 dec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YSIBM)
degrees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Double

인수 각도를 라디안에서 도로 변환합니다.
difference (Varchar, Varchar) → Integer

soundex 함수로 계산한 대로 두 문자열의 사운드 차이 측정치를 리턴합니다. 결과는 0 
– 4 사이의 정수이며, 여기서 4는 최상의 사운드 일치를 나타냅니다. (SYSFUN)

digits (Decimal) → Char( )
부호나 소수점을 포함하지 않고 인수의 절대값을 표시하는 고정 길이 문자열을 리턴합니

다. 예를 들어, digits(-123.45)는 “12345”입니다. (SYSIBM)
double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Double

double_precision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Double
인수를 배정 도 부동 소수점 수로 변환합니다. (SYSIBM)

double (Varchar) → Double
인수에 부동 소수점 값에 대해 유효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값이 리턴됩니다. (S
YSFUN)

event_mon_state (Varchar) → Integer
인수는 이벤트 모니터의 이름입니다(CREATE EVENT MONITOR문으로 정의

됨). 이름 지정된 이벤트 모니터가 활성이면 1을 리턴하고, 비활성이면 0을 리턴

합니다. (SYSIBM)
exp (Double x) → Double

ex를 리턴합니다. 여기서 x는 인수이며 e는 자연 대수의 기수입니다. (SYSFUN)

float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Double
인수를 배정 도 부동 소수점 수로 변환합니다. (SYS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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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동일한 데이터 유형>
인수 이하 최대 정수를 리턴합니다. 리턴 유형이 인수 유형과 동일한 유형이라는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인수 유형이 Decimal 또는 Real인 경우, 리턴 유형은 Double입
니다. (SYSFUN)

generate_unique( ) → Char(13) FOR BIT DATA
동일한 함수의 또 다른 실행과 비교하여 고유한 값을 리턴합니다. 값은 시

스템 시계에 따라 다르며, 테이블에 행을 삽입할 때에는 고유 키 값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에 의해 리턴된 문자열을 timestamp 함수로 

전달하여 협정 세계시 시간소인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SYSIBM)
graphic (<임의의 DBCS 데이터 유형>) → Graphic

graphic (<임의의 DBCS 데이터 유형>, Integer n) → Graphic(n)
인수를 지정된 길이의 고정 길이 Graphic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합니다. 길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수의 길이를 이용합니다. (SYSIBM)
hex (<임의의 내장 데이터 유형>) → Varchar

인수 값의 16진 표현을 리턴합니다. 리턴된 문자열의 2바이트는 1바이트의 인수 값 내부 표현

을 표시합니다. (SYSIBM)
hour (Time) → Integer

hour (<시간 문자열>) →Integer

hour (<시간 지속 기간>) → Integer

hour (Timestamp) → Integer

hour (<시간소인 문자열>) → Integer

hour (<시간소인 지속 기간>) → Integer
인수의 시 부분을 리턴합니다. 인수가 시간, 시간소인 또는 문자열인 경우, 결과는 0 – 24 사
이의 정수입니다. 인수가 지속 기간인 경우, 결과는 –99 – 99 사이의 정수입니다. (SYSIBM)

insert (Varchar x, Integer m, Integer n, Varchar y) → Varchar(4000)

insert (Clob(1M) x, Integer m, Integer n, Clob(1M) y) → Clob(1M)

insert (Blob(1M) x, Integer m, Integer n, Blob(1M) y) → Blob(1M)
리턴 문자열은 문자열 x에서 문자 번호 m으로 시작하는 n 문자의 부속문자열을 삭제하고 

삭제된 부속문자열을 문자열 y로 대체하여 계산됩니다. (SYSFUN)
integer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Integer

integer (Varchar) → Integer
필요에 따라 10진수 부분을 절단하여 인수를 정수로 변환합니다. 인수가 데이터 유형 Var
char인 경우, “-123”과 같은 정수의 문자열 표현이어야 합니다. 함수 이름 integer의 동의

어로 in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YS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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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an_day (Date) → Integer

julian_day (<날짜 문자열>) → Integer

julian_day (Timestamp) → Integer

julian_day (<시간소인 문자열>) → Integer
율리우스력 시작일(4712 B.C. 1월 1일)과 인수 날짜 사이의 일 수를 리턴합니다. (SYSF
UN)

lcase (Varchar) → Varchar(4000)

lcase (Clob(1M)) → Clob(1M)
모든 대문자가 소문자로 변환된 인수 문자열의 사본을 리턴합니다. (SYSFUN)

left (Varchar x, Integer n) → Varchar(4000)

left (Clob(1M) x, Integer n) → Clob(1M)

left (Blob(1M) x, Integer n) → Blob(1M)
문자열 x의 가장 왼쪽 n 문자를 리턴합니다. (SYSFUN)

length (<임의의 내장 데이터 유형>) → Integer
인수의 길이를 리턴합니다(널(NULL) 표시기를 포함하지 않음). 문자열 유형 인수의 경우, 
실제 길이(최대 길이가 아님)를 문자(DBCS 문자열의 경우, 각 문자가 2바이트임)로 리턴

합니다. 숫자 또는 날짜 시간 인수의 경우, 내부 표현의 길이를 바이트로 리턴합니다. (SYS
IBM)

ln (Double) → Double
인수의 자연 대수를 리턴합니다. (SYSFUN)

locate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s1,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s2) → Integer

locate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s1,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s2, Integer n) → Integer

locate (Blob(1M) s1, Blob(1M) s2) → Integer

locate (Blob(1M) s1, Blob(1M) s2, Integer n) → Integer
인수 s1 내에서 인수 s2의 첫 번째 어커런스 시작 위치를 리턴합니다. 세 번째 인수가 존재

하는 경우, 이 인수는 검색이 시작될 s1 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s2가 s1 내에 없을 경우, 0
이 리턴됩니다. 임의의 인수가 Clob인 경우, 1MB의 길이로 제한됩니다. 유사한 함수에 대해

서는 posstr을 참조하십시오. (SYSFUN)
log (Double) → Double

인수의 자연 대수를 리턴합니다(1n과 동일). (SYSFUN)
log10 (Double) → Double

인수의 상용 대수를 리턴합니다. (SYSFUN)
long_varchar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 Long Varchar

인수를 최대 길이가 32K 문자인 Long Varchar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합니다. (SYS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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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_vargraphic (<임의의 DBCS 문자열 데이터 유형>) → Long Vargraphic
인수를 최대 길이가 16K 2바이트 문자인 Long Vargraphic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

합니다. (SYSIBM)
ltrim (Varchar) → Varchar(4000)

ltrim (Clob(1M) → Clob(1M)
앞 공백이 제거된 인수 사본을 리턴합니다. (SYSFUN)

microsecond (Timestamp) → Integer

microsecond (<시간소인 문자열>) → Integer

microsecond (<시간소인 지속 기간>) → Integer
인수의 마이크로초 부분을 리턴합니다. (SYSIBM)

midnight_seconds (Time) → Integer

midnight_seconds (<시간 문자열>) → Integer

midnight_seconds (Timestamp) → Integer

midnight_seconds (<시간소인 문자열>) → Integer
인수 시간과 전날 자정 사이의 시간(초)을 리턴합니다.

minute (Time) → Integer

minute (<시간 문자열>) → Integer

minute (<시간 지속 기간>) → Integer

minute (Timestamp) → Integer

minute (<시간소인 문자열>) → Integer

minute (<시간소인 지속 기간>) → Integer
인수의 분 부분을 리턴합니다. 인수가 시간, 시간소인 또는 문자열인 경우, 결과는 0 – 59 
사이의 정수입니다. 인수가 지속 기간인 경우, 결과는 –99 – 99 사이의 정수입니다. (SYSIBM)

mod(Samllint m, Smallint n) → Smallint

mod(Integer m, Integer n) → Integer
인수 m을 인수 n으로 나눈 나머지(모듈러스)를 리턴합니다. (SYSFUN)

month(Date) → Integer

month (<날짜 문자열>) → Integer

month (<날짜 기간>) → Integer

month (Timestamp) → Integer

month (<시간소인 문자열>) → Integer

month (<시간소인 지속 기간>)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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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의 월 부분을 리턴합니다. 인수가 날짜, 시간소인 또는 문자열인 경우, 결과는 1 – 12 
사이의 정수입니다. 인수가 지속 기간인 경우, 결과는 –99 – 99 사이의 정수입니다. (SYSIB
M)

monthname (Date) → Varchar(100)

monthname (<날짜 문자열>) → Varchar(100)

monthname (Timestamp) → Varchar(100)

monthname (<시간소인 문자열>) → Varchar(100)
인수의 월 부분 이름을 대소문자 혼합 문자열로 리턴합니다. (SYSFUN)

nodenumber (<임의의 데이터 유형>) → Integer
인수는 현재 SQL문에서 참조한 일부 테이블의 컬럼 이름이어야 합니다. 참조된 테

이블의 행마다 nodenumber는 행이 저장된 파티션 숫자를 리턴합니다. 데이터베이

스가 파티션되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리턴합니다. (SYSIBM)
nullif (<임의의 데이터 유형>, <임의의 호환 가능 데이터 유형>) → <최우선순위의 데이터 유형>

인수가 같은 경우에는 널을 리턴하고, 그 외에는 첫 번째 인수를 리턴합니다. (SYSIBM)
partition (<임의의 데이터 유형>) → Integer

인수는 현재 SQL문에서 참조한 일부 테이블의 컬럼 이름이어야 합니다. 참조된 테이블

의  행마다 partition은 행에 적용되는 파티션 맵 인덱스를(0 – 4,095 사이의 정수) 리턴합니

다. 테이블에 파티션 키가 없는 경우에는 0을 리턴합니다. (SYSIBM)
posstr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s1, Varchar(4000) s2) → Integer

posstr (<임의의 DBCS 데이터 유형> s1, Varchar(2000) s2) → Integer

posstr (Blob s1, Blob(4000) s2) → Integer
인수 s1 내에서 인수 s2의 첫 번째 어커런스 시작 위치를 리턴합니다. s2가 s1 내에 없을 경우, 
0이 리턴됩니다. 유사한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ocate를 참조하십시오. (SYSFUN)

power (Integer x, Integer n) → Integer

power (Double x, Double n) → Double
두 번째 인수를 거듭 제곱하는 첫 번째 인수 Xn을 리턴합니다. (SYSFUN)

quarter (Date) → Integer

quarter (<날짜 문자열>) → Integer

quarter (Timestamp) → Integer

quarter (<시간소인 문자열>) → Integer
인수가 발생하는 연도의 분기를 나타내는 1 – 4 사이의 정수를 리턴합니다. (SYSFUN)

radians (Double) → double
인수 각도를 도에서 라디안으로 변환합니다. (SYS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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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se_error (Varchar, Varchar) → <void>
오류 조건을 SQLCA에서 리턴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인수 길이가 정확히 5자여야 하

고, 첫 번째 인수가 SQLSTATE가 됩니다. 두 번째 인수는 SQLCA의 SQLERRMC 필드에 

있는 최대 70자의 메시지입니다. SQLCODE는 –438로 설정됩니다. raise_error 함수

는 값을 리턴하지 않으나 이 함수가 사용되는(종종 CASE 표현식 내에서) 컨텍스트와 

호환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raise_erro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1.3절을 참조

하십시오.) (SYSIBM)
rand ( ) → Double

rand (Integer) → Double
0 – 1 사이에서 무작위 배정 도 부동 소수점 수를 리턴합니다. 선택적 인수는 새 난수 시퀀스

를 시작하는 데 “씨(seed)”로 사용됩니다. (SYSFUN)
real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Real

인수를 실수(단정 도)로 변환합니다. (SYSIBM)
repeat (Varchar x, Integer n) → Varchar(4000)

repeat (Clob(1M) x, Integer n) → Clob(1M)

repeat (Blob(1M) x, Integer n) → Blob(1M)
문자열 x의 n번 반복으로 구성되는 문자열을 리턴합니다. (SYSFUN)

replace (Varchar x, Varchar y, Varchar z) → Varchar(4000)

replace (Clob(1M) x, Clob(1M) y, Clob(1M) z) → Clob(1M)

replace (Blob(1M) x, Blob(1M) y, Blob(1M) z) → Blob(1M)
문자열 y의 모든 어커런스를 문자열 z로 대체한 문자열 x의 사본을 리턴합니다.

right (Varchar x, Integer n) → Varchar(4000)

right (Clob(1M) x, Integer n) → Clob(1M)

right (Blob(1M) x, Integer n) → Blob(1M)
문자열 x의 가장 오른쪽 n 문자를 리턴합니다. (SYSFUN)

round (Integer x, Integer n) → Integer

round (Double x, Integer n) → Double

최하위 수가 소수점 오른쪽 n자리가 되도록 인수 x를 반올림합니다. (n이 음수이면 최하위 

자릿수가 소수점 왼쪽이 됩니다.) 예를 들어, round(12349, -2)는 12,350입니다. 관련 함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runcate를 참조하십시오. (SYSFUN)
rtrim (Varchar) → Varchar(4000)

rtrim (Clob(1M)) → Clob(1M)
뒤 공백이 제거된 인수의 사본을 리턴합니다. (SYS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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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ime) → Integer

second (<시간 문자열>) → Integer

second (<시간 지속 기간>) → Integer

second (Timestamp) → Integer

second (<시간소인 문자열>) → Integer

second (<시간소인 지속 기간>) → Integer
인수의 초 부분을 리턴합니다. 인수가 시간, 시간소인 또는 문자열인 경우, 결과는 0 – 59 사
이의 정수입니다. 인수가 지속 기간인 경우, 결과는 –99 – 99 사이의 정수입니다. (SYSIBM)

sign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동일한 데이터 유형>
인수가 양수이면 +1을, 인수가 음수이면 –1을, 인수가 0이면 0을 리턴합니다. 리턴 유형 규칙

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인수 유형이 Decimal 또는 Real인 경우, 리턴 유형은 Doubl
e입니다. (SYSFUN)

sin (Double) → Double
라디안으로 표시된 각도의 사인을 리턴합니다. (SYSFUN)

smallint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 Integer

smallint (Varchar) → Integer
필요에 따라 10진수 부분을 절단하여 인수를 작은 정수로 변환합니다. 인수의 데이터 유

형이 Varchar인 경우, 인수는 -32,768 - +32, 767 사이에 있는 정수의 문자열 표현이어야 합

니다. (SYSIBM)
soundex (Varchar) → Char(4)

인수에서 단어의 사운드를 표시하는 4자의 코드를 리턴합니다. 관련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fference를 참조하십시오. (SYSFUN)
space (Integer n) → Varchar(4000)

n개의 스페이스로 구성되는 문자열을 리턴합니다. (SYSFUN)

sqrt (Double) → Double
인수의 제곱근을 리턴합니다. (SYSFUN)

substr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s, Integer m, Integer n) → <문자열 데이터 유형>

substr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s, Integer m) → <문자열 데이터 유형>

substr (<임의의 DBCS 데이터 유형> s, Integer m, Integer n) → <DBCS 데이터 유형>

substr (<임의의 DBCS 데이터 유형> s, Integer m) → <DBCS 데이터 유형>

substr (Blob s, Integer m, Integer n) → Blob

substr (Blob s, Integer m) → Bl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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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m으로 시작하여 n개의 문자를 포함하는 문자열 s의 부속문자열을 리턴합니다. 세 번

째 인수가 생략된 경우, 부속문자열은 문자 m으로 시작하여 문자열 s의 나머지를 포함합니

다. 필요에 따라 인수 s는 공백으로 채워져 길이가 n인 결과 문자열을 작성합니다. 결과 문

자열은 문자열 s와 동일한 데이터 유형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열

이 Varchar 또는 Long Varchar이고 n이 255보다 작은 상수인 경우, 결과 데이터 유형은 Char
(n)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자열 s가 Vargraphic 또는 Long Vargraphic이고 n이 128보다 작은 

상수인 경우, 결과 데이터 유형은 Graphic(n)입니다. (SYSIBM)
table_name (Varchar t, Varchar s) → Varchar(18)

table_name (Varchar t) → Varchar(18)
이 함수는 별명을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름 t(또는 규정 이름 s.t)가 별명인 경우, 
테이블 또는 뷰로 분석됩니다. 분석된 테이블 또는 뷰의 규정되지 않은 이름이 리턴됩

니다. t(또는 s.t)가 별명이 아닌 경우, t가 리턴됩니다. (SYSIBM)

table_schema (Varchar t, Varchar s) → Varchar(8)

table_schema (Varchar t) → Varchar(8)
이 함수는 별명을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름 t(또는 규정 이름 s.t)가 별명인 경

우, 테이블 또는 뷰로 분석됩니다. 분석된 테이블이나 뷰의 스키마 이름이 리턴됩

니다. t(또는 s.t)가 별명이 아닌 경우, 입력 이름의 스키마 부분이 리턴됩니다(s 또는 

인수 s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 AuthID). (SYSIBM)
tan (Double) → Double

라디안으로 표시된 각도의 탄젠트를 리턴합니다. (SYSFUN)
time (Time) → Time

time (<시간 문자열>) → Time

time (Timestamp) → Time

time (<시간소인 문자열>) → Time
인수의 시간 부분을 리턴합니다. 인수가 Time 또는 Timestamp의 문자열 표현인 경우, 실제 Tim
e으로 변환됩니다. (SYSIBM)

timestamp (Timestamp) → Timestamp

timestamp (<시간소인 문자열>) → Timestamp
인수로 표시된 Timestamp를 리턴합니다. 인수가 Timestamp의 문자열 표현인 경우, 실제 

Timestamp로 변환됩니다. (SYSIBM)
timestamp (Date, Time) → Timestamp

timestamp (Date, <시간 문자열>) → Timestamp

timestamp (<날짜 문자열>, Time) → Time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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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tamp (<날짜 문자열>, <시간 문자열>) → Timestamp
날짜 부분을 첫 번째 인수에서 가져오고 시간 부분은 두 번째 인수에서 가져온 Timestam
p를 리턴합니다. Timestamp의 마이크로초 부분은 0으로 설정됩니다. (SYSIBM)

timestampdiff (Integer u, Char(22) d) → Integer
첫 번째 인수 u는 다음과 같이 시간 단위를 표시합니다. 256=연도, 128=분기, 64=월, 3
2=주, 16=일, 8=시, 4=분, 2=초, 1=마이크로초(이러한 단위의 기호 상수는 sqllib/i

nclude/sqlcli1.h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수 d는 두 개의 Timestamp를 

차감해서 결과를 문자 양식으로 변환한 결과입니다. 이 함수는 단위 u로 표시된 간

격 d의 추정치를 표시하는 정수를 리턴합니다. 예를 들어, Timestamp t1과 t2는 tim

estampdiff(16, char(t2-t1))로 구할 수 있습니다. (SYSFUN)
timestamp_iso (Date) → Timestamp

timestamp_iso (<날짜 문자열>) → Timestamp

timestamp_iso (Time) → Timestamp

timestamp_iso (<시간 문자열>) → Timestamp

timestamp_iso (Timestamp) → Timestamp

timestamp_iso (<시간 소인 문자열>) → Timestamp
인수를 Timestamp로 변환합니다. 인수가 Date이면, Timestamp의 시간 필드에 0을 삽

입합니다. 인수가 Time이면, Timestamp의 날짜 필드에 현재 날짜를 삽입합니다. (SY
SFUN)

translate (Char) → Char( )

translate (Varchar) → Varchar( )
모든 소문자가 대문자로 변환된 인수 문자열의 사본을 리턴합니다. 유사한 함수는 ucas

e를 참조하십시오. (SYSIBM)
translate (Char s, Varchar t, Varchar f) → Char

translate (Varchar s, Varchar t, Varchar f) → Varchar

translate (Graphic s, Vargraphic t, Vargraphic f) → Graphic

translate (Vargrphic s, Vargraphic t, Vargraphic f) → Vargraphic

translate (Char s, Varchar t, Varchar f, Varchar p) → Char

translate (Varchar s, Varchar t, Varchar f, Varchar p) → Varchar

translate (Graphic s, Vargraphic t, Vargraphic f, Vargraphic p) → Graphic

translate (Vargrphic s, Vargraphic t, Vargraphic f, Vargraphic p) → Vargraphic
일부 문자가 다른 문자로 변환되는 문자열 s의 사본을 리턴합니다. 문자열 f(“소스 문자

열”)는 변환 대상 문자를 지정하며, 문자열 t(“목표 문자열”)는 문자가 변환 결과 문자를 

지정합니다. f에서도 찾을 수 있는 s 문자는 t의 해당 문자로 대체됩니다. 문자열 t가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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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f보다 짧은 경우, 단일 문자인 “채움 문자” P에 의해 동일한 길이로 채워집니다. 채움 

문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채움 문자는 1바이트 또는 2바이트의 공백으로 가정됩니다. 
(SYSIBM)

truncate (Integer x, Integer n) → Integer

truncate (Double x, Integer n) → Double
최하위 자릿수가 소수점 오른쪽 n자리가 되도록 인수 x를 절단합니다. (n이 음수이면 

최하위 자릿수가 소수점 왼쪽이 됩니다.) 예를 들어, truncate(12349, -2)는 12,340
입니다. truncate는 trunc로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관련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

ound를 참조하십시오. (SYSFUN)
ucase(Varchar) → Varchar(4000)

모든 소문자가 대문자로 변환된 인수 문자열의 사본을 리턴합니다. (SYSFUN)
value (<호환 가능 데이터 유형의 하나 이상의 인수>) → <최우선순위의 데이터 유형>

널(NULL)이 아닌 첫 번째 인수값을 리턴하거나 모든 인수가 널(NULL)인 경우에는 널(NU
LL)을 리턴합니다. (인수 데이터 유형의 호환성 관리 규칙은 6.6.2절을 참조하십시오.) valu
e와 coalesce는 동일한 함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SYSIBM)

varchar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 Varchar( )

varchar (<임의의 문자열 데이터 유형>, Integer n) → Varchar( )

varchar (<임의의 날짜 시간 데이터 유형>) → Varchar( )
데이터 유형 Varchar로 변환된 첫 번째 인수의 사본을 리턴합니다. 두 번째 인수가 존재하

는 경우, 이 인수는 결과 문자열의 최대 길이가 되며, 필요에 따라 절단됩니다. (SYSIBM)
vargraphic (<임의의 DBCS 데이터 유형>) → Vargraphic( )

vargraphic (<임의의 DBCS 데이터 유형>, Integer n) → Vargraphic(n)

vargraphic (Varchar) → Vargraphic( )
데이터 유형 Vargraphic으로 변환된 첫 번째 인수 사본을 리턴합니다. 두 번째 인수가 

존재하는 경우, 이 인수는 결과 문자열의 최대 길이가 되며, 필요에 따라 절단됩니다. 
(SYSIBM)

week (Date) → Integer

week (<날짜 문자열>) → Integer

week (Timestamp) → Integer

week (<시간소인 문자열>) → Integer
인수가 발생한 연도의 주를 1 – 54 사이의 정수로 표시하여 리턴합니다. 각 주는 일요일에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YS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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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Date) → Integer

year (<날짜 문자열>) → Integer

year (<날짜 기간>) → Integer

year (Timestamp) → Integer

year (<시간소인 문자열>) → Integer

year (<시간소인 지속 기간>) → Integer
인수의 연도 부분을 리턴합니다. 인수가 날짜, 시간소인 또는 문자열인 경우, 결과는 1 – 9999 
사이의 정수입니다. 인수가 지속 기간인 경우, 결과는 –9999 – 9999 사이의 정수입니다. (SYSI
BM)

B.3 연산자

B.3.1 접두부 연산자
다음 연산자는 접두부 연산자(예: -x)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산자는 단항 함수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연산자는 모두 SYSIBM 스키마에 상주합니다.

연산자 피연산자 데이터 유형 결과 데이터 유형 의미

+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동일한 데이터 유형> 단항 더하기. 해당 피연산자를 리턴

합니다.

-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동일한 데이터 유형> 단항 빼기. 해당 피연산자의 부정을 

리턴합니다.

B.3.2 인픽스 연산자
다음 연산자는 인픽스 연산자(예: x + y)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산자는 2진 함수

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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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자

첫 번째 피연산자

데이터 유형

두 번째 피연산자 

데이터 유형 결과 데이터 유형

+
(더하기)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최우선순위의 데이터 유형>

+ Date <날짜 기간> Date

+ <날짜 기간> Date Date

+ Time <시간 지속 기간> Time

+ <시간 지속 기간> Time Time

+ Timestamp <시간소인 지속 기간> Timestamp

+ <시간소인 지속 기간> Timestamp Timestamp
-
(빼기)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최우선순위의 데이터 유형>

- Date Date <날짜 기간>
- Date <날짜 문자열> <날짜 기간>
- <날짜 문자열> Date <날짜 기간>
- Date <날짜 기간> Date

- Time Time <시간 지속 기간>

- Time <시간 문자열> <시간 지속 기간>

- <시간 문자열> Time <시간 지속 기간>

- Time <시간 지속 기간> Time

- Timestamp Timestamp <시간소인 지속 기간>

- Timestamp <시간소인 문자열> <시간소인 지속 기간>

- <시간소인 문자열> Timestamp <시간소인 지속 기간>

- Timestamp <시간소인 지속 기간> Timestamp

*
(곱하기)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최우선순위의 데이터 유형>

/
(나누기)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임의의 숫자 데이터 유형> <최우선순위의 데이터 유형>

||
(병합)

<문자열 데이터 유형> <문자열 데이터 유형> <최우선순위의 데이터 유형> 
또는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데

이터 유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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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자

첫 번째 피연산자

데이터 유형

두 번째 피연산자 

데이터 유형 결과 데이터 유형

||
<DBCS 데이터 유형> <DBCS 데이터 유형> <최우선순위의 데이터 유형> 

또는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데

이터 유형

|| Blob Blob Blob



형 코드는 SQLDA 설명의 sqltype 필드에서 사용됩니다. DESCRIBE문이 쿼리 결과

를 설명하는 SQLDA를 리턴할 때 유형 코드를 사용하여 결과 세트에서 데이터 유형

을 나타냅니다. 또한 SQLDA 구조를 통해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사이의 값

이 교환될 때에도(예: EXECUTE USING문의 입력 값) 유형 코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유형을 

나타냅니다. 유형 코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데이터 유형을 식별할 뿐만 

아니라 입력이나 출력에 사용되는 호스트 언어 데이터 유형도 식별합니다.
각각의 내장 SQL 데이터 유형(Integer, Varchar 등)에는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

이의 해당 SQL 데이터 유형 교환에 사용될 수 있는 호스트 언어 데이터 유형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SQL 데이터 유형과 호스트 언어 데이터 유형의 조합은 유형 코

드에 의해 식별됩니다1). 이러한 유형 코드의 서브세트만이 DESCRIBE문에 의해 리턴됩니

다. 예를 들어, 유형 코드 460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 유형(널(NULL) 
종료 문자열)을 나타내므로 DESCRIBE에 의해 리턴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효한 호스트 변

수인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유형 코드는 표 C-1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형 코드의 기호 이름과 C 언어 선언에 사용

되는 구조는 sqllib/include/sql.h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동적 SQL문과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동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스토리지에서 오버레이될 수 있습니다.

표 C-1: SQLDA 유형 코드 및 유형 코드가 표시하는 데이터 유형

SQL 데이터 유형 C 언어 데이터 유형

유형 코드(널(NULL)
입력 불가능)

유형 코드(널(NULL)
입력 가능)

Date char[11] SQL_TYP_DATE (384) SQL_TYP_NDATE (385)

Time char[9] SQL_TYP_TIME (388) SQL_TYP_NTIME (389)

Timestamp char[27] SQL_TYP_STAMP (392) SQL_TYP_NSTAMP (393)

널(NULL) 종료 

2바이트 문자열

sqldbchar[n+1] 또는

wchar_t[n+1]

SQL_TYP_CGSTR (400) SQL_TYP_NCGSTR (401)

1) Real 및 Double 데이터 유형은 동일한 유형 코드를 공유하고 SQLDA의 sqllen 필드로 구분됩니다.

유

유형 코드

부록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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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1: SQLDA 유형 코드 및 유형 코드가 표시하는 데이터 유형 <계속>

SQL 데이터 유형 C 언어 데이터 유형

유형 코드(널(NULL)
입력 불가능)

유형 코드(널(NULL)
입력 가능)

Blob(n) struct sqllob

(sql.h에 정의됨)

SQL_TYP_BLOB

(404)

SQL_TYP_NBLOB

(405)

Clob(n) struct sqllob

(sql.h에 정의됨)

SQL_TYP_CLOB

(408)

SQL_TYP_NCLOB

(409)

Dbclob(n) struct sqldbclob

(sql.h에 정의됨)

SQL_TYP_DBCLOB

(412)

SQL_TYP_NDBCLOB

(413)

Varachar(n) struct sqlchar

(sql.h에 정의됨)

SQL_TYP_VARCHAR

(448)

SQL_TYP_NVARCHAR

(449)

Char(n) char[n+1] SQL_TYP_CHAR

(452)

SQL_TYP_NCHAR

(453)

Long Varchar struct sqlchar

(sql.h에 정의됨)

SQL_TYP_LONG

(456)

SQL_TYP_NLONG

(457)

널(NULL) 종료

문자열 

Char[n+1] SQL_TYP_CSTR

(460)

SQL_TYP_NCSTR

(461)

Vargraphic(n) struct sqlgraphic

(sql.h에 정의됨)

SQL_TYP_VARGRAPH

(464)

SQL_TYP_NVARGRAPH

(465)

Graphic(n) sqldbchar[n+1]

또는
wchar_t[n+1]

SQL_TYP_GRAPHIC

(468)

SQL_TYP_NGRAPHIC

(469)

Long Vargraphic struct sqlgraphic

(sql.h에 정의됨)

SQL_TYP_LONGRAPH

(472)

SQL_TYP_NLONGRAPH

(473)

Real float SQL_TYP_FLOAT

(480)

(sqllen = 4)

SQL_TYP_NFLOAT

(481)

(sqllen = 4)

Double double SQL_TYP_FLOAT

(480)

(sqllen = 8)

SQL_TYP_NFLOAT

(481)

(sqllen = 8)

Decimal(p,s) (no C equivalent) SQL_TYP_DECIMAL

(484)

SQL_TYP_NDECIMAL

(485)

Integer long SQL_TYP_INTEGER

(496)

SQL_TYP_NINTEGER

(497)

Smallint short SQL_TYP_SMALL

(500)

SQL_TYP_NSMALL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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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1: SQLDA 유형 코드 및 유형 코드가 표시하는 데이터 유형 <계속>

SQL 데이터 유형 C 언어 데이터 유형

유형 코드(널(NULL)
입력 불가능)

유형 코드(널(NULL)
입력 가능)

Blob 파일 참조 struct sqlfile

(sql.h에 정의됨)

SQL_TYP_BLOB_FILE

(804)

SQL_TYP_NBLOB_FILE

(805)

Clob 파일 참조 struct sqfile

(sql.h에 정의됨)

SQL_TYP_CLOB_FILE

(808)

SQL_TYP_NCLOB_FILE

(809)

Dbclob 파일 참조 struct sqfile

(sql.h에 정의됨)

SQL_TYP_DBCLOB_FILE

(812)

SQL_TYP_NDBCLOB_FIL

E(813)

Blob 로케이터 long SQL_TYP_BLOB_LOCATOR

(960)

SQL_TYP_NBLOB_LOCAT

OR(961)

Clob 로케이터 long SQL_TYP_CLOB_LOCATOR

(964)

SQL_TYP_NCLOB_LOCAT

OR(965)

Dbclob 로케이터 long SQL_TYP_DBCLOB_

LOCATOR(968)

SQL_TYP_NDBCLOB_LOC

ATOR(969)

표 C-1의 “C 언어 데이터 유형” 컬럼에서 언급된 구조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2) 
각각의 정의에서 data[n]은 데이터를 보유하는 데 충분한 크기를 나타냅니다. 

struct sqlchar /* General-purpose VARCHAR */
{
short length;
char data[n];
};

struct sqllob /* General-purpose LOB */
{
unsigned long length;
char data[n];
};

struct sqlfile /* File reference for LOBs */
{
unsigned long name_length;
unsigned long data_length;
unsigned long file_options;
char name [255];
};

다음 정의는 프리컴파일러 옵션 WCHARTYPE NOCONVERT를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디폴트).

2) sql.h에서 이러한 구조 정의는 매크로를 사용하여 작성되어 있으며, 실행기록과 플랫폼 독립 등의 이유로 다소 

복잡합니다. 설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단순화된 구조 정의를 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qllib/include  
디렉토리의 sql.h 및 sqlsystm.h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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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 sqlgraphic /* General-purpose VARGRAPHIC */
{
short length;
sqldbchar data[n];
};

struct sqldbclob /*General-purpose DBCLOB */
{
unsigned long length;
sqldbchar data[n];
};

다음 정의는 2바이트 문자 데이터를 와이드 문자(wchar_t) 형식으로 변환시키는 프리컴파

일러 옵션 WCHARTYPE CONVERT를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와이드 문자 형식은 wstring.h

에 선언된 와이드 문자열 라이브러리와 함께 사용됩니다. wcstombs( )와 mbtowcs( )라는 

이름의 C 함수는 와이드 문자 형식과 복수 바이트 형식 사이의 데이터를 변환하는 데 사용

될 수 있습니다.

struct sqlgraphic /* General-purpose VARGRAPHIC */
{
short length;
wcahr_t data[n];
};

struct sqldbclob /*General-purpose DBCLOB */
{
unsigned long length;
wchar_t data[n];
};



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은 UDB  시스템에서 자동 유지보수됩니다. 이 테이블에는 메타

데이터, 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기본 카탈

로그 테이블은 SYSIBM 스키마에 저장됩니다. 실행기록상의 이유로, 기본 카탈로그 테이블

의 이름과 해당 컬럼은 일관된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관되게 이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카탈로그 테이블에 정의된 두 세트의 카탈로그 뷰를 사용하여 카탈로그 테이블

과 상호 작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카탈로그 뷰 가운데 한 세트는 SYSCAT 스키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뷰

를 읽을 수 있으나 뷰를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카탈로그 테이블이라는 용어는 이 책 전반

에 걸쳐 SYSCAT에서 뷰를 참조할 때 사용됩니다.
두 번째 카탈로그 뷰 세트는 SYSSTAT 스키마에 정의되어 있으며, 갱신 가능 카탈로그 뷰

라고 합니다. 이러한 뷰의 목적은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쿼리 최적화에 사용되는 통계를 수

동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통계는 RUNSTATS 유틸리티에서 자

동으로 생성되므로 사용자가 수동으로 이러한 통계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SY
STAT 뷰의 수동 갱신을 통해 사용자는 시스템 옵티마이저에 영향을 주거나 가정된 데이터

베이스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D-1은 COLUMNS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기본 카탈로그 테이블과 이러한 테이블에서 

정의된 뷰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SYSIBM의 모든 카탈로그 테이블에는 SYSCAT의 해당 뷰

가 있으며, 일부 카탈로그 테이블의 경우에는 SYSSTAT에서도 해당 뷰를 찾아볼 수 있습니

다. 카탈로그 뷰의 기초가 되는 기본 카탈로그 테이블의 이름은 대개 “SYS” 접두부가 추가

된 뷰의 이름과 동일합니다(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님).

시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

부록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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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1: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의 뷰

 

D.1 SYSCAT 카탈로그 뷰

다음에 나열되어 있는 뷰는 모두 SYSCAT 스키마에 포함되어 있으며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카탈로그 컬럼에는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널(NULL) 값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D.1.1 BUFFERPOOLNODES
각 행은 버퍼 풀과 노드의 조합을 나타냅니다. 해당 노드에 대한 버퍼 풀의 크기는 동일 노

드 그룹에 있는 다른 노드의 디폴트 크기와 상이합니다.

컬럼 설명

BUFFERPOOLID
Integer

내부 버퍼 풀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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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NODENUM
Smallint

노드 번호

NPAGES
Integer

해당 노드에 대한 해당 버퍼 풀의 페이지 수

D.1.2 BUFFERPOOLS
각 행은 데이터베이스의 한 노드 그룹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노드에 대한 버퍼 풀 구성

을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BPNAME
Varchar(18)

버퍼 풀의 이름

BUFFERPOOLID
Integer

내부 버퍼 풀 ID

NGNAME
Varchar(18)

노드 그룹 이름(있을 경우)

NPAGES
Integer

해당 노드 그룹의 노드에 대한 해당 버퍼 풀의 디폴트 페이지 수

PAGESIZE
Integer

해당 노드 그룹의 노드에 대한 해당 버퍼 풀의 페이지 크기

ESTORE
Char(1)

Y = 해당 버퍼 풀은 해당 노드 그룹의 확장 스토리지를 사용합니다. 
N = 해당 버퍼 풀은 해당 노드 그룹의 확장 스토리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D.1.3 CHECKS
각 행은 점검 제한조건을 나타냅니다. 각 점검 제한조건은 특정 테이블에 적용됩니다.

컬럼 설명

CONSTNAME
Varchar(18)

점검 제한조건의 이름. 제한조건 이름(모든 유형의 제한조건 포함)은 테이블 내에서 

중복될 수 없습니다. 작성할 때 제한조건에 이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

에서 자동으로 이름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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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DEFINER
Char(8)

점검 제한조건 정의자의 사용자 ID

TABSCHEMA
Char(8)

해당 제한조건이 적용되는 테이블의 규정 이름

TABNAME
Varchar(18)

CREATE_TIME
Timestamp

제한조건이 정의된 시간. 해당 시간소인은 해당 제한조건에 사용되는 함수를 분석하

는 데 사용됩니다. 제한조건이 실행되면 제한조건 정의 후에 작성된 함수는 사용되

지 않습니다.

FUNC_PATH
Varchar(254)

제한조건 정의 시 유효했던 함수 경로. 해당 함수 경로는 제한조건이 사용되는 함수 

분석을 관리합니다.

TEXT
Clob(32K)

제한조건 정의자가 입력한 그대로의 점검 제한조건의 CHECK절 텍스트

D.1.4 COLAUTH
각 행은 컬럼 레벨 특권을 표시하여 적용되는 컬럼과 권한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GRANTOR
Char(8)

특권을 부여한 사용자의 AuthId

GRANTEE
Char(8)

특권이 부여된 사용자의 AuthId

GRANTEETYPE
Char(1)

G = 권한 받은 사용자가 그룹입니다.
U = 권한 받은 사용자가 개인입니다.

TABSCHEMA
Char(8)

특권을 보유한 테이블 또는 뷰의 규정 이름

TABNAME
Varchar(18)

COLNAME
Varchar(18)

해당 특권이 적용되는 컬럼의 이름

COLNO
Smallint

해당 테이블 내에서 해당 컬럼의 컬럼 이름(0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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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PRIVTYPE
Char(1)

U = 갱신 특권

R = 참조 특권

GRANTABLE
Char(1)

N = 특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G = 특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D.1.5 COLCHECKS
각 행은 점검 제한조건에 참조되는 일부 컬럼을 나타냅니다. 이 테이블은 제공된 컬럼에 적

용되는 점검 제한조건을 찾는 데 유용합니다.

컬럼 설명

CONSTNAME
Varchar(18)

점검 제한조건의 이름. 제한조건 이름(모든 유형의 제한조건 포함)은 테이블 내에서 

중복될 수 없습니다. 작성할 때 제한조건에 이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

에서 자동으로 이름을 생성합니다.
TABSCHEMA
Char(8)

참조된 컬럼을 포함하는 테이블의 규정 이름

TABNAME
Varchar(18)
COLNAME
Varchar(18)

점검 제한조건에 참조되는 컬럼의 이름

D.1.6 COLDIST
이 카탈로그 테이블에는 쿼리 옵티마이저에서 사용하는 통계가 들어 있습니다. 각 행은 일

부 컬럼의 n번만큼 사용되는 값 또는 일부 컬럼의 n번째 Quantile(누적 분산) 값을 설명합니

다. 통계는 실제 테이블 컬럼에서만 보관됩니다(뷰가 아님).

컬럼 설명

TABSCHEMA
Char(8)

해당 행이 적용되는 테이블의 규정 이름

TABNAME
Varchar(18)
COLNAME
Varchar(18)

해당 행이 적용되는 컬럼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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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TYPE
Char(1)

해당 행에 포함된 데이터 유형을 나타냅니다.
F = 자주 사용되는 값.
Q = Quantile 값(예를 들어, 특정 컬럼에 대해 5개의 Quantile 값이 유지보수되는 경우, 
컬럼 값의 20%는 첫 번째 Quantile 값보다 작으며, 컬럼 값의 40%는 두 번째 Quantile 
값보다 작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SEQNO
Smallint

TYPE = F인 경우, 해당 컬럼의 n은 n번만큼 가장 자주 사용되는 값을 나타냅니다.
TYPE = Q인 경우, 해당 컬럼의 n은 n번째의 Quantile 값을 나타냅니다.

COLVALUE
Varchar(254)
(널(NULL) 입력 가능)

1.23E –4와 같은 문자 리터럴로서의 데이터 값. 리터럴 길이가 254를 초과하면 절단

됩니다. 구별 유형 값은 하위 기본 데이터 유형의 값으로 표시됩니다. COLVALUE는 

설명되고 있는 값이 널(NULL)임을 나타냅니다.
VALCOUNT
Integer

TYPE = F인 경우, VALCOUNT는 컬럼에서 COLVALUE 어커런스 횟수입니다.
TYPE = Q인 경우, VALCOUNT는 값이 COLVALUE 이하인 행의 수입니다.

DISCOUNT
Integer
널(NULL) 입력 가능)

TYPE = Q인 경우, 해당 컬럼은 COLVALUE 이하 구별 값의 수를 기록합니다.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널(NULL)입니다.) 이 정보는 컬럼이 인덱스의 첫 번째 키 컬럼인 경

우에만 수집됩니다.

D.1.7 COLUMNS
각 행은 테이블 또는 뷰 컬럼을 나타냅니다. 카탈로그 테이블 및 뷰 컬럼은 사용자 정의 테

이블 및 뷰 컬럼과 함께 COLUMNS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컬럼 설명

TABSCHEMA
Char(8)

해당 컬럼을 포함하는 테이블 또는 뷰의 규정 이름

TABNAME
Varchar(18)

COLNAME
Varchar(8)

컬럼의 이름

COLNO
Smallint

테이블 또는 뷰의 컬럼 가운데 해당 컬럼의 서수 위치(첫 번째 컬럼 = 0)

TYPESCHEMA
Char(8)

해당 컬럼 데이터 유형의 규정 이름

TYPENAME
Varcha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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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LENGTH
Integer

해당 컬럼 데이터의 최대 길이. 컬럼의 데이터 유형이 구별 유형이면 0입니다. 2바이

트 문자열 컬럼의 경우, LENGTH는 문자로 표시됩니다(바이트로 길이를 확보하려면 

2를 곱함).

SCALE
Smallint

컬럼 데이터 유형이 Decimal인 경우에는 스케일이고 그 외에는 0입니다.

DEFAULT
Varchar(54)
(널(NULL) 입력 가능)

문자열 형식에서 리터럴로 표시된 컬럼의 디폴트값. 문자 값을 표시하는 문자열을 

따옴표로 묶어서 CURRENT DATE와 같은 특수 레지스터와 구분합니다. 구별 유형의 

디폴트값은 SHOESIZE(8)과 같은 캐스팅 표현식으로 표시합니다. 컬럼에 디폴트가 

없으면, DEFAULT 값은 널(NULL) 값입니다. 컬럼에 디폴트가 있고 디폴트가 널(NUL
L)이면, DEFAULT 값은 따옴표로 묶지 않은 문자열 NULL입니다.

NULLS
Char(1)

Y = 컬럼에 널(NULL)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 컬럼에 널(NULL) 값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DEPAGE
Smallint

해당 컬럼의 값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코드 페이지. 문자가 아닌 데이터 유형의 경

우는 0입니다.

LOGGED
Char(1)

데이터 유형이 Blob, Clob, Dbclob 또는 LOB 데이터 유형 중 하나에 기초한 구별 유형

인 컬럼에만 적용됩니다(그 외에는 공백임).
Y = 컬럼이 기록됩니다.
N = 컬럼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COMPACT
Char(1)

데이터 유형이 Blob, Clob, Dbclob 또는 LOB 데이터 유형 중 하나에 기초한 구별 유형

인 컬럼에만 적용됩니다(그 외에는 공백임).
Y = 컬럼이 최소 스토리지를 차지하도록 압축됩니다. (갱신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N = 컬럼이 압축되지 않습니다.

COLCARD
Integer

컬럼의 구별 값 수(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HIGH2KEY
Varchar(254)

문자열 형식에서 리터럴로 표시되는 컬럼의 두 번째 상위 데이터 값(알 수 없는 경우

에는 길이가 0인 문자열입니다.)

LOW2KEY
Varchar(254)

문자열 형식에서 리터럴로 표시되는 컬럼의 두 번째 하위 데이터 값(알 수 없는 경우

에는 길이가 0인 문자열입니다.)

AVGCOLLEN
Integer

컬럼 값의 평균 길이(알 수 없거나 컬럼의 데이터 유형이 long 또는 LOB인 경우에는 

–1입니다.)

KEYSEQ
Smallint
(널(NULL) 입력  가능)

해당 테이블의 기본 키에서 해당 컬럼의 서수 위치. 기본 키의 첫 번째 컬럼은 1로 시

작합니다. (컬럼이 기본 키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는 널(NUL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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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NULLS
Char(1)

Y = 컬럼에 널(NULL)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 컬럼에 널(NULL) 값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DEPAGE
Smallint

해당 컬럼의 값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코드 페이지. 문자가 아닌 데이터 유형의 경

우는 0입니다.

LOGGED
Char(1)

데이터 유형이 Blob, Clob, Dbclob 또는 LOB 데이터 유형 중 하나에 기초한 구별 유형

인 컬럼에만 적용됩니다(그 외에는 공백임).
Y = 컬럼이 기록됩니다.
N = 컬럼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COMPACT
Char(1)

데이터 유형이 Blob, Clob, Dbclob 또는 LOB 데이터 유형 중 하나에 기초한 구별 유형

인 컬럼에만 적용됩니다(그 외에는 공백임).
Y = 컬럼이 최소 스토리지를 차지하도록 압축됩니다. (갱신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N = 컬럼이 압축되지 않습니다.

COLCARD
Integer

컬럼의 구별 값 수(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HIGH2KEY
Varchar(254)

문자열 형식에서 리터럴로 표시되는 컬럼의 두 번째 상위 데이터 값(알 수 없는 경우

에는 길이가 0인 문자열입니다.)

LOW2KEY
Varchar(254)

문자열 형식에서 리터럴로 표시되는 컬럼의 두 번째 하위 데이터 값(알 수 없는 경우

에는 길이가 0인 문자열입니다.)

AVGCOLLEN
Integer

컬럼 값의 평균 길이(알 수 없거나 컬럼의 데이터 유형이 long 또는 LOB인 경우에는 

–1입니다.)

KEYSEQ
Smallint
(널(NULL) 입력  가능)

해당 테이블의 기본 키에서 해당 컬럼의 서수 위치. 기본 키의 첫 번째 컬럼은 1로 시

작합니다. (컬럼이 기본 키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는 널(NULL)입니다.)

PARTKEYSEQ
Smallint
(널(NULL) 입력 가능)

해당 테이블에 대한 파티션 키 내에서 해당 컬럼의 서수 위치. 키의 첫 번째 컬럼은 1
로 시작합니다. (해당 컬럼이 파티션 키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는 0 또는 널(NULL)입
니다.)

NQUANTILES
Smallint

해당 컬럼의 COLDIST 카탈로그 테이블에 기록된 Quantile 값의 수

(컬럼에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NMOSTFREQ
Smallint

해당 컬럼의 COLDIST 카탈로그 테이블에 기록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값의 수(컬럼

에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REMARKS
Varchar(254)
(널(NULL) 입력 가능

COMMENT ON COLUMN문을 통해 사용자가 제공한 설명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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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 CONSTDEP
각 행은 일부 다른 오브젝트에 대한 제한조건의 종속성을 나타냅니다. 각 제한조건은 특정 

테이블에 적용됩니다.

컬럼 설명

CONSTNAME
Varchar(18)

제한조건의 이름. 제한조건 이름(모든 유형의 제한조건 포함)은 테이블 내에서 중복

될 수 없습니다. 작성할 때 제한조건에 이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름을 생성합니다.
TABSCHEMA
Char(8)

제한조건이 적용되는 테이블의 규정 이름

TABNAME
Varchar(18)
BTYPE
Char(1)

제한조건이 종속되는 기본 오브젝트의 유형

F = 함수 인스턴스

I = 인덱스

BSCHEMA
Varchar(8)

제한조건이 종속되는 기본 오브젝트의 규정 이름. 이러한 함수를 삭제할 수 없으므

로 내장 함수에 기록되는 종속성이 없습니다

BNAME
Varchar(18)

D.1.9 DATATYPES
각 행은 데이터 유형을 나타냅니다. 내장 데이터 유형과 사용자 정의 데이터 유형을 모두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TYPESCHEMA
Char(8)

데이터 유형의 규정 이름. 내장 데이터 유형의 경우, 스키마 이름은 SYSIBM입니다.

TYPENAME
Varchar(18)
DEFINER
Char(8)

데이터 유형을 작성한 사용자 ID

SOURCESCHEMA 
Char(8)
(널(NULL) 입력 가능)

구별 유형에 대한 소스 데이터 유형의 규정 이름. 내장 데이터 유형인 경우에는 널(N
ULL)입니다.

SOURCENAME
Varchar(18)
(널(NULL)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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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METATYPE
Char(1)

S = 시스템(내장) 데이터 유형

T = 구별(사용자 정의) 데이터 유형

TYPEID
Smallint

내부 데이터 유형 ID

SOURCETYPEID
Smallint
(널(NULL) 입력 가능)

소스 데이터 유형의 내부 데이터 유형 ID(내장 데이터 유형의 경우에는 널(NULL)입
니다.)

LENGTH
Integer

데이터 유형의 최대 길이. Decimal이나 Varchar와 같은 내장 매개변수화된 데이터 유

형인 경우에는 0입니다.

SCALE
Smallint

내장 Decimal 데이터 유형에 기초한 구별 유형의 스케일. 기타 모든 데이터 유형(Deci
mal 자체도 포함)의 경우에는 0입니다.

CODEPAGE
Smallint

문자열 데이터 유형에 기초한 문자열 데이터 유형과 구별 유형의 경우,  데이터 유형 

값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코드 페이지입니다. 기타 모든 데이터 유형의 경우에는 

0입니다.

CREATE_TIME
Timestamp

데이터 유형의 작성 시간

REMARKS
Varchar(254)
(널(NULL) 입력 가능)

COMMENT ON DISTINCT TYPE문을 통해 사용자가 제공한 설명 주석

D.1.10 DBAUTH
각 행은 권한을 부여한 사용자가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에게 제공한 일련의 데이터베이스 

레벨 권한을 나타냅니다.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한 사용자가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에게 제공한 모든 특권은 DBAUTH의 동일 

행에 기록됩니다. 모든 권한은 카탈로그 테이블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됩니다.

컬럼 설명

GRANTOR
Char(8)

권한을 부여한 사용자의 사용자 ID

GRANTEE
Char(8)

권한이 부여된 사람(보유자). 이 이름은 개인 또는 그룹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룹

은 운영 체제에서 정의되고 관리됩니다.

GRANTEETYPE
Char(1)

U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개인입니다.
G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그룹입니다.



723D.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

<계속>
컬럼 설명

DBADMAUTH
Char(1)

데이터베이스 관리 권한

Y = 보유, N = 보유하지 않음.

CREATETABAUTH
Char(1)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작성할 권한

Y = 보유, N = 보유하지 않음.

BINDADDAUTH
Char(1)

데이터베이스에서 패키지를 작성(바인드)할 권한

Y = 보유, N = 보유하지 않음.

CONNECTAUTH
Char(1)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권한

Y = 보유, N = 보유하지 않음.

NOFFNCEAUTH
Char(1)

데이터베이스에서 비분리 외부 함수를 작성할 권한

Y = 보유, N = 보유하지 않음.

IMPLSCHEMAAUTH
Char(1)

존재하지 않는 스키마에서 오브젝트를 작성하여 새 스키마를 내재적으로 작성할 권한

Y = 보유, N = 보유하지 않음.

  

D.1.11 EVENTMONITORS
각 행은 이벤트 모니터를 나타냅니다. 이벤트 모니터는 CREATE EVENT MONITOR문으로 

작성되어 SET EVENT MONITOR STATE문으로 제어됩니다. 각 이벤트 모니터는 데이터베

이스에서 이벤트 세트를 모니터하고 지정된 파일 또는 파이프에 이벤트 세트에 대한 정보

를 기록합니다.

컬럼 설명

EVMONNAME
Varchar(18)

이벤트 모니터 이름. 이벤트 모니터 이름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역이므로 스키마 

이름이 없습니다.
DEFINER
Char(8)

이벤트 모니터를 정의한 사용자의 사용자 ID

TARGET_TYPE
Char(1)

이벤트 데이터가 기록된 목표의 유형

F = 파일

P = 파이프

TARGET
Varchar(246)

이벤트 데이터가 기록된 목표의 이름. 목표가 파이프인 경우, 컬럼은 파이프의 이름

을 포함합니다. 목표가 파일인 경우, 컬럼은 파일이 작성될 디렉토리의 절대 경로 이

름을 포함합니다. 해당 디렉토리에 생성될 파일 이름은 00000001.EVT, 00000002.EVT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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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MAXFILES
Integer
(널(NULL) 입력 가능)

해당 이벤트 모니터가 목표 디렉토리에서 생성할 이벤트 파일의 최대 수. 최대값이 

없거나 목표 유형이 FILE이 아닌 경우에는 널(NULL)입니다.

MAXFILESIZE
Integer
(널(NULL) 입력 가능)

이벤트 모니터가 새 파일을 작성하기 이전에 도달한 각 이벤트 파일의 최대 크기(4K 
페이지 단위). 최대값이 없거나 목표 유형이 FILE이 아닌 경우에는 널(NULL)입니다.

BUFFERSIZE
Integer
(널(NULL) 입력 가능)

이벤트 파일에 기록하기 전에 이벤트 데이터를 누적하기 위해 이벤트 모니터가 사

용하는 버퍼의 크기(4K 페이지 단위). 목표 유형이 FILE이 아닌 경우에는 널(NULL)
입니다.

IO_MODE
Char(1)
(널(NULL) 입력 가능)

버퍼가 가득찼을 때 이벤트가 발견된 경우 발생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B = 블록화. 디스크에 기록된 버퍼를 기다린 후 이벤트를 기록하십시오.  (데이터 유

실을 방지하나 시스템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N = 블록화되지 않음. (디스크에 버퍼를 기록하는 중에 이벤트가 유실될 수 있습니

다.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목표 유형이 FILE이 아닌 경우에는 널(NULL)입니다. 

WRITE_MODE
Char(1)
(널(NULL) 입력 가능)

모니터가 활성화되었을 때 해당 모니터가 기존의 이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A = 기존 파일에 데이터 추가

R = 기존 파일을 새 파일로 대체

목표 유형이 FILE이 아닌 경우에는 널(NULL)입니다.

AUTOSTART
Char(1)

서버가 시작되었을 때(DB2START 명령으로) 이벤트 모니터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Y = 예, 이벤트 모니터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N = 아니오, 이벤트 모니터가 SET EVENT MONITOR STATE 명령을 실행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NODENUM
Smallint

이벤트 모니터가 이벤트를 실행하고 로그하는 노드의 번호

MONSCOPE
Char(1)

모니터링 범위

L = 로컬

G= 전역

REMARKS
Varchar(254)
(널(NULL) 입력  가능)

이벤트 모니터에 대한 설명 주석을 기록할 목적으로 COMMENT문에서 차후 사용을 

위해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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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2 EVENTS
각 행은 일부 이벤트 모니터에서 모니터되고 있는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EVMONNAME
Varchar(18)

해당 이벤트를 모니터하고 있는 이벤트 모니터의 이름. 이벤트 모니터가 둘 이상의 

이벤트를 모니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벤트 모니터 이름이 데이터베이스 전역에 

사용되므로 스키마 이름이 없습니다.
TYPE
Varchar(18)

모니터되고 있는 이벤트의 유형. 해당 컬럼의 사용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DATABASE, CONNECTIONS, TABLES, STATEMENTS, TRANSACTIONS, DEADLOCKS, 
TABLESPACES 입니다.

FILTER
Clob(32K)
(널(NULL) 입력 가능)

CREATE EVENT MONITOR문에 입력된 대로 모니터되고 있는 이벤트를 정의하는 

WHERE절의 전체 텍스트

D.1.13 FUNCPARMS
각 행은 FUNCTIONS 카탈로그 테이블에 항목이 있는 함수 결과 또는 매개변수를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FUNCSCHEMA
Char(8)

해당 행에서 매개변수나 결과를 설명하는 함수의 규정 이름. 여러 함수 인스턴스에 

다른 시그니처가 있는 경우, 규정 이름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오버로드라고 함).
FUNCNAME
Varchar(18)

SPECIFICNAME
Varchar(18)

해당 행에서 매개변수나 결과를 설명하는 함수의 특정 이름. 함수 인스턴스의 특정 

이름은 해당 스키마 내에서 중복될 수 없습니다.

ROWTYPE
Char(1)

해당 행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P = 함수의 매개변수 

R = 캐스팅 이전 함수 결과

C = 캐스팅 이후 함수 결과(캐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REATE FUNCTION문의 

“CAST FROM”절을 참조하십시오.)

ORDINAL
Smallint

ROWTYPE = P인 경우, 1로 시작하는 함수의 모든 매개변수 가운데 이 매개변수의 서

수 위치

ROWTYPE = R이고 함수가 테이블을 리턴한 경우, 1로 시작하는 결과 테이블에서 이 

컬럼의 서수 위치

그 외의 경우에는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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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PARMNAME
Varchar(18)
(널 사용 가능)

매개변수 또는 결과 컬럼의 이름.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널(NULL)입니다.

TYPESCHEMA
Char(8)

매개변수 또는 결과에 대한 데이터 유형의 규정 이름

TYPENAME
Varchar(18)

LENGTH
Integer

매개변수 또는 결과의 최대 길이. 매개변수 또는 결과가 구별 유형이거나 최대 길이

가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입니다.

SCALE
Smallint

매개변수나 결과의 스케일. 매개변수나 결과가 구별 유형이거나 스케일이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입니다.

CODEPAGE
Smallint

매개변수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코드 페이지(문자열 데이터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0입니다.)

CAST_FUNCID
Integer
(널(NULL) 입력 가능)

인수(해당 함수가 다른 함수의 소스인 경우) 또는 결과(ROWTYPE = C인 경우)를 캐

스트하는 데 사용하는 함수의 내부 함수 ID. 그 이외의 경우에는 널(NULL)입니다.

AS_LOCATOR
Char(1)

Y = 매개변수 또는 결과가 로케이터 양식으로 전달됩니다.
N = 로케이터 양식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D.1.14 FUNCTIONS
사용자 정의 함수(전래 및 외부 함수, 스칼라 및 컬럼 함수 포함)의 행을 포함합니다. 시스템 

생성 캐스팅 및 비교 함수도 포함하나 내장 함수는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컬럼 설명

FUNCSCHEMA
Char(8)

함수의 규정 이름. 여러 함수 인스턴트에 다른 시그니처가 있는 경우, 규정 이름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오버로드라고 함).
FUNCNAME
Varchar(18)
SPECIFICNAME
Varchar(18)

함수 인스턴스의 특정 이름(해당 스키마 내에서 중복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DEFINER
Char(8)

함수를 정의한 사용자의 사용자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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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FUNCID
Integer

내부 사용을 위해 시스템에서 지정한 함수 ID

RETURN_TYPE
Smallint

함수 결과 데이터 유형의 내부 데이터 유형 ID. DATATYPES 카탈로그 테이블에서 T
YPEID 컬럼과 조인될 수 있습니다.

ORIGIN
Char(1)

함수 작성 방법을 나타냅니다.
E = 사용자 정의, 외부 함수(호스트 언어로 작성)
U = 사용자 정의, 전래 함수(다른 함수를 소스로)
S = 시스템 생성(예: 구별 유형의 캐스트 함수) 

TYPE
Char(1)

S = 스칼라 함수

C = 컬럼 함수

T = 테이블 함수

PARM_COUNT
Smallint

함수 매개변수의 수. 매개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UNCPARMS 카탈로그 테이블

을 참조하십시오.
PARM_SIGNATURE
Varchar(180)
비트 데이터용

내부 형식으로 최대 90개의 매개변수 데이터 유형 병합. 함수 결정과 고유성 보장에 

사용됩니다. 함수에 매개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길이가 0입니다.

CREATE_TIME
Timestamp

함수 작성의 시간소인

VARIANT
Char(1)

매개변수가 동일한 함수를 두 번 호출할 때 항상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쿼리 최적화에 사용됩니다.
Y = 가변(비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N = 불변(결정-결과가 일정함)
ORIGIN이 E가 아닌 경우에는 공백입니다.

SIDE_EFFECTS
Char(1)

함수에 부가 작용(결과 값을 리턴하지 않는 모든 결과)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

다. 쿼리 최적화에 사용됩니다.
E = 함수에 부가 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출 수가 중요합니다.)
N = 부가 작용이 없습니다.
ORIGIN이 E가 아닌 경우에는 공백입니다.

FENCED
Char(1)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 별

도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로 제한(분리)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냅니다.
Y = 분리

N = 비분리

ORIGIN이 E가 아닌 경우에는 공백입니다.

NULLCALL
Char(1)

인수 중 하나가 널(NULL)일 때 함수를 호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Y = 예, 널(NULL) 인수로 함수를 호출합니다.
N = 아니오, 인수가 널(NULL)인 경우, 함수는 호출되지 않으며 내재적으로 결과는 

널(NULL)로 설정됩니다.
ORIGIN이 E가 아닌 경우에는 공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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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CAST_FUNCTION
Char(1)

함수가 캐스트 함수(CAST(type1 AS type2) 표기로 호출됨)인지 여부를 나타냅

니다.
Y = 캐스트 함수입니다.
N = 캐스트 함수가 아닙니다.

ASSIGN_FUNCTION
Char(1)

다른 데이터 유형의 목표에 값을 지정하여 함수를 내재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지 여

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Integer에 기초한 Hatsize 구별 유형의 컬럼에 Integer를 

지정하면 내재적으로 hatsize(Integer)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Y = 내재적 지정 함수입니다.
N = 내재적 지정 함수가 아닙니다.

SCRATCHPAD
Char(1)

해당 함수에 하나의 호출에서 다음 호출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스크래치 패드가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Y = 스크래치 패드가 있습니다.
N = 스크래치 패드가 없습니다.
ORIGIN이 E가 아닌 경우에는 공백입니다.

FINAL_CALL
Char(1)

SQL문 처리 마지막 단계에서 해당 함수에 추가 호출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

니다(각 행 처리를 위한 호출과 더불어).
Y = 최종 호출이 수행되었습니다.
N = 최종 호출이 아닙니다.
ORIGIN이 E가 아닌 경우에는 공백입니다.

PARALLELLIZABLE
Char(1)

Y = 함수가 여러 노드에서 동시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N = 함수가 동시에 실행될 수 없습니다.

CONTAINS_SQL
Char(1)

외부 함수가 SQL문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N = SQL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재 릴리스에는 다른 값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DBINFO
Char(1)

Y = 특수 환경 매개변수(DBINFO)가 함수에 전달되었습니다.
N = DBINFO 매개변수가 함수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RESULT_COLS
Smallint

테이블 함수의 경우(TYPE = T), 결과 테이블이 컬럼 수를 포함합니다. 그 외의 경우

에는 1을 포함합니다.
LANGUAGE
Char(8)

함수 본문의 구현 언어. ORIGIN이 E가 아닌 경우에는 공백입니다.

IMPLEMENTATION
Varchar(254)
(널(NULL) 입력 가능)

ORIGIN = E인 경우, 해당 함수를 구현하는 오브젝트 코드 모듈의 경로 이름을 포함

합니다. ORIGIN = U이고 소스 함수가 내장 함수인 경우, 해당 컬럼은 소스 함수의 이

름과 시그니처를 포함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널(NULL)입니다.
PARM_STYLE
Char(8)

CREATE FUNCTION문에 선언된 매개변수 스타일을 나타냅니다. 지원되는 값은 DB
2SQL 및 DB2GENRL입니다. ORIGIN이 E가 아닌 경우에는 공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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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SOURCE_SCHEMA
Char(8)
(널(NULL) 입력 가능)

ORIGIN = U이고 소스 함수가 사용자 정의 함수인 경우, 소스 함수의 특정 이름을 포

함합니다. ORIGIN = U이고 소스 함수가 내장 함수인 경우, SOURCE_SCHEMA가 SY
SIBM이며, SOURCE_SPECIFIC은 “내장의 경우 N/A”입니다. ORIGIN = U가 아닌 경

우에는 널(NULL)입니다.SOURCE_SPECIFIC
Varchar(18)
(널(NULL) 입력 가능)
IOS_PER_INVOC
Double

함수 1회 호출당 입/출력 조작 추정 수(쿼리 최적화에 사용).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
입니다. 

INSTS_PER_INVOC
Double

함수 1회 호출당 CPU 명령어 추정 수(쿼리 최적화에 사용).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

니다.
IOS_PER_ARGBYTE
Double

각 입력 매개변수 바이트당 입/출력 조작 추정 평균 수(쿼리 최적화에 사용). 알 수 없

는 경우에는 –1입니다.
INSTS_PER_ARGBYTE
Double

각 입력 매개변수 바이트당 CPU 명령어 추정 평균 수(쿼리 최적화에 사용). 알 수 없

는 경우에는 –1입니다. 
PERCENT_ARGBYTES
Smallint

함수가 실제로 읽는 입력 매개변수 평균 추정 백분율(쿼리 최적화에 사용). 알 수 없

는 경우에는 -1입니다.
INITIAL_IOS
Double

SQL문에서 함수의 첫 번째 호출 시 수행되는 “시작” 입/출력 조작 추정 수(쿼리 최적

화에 사용).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INITIAL_INSTS
Double

SQL문에서 함수의 첫 번째 호출 시 실행되는 “시작” CPU명령어 추정 수(쿼리 최적

화에 사용).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CARDINALITY
Integer

테이블 함수에 의해 리턴되는 예측된 행 수. 알 수 없거나 함수가 테이블 함수가 아

닌 경우에는 –1입니다.
REMARKS
Varchar(254)
(널(NULL) 입력 가능)

COMMENT ON FUNCTION문을 통해 사용자가 제공한 설명 주석

D.1.15 INDEXAUTH
각 행은 인덱스에서 보유하는 특권을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GRANTOR
Char(8)

특권을 부여한 사용자의 사용자 ID(또는 시스템에서 인덱스 작성자에게 특권을 부

여한 경우에는 SYSTEM입니다.)
GRANTEE
Char(8)

특권이 부여된 사용자(보유자)

GRANTEETYPE
Char(1)

U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개인입니다.
G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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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INDSCHEMA
Char(8)

특권을 보유한 인덱스의 규정 이름

INDNAME
Varchar(18)
CONTROLAUTH
Char(1)

Y = 제어 특권을 보유합니다(인덱스를 삭제하는 데 필수).
N = 제어 특권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D.1.16 INDEXES
각 행은 인덱스를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INDSCHEMA
Char(8)

인덱스의 규정 이름

INDNAME
Varchar(18)
DEFINER
Char(8)

인덱스를 작성한 사용자의 사용자 ID

TABSCHEMA
Char(8)

인덱스가 적용되는 테이블의 규정 이름

TABNAME
Varchar(18)
COLNAMES
Varchar(320)

인덱스가 적용되는 컬럼의 이름 목록. 해당 컬럼에서 인덱스가 오름차순인 경우에 

각 컬럼 이름 앞에 “+”가 옵니다. 인덱스가 해당 컬럼에서 내림차순인 경우에는 “-”
가 앞에 옵니다.

UNIQUERULE
Char(1)

D = 인덱스가 중복 키 값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U = 키 값이 중복될 수 없습니다.
P = 인덱스가 기본 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고유 키 값 포함).

MADE_UNIQUE
Char(1)

Y = 인덱스가 원래 고유하지 않으나, 고유 또는 기본 키 제한조건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고유 인덱스로 변환되었습니다. 키 또는 제한조건이 삭제되는 경우, 인
덱스는 원래 고유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N = 작성된 시점의 인덱스입니다.

COLCOUNT
Smallint

인덱스 키의 컬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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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UNIQUE_COLCOUNT
Smallint

고유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키 컬럼의 수(인덱스가 중복 키 값을 허용하는 경우에

는 –1입니다.)
규칙: UNIQUE_COLCOUNT <= COLCOUNT

INDEXTYPE
Char(4)

REG = 일반적인 인덱스

CLUS = 클러스터링 인덱스(새로 삽입된 행의 실제 위치를 제어합니다.)
PCTFREE
Smallint

인덱스의 초기 구성 중에 예약된 각 인덱스 페이지의 백분율. 이 스페이스는 인덱스

를 빌드한 후 추후 삽입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IID
Smallint

인덱스의 내부 ID

NLEAF
Integer

인덱스가 차지하는 리프 페이지 수(최하위 레벨 페이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

니다.
NLEVELS
Smallint

인덱스에서의 레벨 수(옵티마이저 비용 공식에서 사용).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FIRSTKEYCARD
Integer

인덱스의 첫 번째 키 컬럼에 있는 상이한 값의 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FIRST2KEYCARD
Integer

인덱스의 처음 두 키 컬럼에 있는 상이한 값의 조합 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FIRST3KEYCARD
Integer

인덱스의 처음 세 키 컬럼에 있는 상이한 값의 조합 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FIRST4KEYCARD
Integer

인덱스의 처음 네 키 컬럼에 있는 상이한 값의 조합 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FULLKEYCARD
Integer

전체 인덱스 키의 상이한 값의 조합 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CLUSTERRATIO
Smallint

인덱스의 순서와 스토리지의 실제 행 순서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치(옵티마

이저 비용 공식에 사용됨).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CLUSTERFACTOR
Double

인덱스의 순서와 스토리지의 실제 행 순서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세부 측정치(옵
티마이저 비용 공식에 사용됨).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SEQUENTIAL_PAGES
Integer

인덱스 리프 페이지 간에 갭이 크지 않은 디스크에서 인덱스 키순으로 있는 인덱스 

리프 페이지 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DENSITY
Integer

0 – 100 사이의 백분율로 표시된 인덱스가 차지하는 페이지 범위에서의 페이지 수에 

대한 SEQUENTIAL_PAGES의 비율.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USER_DEFINED
Smallint

1은 사용자가 이 인덱스를 작성했음을 나타냅니다. 인덱스는 USER_DEFINED 및 SY
STEM_REQUIRED가 모두 0인 경우에만 실제로 삭제됩니다.

SYSTEM_REQUIRED
Smallint

1은 기본 키나 고유 제한조건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이 해당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

음을 나타냅니다. 인덱스는 USER_DEFINED 및 SYSTEM_REQUIRED가 모두 0인 경

우에만 실제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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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CREATE_TIME
Timestamp

인덱스가 작성된 시간

STATS_TIME
Timestamp
(널(NULL) 입력 가능)

해당 인덱스에 기록된 통계가 변경된 최종 시간(예: RUNSTATS 유틸리티에 의해). 
인덱스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널(NULL)입니다.

PAGE_FETCH_PAIRS
Varchar(254)
비트 데이터용

문자 양식으로 표시되는 정수 쌍의 목록. 각 쌍은 가정된 버퍼의  페이지 수와 가정

된 버퍼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스캔하는 데 필요한 페이지 페치 수를 표시합니다. (데
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길이가 0인 문자열입니다.)

REMARKS
Varchar(254)
(널(NULL) 입력 가능)

COMMENT ON INDEX문을 통해 사용자가 제공하는 설명 주석

TEXT
Clob(32K)
(널(NULL) 입력 가능)

추후 사용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D.1.17 KEYCOLUSE
고유, 기본 키 또는 외부 키 제한조건으로 정의된 키에 참여하는 모든 컬럼을 나열합니다.

컬럼 설명

CONSTNAME
Varchar(18)

제한조건의 이름. 제한조건 이름(모든 유형의 제한조건 포함)은 테이블 내에서 중복

될 수 없습니다.

TABSCHEMA
Char(8)

컬럼을 포함하는 테이블의 규정 이름

TABNAME
Varchar(18)

COLNAME
Varchar(18)

컬럼의 이름

COLSEQ
Smallint

키 내에서 컬럼의 서수 위치(첫 번째 컬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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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8 NODEGROUPDEF
각 행은 노드 그룹에서 일부 노드의 참여를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NGNAME
Varchar(18)

노드 그룹의 이름

NODENUM
Smallint

노드 그룹에서 노드의 노드 번호(0 – 999 사이의 정수, 경계 포함)

IN_USE
Char(1)

해당 노드 그룹에서 해당 노드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A = 노드가 새로 추가됩니다. 해당 컨테이너가 작성되었으나 파티션 맵에 아직 추가

되지 않아 노드 그룹 재분배 조작 완료를 보류 중입니다.
D= 노드 그룹 재분배가 완료되었을 때 노드가 삭제됩니다.
T = 테이블 스페이스 없이 노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컨테이너가 노드에 명시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파티션 맵에 노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노드 그룹 재분배를 완료

해야 합니다.
Y = 노드가 파티션 맵에 있습니다.

D.1.19 NODEGROUPS
각 행은 노드 그룹을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NGNAME
Varchar(18)

노드 그룹의 이름

DEFINER
Char(8)

노드 그룹 정의자의 권한 부여 ID

PMAP_ID
Smallint

PARTITIONMAPS 카탈로그 테이블에서 해당 노드 그룹에 대한 파티션 맵 ID

REBALANCE_PMAPID
Smallint

해당 노드 그룹에서 현재 행 재분배에 사용되고 있는 파티션 맵의 ID(노드 그룹 재분

배 조작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입니다.)
CREATE_TIME
Timestamp

노드 그룹의 작성 시간

REMARKS
Varchar(254)
(널(NULL) 입력 가능)

COMMENT ON NODEGROUP문을 통해 사용자가 제공한 설명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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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0 PACKAGEAUTH
각 행은 사용자나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패키지에 대한 일련의 특권을 나타냅니다. 패키지

는 응용프로그램의 바운드 양식을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GRANTOR
Char(8)

특권을 부여한 사용자

GRANTEE
Char(8)

특권이 부여된 사용자(보유자)

GRANTEETYPE
Char(1)

U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개인입니다.
G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그룹입니다.

PKGSCHEMA
Char(8)

특권을 보유한 패키지의 규정 이름

PKGNAME
Char(8)
CONTROLAUTH
Char(1)

제어 특권(패키지를 삭제하는 데 필요) 보유 여부를 나타냅니다. 
Y = 특권이 있습니다.
N = 특권이 없습니다.

BINDAUTH
Char(1)

패키지를 바인드하고 리바인드할 특권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Y = 특권이 있습니다.
N = 특권이 없습니다.

EXECUTEAUTH
Char(1)

패키지를 실행할 특권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특권은 패키지에 해당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Y = 특권이 있습니다.
N = 특권이 없습니다.

D.1.21 PACKAGEDEP
각 행은 일부 오브젝트에 대한 패키지 종속성을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PKGSCHEMA
Char(8)

패키지의 규정 이름

PKGNAME
Cha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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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BINDER
Char(8)
(널(NULL) 입력 가능)

패키지를 바인드하는 사용자

BTYPE
Char(1)

패키지가 종속되는 오브젝트의 유형

A = 별명

F = 함수 인스턴스(사용자 정의 함수에만 해당)
I = 인덱스

T = 테이블

V = 뷰

BSCHEMA
Char(8)

패키지가 종속되는 오브젝트의 규정 이름. 패키지가 종속되는 함수 인스턴스가 삭

제되는 경우, 패키지는 “작동 불능” 상태가 되며, 명시적으로 리바인드되어야 합니

다. 패키지가 종속되는 또 다른 종류의 오브젝트(또는 특권)가 삭제되는 경우, 시스

템은 다음에 사용할 때 자동으로 패키지 리바인드를 시도합니다.
BNAME
Varchar(18)

TABAUTH
Smallint
(널(NULL) 입력 가능)

BTYPE이 T(테이블) 또는 V(뷰)인 경우, sql.h에 선언된 2진 코드의 조합을 사용하

여 해당 패키지에 필요한 특권을 인코드합니다(선택, 삽입, 삭제 및 갱신을 포함할 

수 있음).

D.1.22 PACKAGES
각 행은 일부 응용프로그램을 바인드하여 작성된 패키지를 설명합니다. 패키지는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며, 프로그램에서 각 SQL문 실행을 위해 최적화된 플랜을 포함합니다. 이 

카탈로그 테이블은 패키지를 작성한 PREP 또는 BIND 명령에 지정된 일부 옵션을 기록합니

다. 이러한 옵션은 패키지가 내재적으로 리바인드되거나 명시적인 REBIND 명령으로 리바

인드될 때 사용됩니다.

컬럼 설명

PKGSCHEMA
Char(8)

패키지의 규정 이름

PKGNAME
Char(8)

BOUNDBY
Char(8)

패키지 바인딩 중에 권한 부여 점검에 사용된 권한 부여 ID(OWNER 바인드 옵션으

로 제어됨. 디폴트 = DEFINER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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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DEFINER
Char(8)

패키지를 실제로 바인드하는 사용자의 사용자 ID

DEFAULT_SCHEMA
Char(8)

정적 SQL문에서 규정되지 않은 이름에 사용되는 디폴트 스키마 이름(SCHEMA 바
인드 옵션으로 제어됨. 디폴트 = DEFINER와 동일).

VALID
Char(1)

패키지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Y = 유효하며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N = 유효하지 않으나 다음에 사용할 때 내재적으로 리바인드됩니다. 내재적인 리바

인드는 패키지를 유효한 상태로 리스토어할 수 있습니다.
X = 패키지에서 사용된 일부 함수 인스턴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작동이 불

가능합니다. 작동 불능 패키지는 내재적으로 리바인드되지 않으며, 명시적인 BIND 
또는 REBIND 명령으로만 유효한 상태로 리스토어될 수 있습니다.

UNIQUE_ID
Char(8)

패키지가 원래 작성된 시간. 해당 컬럼은 응용프로그램과 해당 패키지간의 일관성 

점검을 위해 시간소인 역할을 합니다.
TOTAL_SECT
Smallint

패키지에서의 섹션 수. 각 섹션에는 하나의 SQL문 실행을 위해 최적화된 플랜이 들

어 있습니다.

FORMAT
Char(1)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 패키지에서 사용되는 형식. 
0 = 데이터베이스의 국가 코드에서 파생됨.
1 = USA
2 = EUR
3 = ISO
4 = JIS
5 = LOCAL

ISOLATION
Char(2)
(널(NULL) 입력 가능)

해당 패키지의 분리 레벨

RR = 반복 읽기

RS = 읽기 안정성

CS = 커서 안정성

UR = 언커미트 읽기

BLOCKING
Char(1)
(널(NULL) 입력 가능)

커서 블로킹 옵션. 쿼리 결과 행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개별적으로 전송되는지 

또는 효율성 증대를 위해 “블록”으로 전송되는지를 제어합니다.
N = 사용되는 블로킹 없음

B = 페치 전용 커서에 사용되는 블로킹. 확실하지 않은 경우(의도적인 선언 없음), 커
서는 페치 전용으로 간주됩니다.
U = 페치 전용 커서에 사용되는 블로킹. 확실하지 않은 경우(의도적인 선언이 없음), 
커서는 갱신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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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INSERT_BUF
Char(1)
(널(NULL) 입력 가능)

Y = 다중 노드 시스템에서 메시지 전달을 줄이기 위해 코디네이터 노드에서 삽입이 

버퍼에 저장됩니다(INSERT 바인드 옵션으로 지정됨).
N 또는 널(NULL) = 삽입이 버퍼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LANG_LEVEL
Char(1)
(널(NULL) 입력 가능)

패키지가 바인드되었을 때 사용되는 LANGLEVEL 옵션을 기록합니다. 이 옵션은 커

서를 포함한 특정 SQL 기능 해석을 제어합니다.
0 = SAA1(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아키텍처). 위치 지정 갱신에 사용되는 커서는 FOR 
UPDATE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1 = SQL92E(SQL92 표준, 항목 레벨) 또는 MIA(Mutivendor Integration Architecture). 위
치 지정 갱신에 사용되는 커서는 FOR UPDATE로 선언해서는 안됩니다.

FUNC_PATH
Varchar(254)

해당 패키지가 마지막으로 바인드되었을 때 사용되는 함수 경로. 동일한 함수 경로

가 패키지의 내재적 또는 명시적 리바인드에 사용됩니다.

QUERYOPT
Integer

해당 패키지가 바인드된 최적화 클래스. 값의 범위는 최적화 레벨 상승을 나타내는 

0 – 9 사이입니다.

EXPLAIN_LEVEL
Char(1)

해당 패키지에 요청되는 Explain 레벨. Explain 기능은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형

식으로 액세스 플랜에 대한 정보를 캡처합니다. 
(공백) = 요청된 Explain이 없습니다.
P = 플랜 선택 레벨

EXPLAIN_MODE
Char(1)

패키지에서 Tabular Explain 기능의 사용 여부

Y = 예(사용)
N = 아니오(사용하지 않음)

EXPLAIN_SNAPSHOT
Char(1)

패키지에서 Explain 스냅샷(Visual Explain) 기능의 사용 여부

Y = 예(사용)
N = 아니오(사용하지 않음)

SQLWARN
Char(1)

Y = 경고 상태를 나타내는 SQLCODE의 양수 값이 응용프로그램으로 리턴됩니다.
N = SQLCODE의 양수 값이 제외되며 응용프로그램으로 리턴되지 않습니다.

SQLMATHWARN
Char(1)

산술 오류 및 검색 변환 오류 처리를 지정합니다(바인드 시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

변수 DFT_SQLMATHWARN으로 제어됨).
Y = 특수 널(NULL)(표시기 –2)과 경고를 리턴합니다. 처리가 계속됩니다.
N = 하드 오류로 처리됩니다. 명령문이 중단됩니다.

EXPLICIT_BIND_TIME
Timestamp

해당 패키지가 명시적으로 마지막 바인드가 되거나 리바인드된 시간. 패키지가 내재

적으로 리바인드되면 그 시간보다 늦게 작성된 함수 인스턴스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LAST_BIND_TIME
Timestamp

플랜이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마지막 바인드되거나 마지막 리바인드된 시간. EX
PLAIN 데이터 유효성 점검에 사용됩니다.

CODEPAGE
Smallint

문자열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코드 페이지(알 수 없

는 경우에는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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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DEGREE
Char(5)

바인드 시 지정된 파티션내 병렬 처리의 한계를 표시합니다.
1 = 패키지가 하나의 실행 스레드로 제한됩니다.
ANY = 제한 없음. 옵티마이저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MULTINODE_PLANS
Char(1)

Y = 병렬(다중 노드) 환경에서 패키지가 바인드되었습니다. 
N = 직렬(단일 노드) 환경에서 패키지가 바인드되었습니다.

INTRA_PARALLEL
Char(1)

Y = 패키지의 일부 SQL문이 파티션내 병렬 처리를 사용합니다.
N = 패키지의 어떤 SQL문도 파티션내 병렬 처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F = 패키지의 일부 SQL문은 파티션내 병렬 처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패키지는 

병렬 이외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해 바인드되었습니다.
REMARKS
Varchar(254)
(널(NULL) 입력 가능)

COMMENT ON PACKAGE문을 통해 사용자가 제공한 설명 주석

D.1.23 PARTITIONMAPS
각 행은 테이블의 파티션 키를 해시하여 노드 그룹의 노드 가운데 테이블 행을 분산하는 데 

사용되는 파티션 맵을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PMAP_ID
Smallint

파티션 맵의 ID

PARTITIONMAP
Long Varchar
비트 데이터용

실제 파티션 맵, 4,096개의 2바이트 정수의 벡터

D.1.24 PROCEDURES
각 행은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PROCSCHEMA
Char(8)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규정 이름

PROCNAME
Varcha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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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설명

SPECIFICNAME
Varchar(18)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특정 이름(해당 스키마 내에서 중복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생

성은 가능합니다.
PROCEDURE_ID
Integer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내부 ID

DEFINER
Char(8)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작성된 사용자 ID

PARM_COUNT
Smallint

매개변수 수. 매개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ROCPARMS 카탈로그 테이블을 참조

하십시오.
PARM_SIGNATURE
비트 데이터용

Varchar(180)

내부 형식으로 된 최대 90개의 매개변수 데이터 유형 병합. 프로시저에 매개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길이가 0입니다.

ORIGIN
Char(1)

E = 외부

CREATE_TIME
Timestamp

프로시저 작성 시간소인

DETERMINISTIC
Char(1)

Y = 결과가 결정됩니다(입력에 따라 결정).
N =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동일한 입력의 상이한 호출에 따라 변경 가능).

FENCED
Char(1)

프로시저가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주소에서 실행될 수 있는지 또는 안전을 위해 

별도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로 제한(분리)되는지를 나타냅니다.
Y = 분리

N = 비분리

NULLCALL
Char(1)

해당 인수 중 하나가 널(NULL)인 경우, 프로시저를 호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

니다.
Y = 예, 인수가 널(NULL)인 프로시저를 호출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다른 옵션은 없

습니다.)
LANGUAGE
Char(8)

프로시저 구현 언어(C 또는 JAVA)

IMPLEMENTATION
Varchar(254)
(널(NULL) 입력 가능)

프로시저가 구현될 수 있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LANGUAGE = C이면 Path/module/function
LANGUAGE = JAVA이면 Class/method

PARM_STYLE
Char(8)

DB2DARI(LANGUAGE = C인 경우) 또는 DB2GENRL(LANGUAGE = JAVA인 경우)

RESULT_SETS
Smallint

프로시저에서 리턴되는 결과 세트 수

REMARKS
Varchar(254)
(널(NULL) 입력 가능)

COMMENT ON PROCEDURE문을 통해 사용자가 제공하는 설명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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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5 PROCPARMS
각 행은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매개변수를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PROCSCHEMA
Char(8)

해당 행에서 매개변수나 결과를 설명하는 프로시저의 규정 이름

PROCNAME
Varchar(18)
SPECIFICNAME
Varchar(18)

프로시저의 특정 이름

ORDINAL
Smallint

프로시저의 모든 매개변수 가운데 해당 매개변수의 서수 위치이며 1로 시작합니다.

PARMNAME
Varchar(18)

매개변수 이름

TYPESCHEMA
Char(8)

매개변수 데이터 유형의 규정 이름

TYPENAME
Varchar(18)
LENGTH
Integer

매개변수의 최대 길이. 매개변수나 결과가 구별 유형이거나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만 0입니다.
SCALE
Smallint

해당 데이터 유형이 Decimal인 경우에는 매개변수 또는 결과의 스케일입니다.

CODEPAGE
Smallint

해당 매개변수의 코드 페이지. 매개변수가 FOR BIT DATA이거나 문자열 유형이 아

닌 경우에는 0입니다.
PARM_MODE
Varchar(5)

IN = 입력 매개변수

OUT = 출력 매개변수

INOUT = 입력 및 출력에 사용되는 매개변수

AS_LOCATOR
Char(1)

항상 “N”입니다. 로케이터의 형식으로 전달되는 추후 사용이 가능한 매개변수에 제

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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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6 REFERENCES
각 행은 참조 무결성(외부 키) 제한조건을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CONSTNAME
Varchar(18)

제한조건 이름. 제한조건 이름(모든 유형의 제한조건 포함)은 테이블 내에서 중복될 

수 없습니다.  작성할 때 제한조건에 이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서 자

동으로 이름을 생성합니다.

TABSCHEMA
Char(8)

하위 테이블의 규정 이름

TABNAME
Varchar(18)

제한조건을 작성한 사용자

DEFINER
Char(8)

상위 테이블에서 기본 또는 고유 키 제한조건의 이름

REFKEYNAME
Varchar(18)

상위 테이블의 규정 이름

REFTABSCHEMA
Char(8)
COLCOUNT
Smallint

외부 키의 컬럼 수(하위 테이블에서)

DELETERULE
Char(1)

행이 상위 테이블에서 삭제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A = 조치 없음. 일치하는 행이 하위 테이블에 있는 경우, 상위 테이블에서는 삭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C = 연쇄. 일치하는 행을 하위 테이블에서 삭제합니다.
N = 널(NULL) 설정. 하위 테이블의 일치하는 행에서는 외부 키를 널(NULL)로 설정합

니다.
R = 제한. 일치하는 행이 하위 테이블에 있는 경우, 상위 테이블에서는 삭제가 허용

되지 않습니다.

UPDATERULE
Char(1)

기본 키가 상위 테이블에서 갱신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R = 제한. 일치하는 행이 하위 테이블에 있는 경우, 갱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A = 조치 없음. 일치하는 행이 하위 테이블에 있는 경우, 갱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CREATE_TIME
Timestamp

참조 제한조건이 정의된 시간

FK_COLNAMES
Varchar(320)

하위 테이블에서 외부 키를 구성하는 컬럼 이름 목록

PK_COLNAMES
Varchar(320)

상위 테이블에서 기본 또는 고유 키를 구성하는 컬럼 이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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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7 SCHEMAAUTH
각 행은 사용자나 사용자 그룹이 특정 스키마에 보유하고 있는 특권 세트를 나타냅니다.  
지정된 스키마, 권한을 부여한 사용자,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의 모든 스키마 특권은 단일행

으로 나타납니다.

컬럼 설명

GRANTOR
Char(8)

특권을 부여하는 사용자의 권한 부여 ID(또는 특권을 시스템에서 부여한 경우에는 S
YSIBM입니다.)

GRANTEE
Char(8)

특권을 보유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권한 부여 ID

GRANTEETYPE
Char(1)

U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개인입니다.
G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그룹입니다.

SCHEMANAME
Char(1)

스키마의 이름

ALTERINAUTH
Char(1)

ALTERIN 특권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Y = 보유하나 부여할 수 없습니다.
G = 보유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N = 보유하지 않습니다.

CREATEINAUTH
Char(1)

CREATEIN 특권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Y = 보유하나 부여할 수 없습니다.
G = 보유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N = 보유하지 않습니다.

DROPINAUTH
Char(1)

DROPIN 특권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Y = 보유하나 부여할 수 없습니다.
G = 보유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N = 보유하지 않습니다.

D.1.28 SCHEMATA
각 행은 스키마를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SCHEMANAME
Char(8)

스키마 이름

OWNER
Char(8)

스키마를 소유하는 사용자

DEFINER
Char(8)

스키마를 작성한 사용자(소유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용자가 소유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스키마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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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CREATE_TIME
Timestamp

스키마가 작성된 시기를 나타내는 시간소인

REMARKS
Varchar(254)
(널(NULL) 입력 가능)

COMMENT ON SCHEMA문을 통해 사용자가 제공하는 설명 주석

D.1.29 STATEMENTS
각 행은 패키지의 한 섹션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SQL문의 텍스트를 포함합니다.

컬럼 설명

PKGSCHEMA
Char(8)

패키지의 규정 이름

PKGNAME
Char(8)
STMTNO
Smallint

소스 프로그램 내에 있는 SQL문의 행 번호

SECTNO
Smallint

패키지 내 섹션 번호

SEQNO
Smallint

해당 행의 시퀀스 번호. SQL문이 3,600바이트를 초과하는 경우, 여러 행에 저장되며 

SEQNO 컬럼은 제공된 SQL문에 사용되는 행에 번호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TEXT
Varchar(3600)

SQL문의 텍스트

D.1.30 TABAUTH
각 행은 개인 사용자 또는 그룹일 수 있는 특정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에게 특정 권한을 부

여한 사용자가 제공한 테이블 또는 뷰의 특권 세트를 나타냅니다. 제공된 테이블 또는 뷰에

서 특정 권한을 부여한 사용자가 특정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에게 제공한 모든 특권은 TAB
AUTH의 한 행으로 결합됩니다.

컬럼 설명

GRANTOR
Char(8)

특권을 부여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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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GRANTEE
Char(8)

특권이 부여된 사용자(보유자)

GRANTEETYPE
Char(1)

U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개인입니다.
G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그룹입니다.

TABSCHEMA
Char(8)

특권이 적용되는 테이블 또는 뷰의 규정 이름

TABNAME
Varchar(18)

CONTROLAUTH
Char(1)

CONTROL 특권. 테이블이나 뷰를 삭제하는 데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특권을 포함

합니다.
Y = 특권이 있습니다.
N = 특권이 없습니다.

ALTERAUTH
Char(1)

ALTER 특권. 테이블을 변경하거나 테이블 또는 뷰의 주석을 표시하는 데 필요합니다.
G = 특권을 보유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Y = 보유하나 부여할 수 없습니다. 
N = 보유하지 않습니다.

DELETEAUTH
Char(1)

DELETE 특권. 테이블이나 뷰에서 행을 삭제하는 데 필요합니다.
G = 특권을 보유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Y = 보유하나 부여할 수 없습니다. 
N = 보유하지 않습니다.

INDEXAUTH
Char(1)

INDEX 특권. 테이블의 인덱스를 작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G = 특권을 보유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Y = 보유하나 부여할 수 없습니다. 
N = 보유하지 않습니다.

INSERTAUTH
Char(1)

INSERT 특권. 테이블이나 뷰에 행을 삽입하는 데 필요합니다.
G = 특권을 보유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Y = 보유하나 부여할 수 없습니다. 
N = 보유하지 않습니다.

SELECTAUTH
Char(1)

SELECT 특권. 테이블이나 뷰에서 데이터를 읽는 데 필요합니다.
G = 특권을 보유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Y = 보유하나 부여할 수 없습니다. 
N = 보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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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설명

REFAUTH
Char(1)

REFERENCE 특권. 해당 테이블을 상위 테이블로 참조하는 외부 키 제한조건을 작성

하거나 삭제하는 데 필요합니다.
G = 특권을 보유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Y = 보유하나 부여할 수 없습니다. 
N = 보유하지 않습니다.

UPDATEAUTH
Char(1)

UPDATE 특권. 테이블이나 뷰의 행을 갱신하는 데 필요합니다.
G = 특권을 보유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Y = 보유하나 부여할 수 없습니다. 
N = 보유하지 않습니다.

D.1.31 TABCONST
각 행은 테이블의 제한조건을 나타냅니다. 점검, 고유, 기본 키, 외부 키 제한조건을 포함합니다.

컬럼 설명

CONSTNAME
Varchar(18)

제한조건 이름. 제한조건 이름(모든 유형의 제한조건 포함)은 테이블 내에서 중복될 

수 없습니다. 작성할 때 제한조건에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

로 이름을 생성합니다.
TABSCHEMA
Char(8)

제한조건이 적용되는 테이블의 규정 이름

TABNAME
Varchar(18)
DEFINER
Char(8)

제한조건을 정의한 사용자 ID

TYPE
Char(1)

제한조건 유형

K = 점검 제한조건

P = 기본 키 제한조건

U = 고유 제한조건

F = 외부 키(참조 무결성) 제한조건

REMARKS
Varchar(254)
(널(NULL) 입력 가능)

COMMENT ON CONSTRAINT문을 통해 사용자가 제공한 설명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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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2 TABLES
각 행은 테이블, 뷰 또는 별명을 나타냅니다.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 및 뷰는 사용자 정의 

테이블 및 뷰와 더불어 TABLES에 표시됩니다.

컬럼 설명

TABSCHEMA
Char(8)

테이블, 뷰 또는 별명의 규정 이름

TABNAME
Varchar(18)

DEFINER
Char(8)

테이블, 뷰 또는 별명을 작성한 사용자의 사용자 ID

TYPE
Char(1)

설명되고 있는 오브젝트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T = 테이블

V = 뷰
A = 별명

STATUS
Char(1)

오브젝트 상태의 특수성 여부를 나타냅니다.
N = 정상

C = 점검 보류 상태(테이블에 적용)
X = 작동 불능 상태(뷰에 적용)

BASE_TABSCHEMA
Char(8)
(널(NULL) 입력 가능)

TYPE = A인 경우, 이러한 컬럼은 해당 별명으로 참조되는 테이블, 뷰 또는 별명을 

식별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NULL입니다. 별명으로 참조되는 오브젝트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BASE_TABNAME
Varchar(18)
(널(NULL) 입력 가능)
CREATE_TIME
Timestamp

테이블, 뷰 또는 별명 작성 시간

STATS_TIME
Timestamp
(널(NULL) 입력 가능)

해당 테이블에 대해 기록된 통계가 변경된 최종 시간. 통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널(NULL)입니다.

COLCOUNT
Smallint

테이블이나 뷰의 컬럼 수

TABLEID
Smallint

내부 테이블 ID

TBSPACEID
Smallint

해당 테이블이 저장되어 있는 기본 테이블 스페이스의 내부 ID. 별명이나 뷰의 경우

에는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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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CARD
Integer

테이블 행 수. 알 수 없거나 설명되고 있는 오브젝트가 테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1입

니다.

NPAGES
Integer

해당 테이블의 행이 차지하는 페이지 수. 알 수 없거나 설명되고 있는 오브젝트가 테

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1입니다.

FPAGES
Integer

해당 테이블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의 총 페이지 수. 알 수 없거나 설명되고 있

는 오브젝트가 테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1입니다.

OVERFLOW
Integer

해당 테이블과 연관된 오버플로우 레코드 수. 알 수 없거나 설명되고 있는 오브젝트

가 테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1입니다.
TBSPACE
Varchar(18)
(널(NULL) 입력 가능)

테이블 행이 저장되어 있는 기본 테이블 스페이스의 이름. 별명이나 뷰인 경우에는 

널(NULL)입니다.

INDEX_TBSPACE
Varchar(18)
(널 사용 가능)

해당 테이블에서 작성된 모든 인덱스를 보유하는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 컬럼이 널

(NULL)인 경우, 인덱스는 기본 테이블 스페이스에 작성됩니다.

LONG_TBSPACE
Varchar(18)
(널 사용 가능)

해당 테이블에 저장되는 모든 대형 오브젝트를 보유하는 테이블 스페이스의 이름

(데이터 유형 Long Varchar, Long Vargraphic, Blob, Clob 및 Dbclob). 이 컬럼이 널(NUL
L)인 경우, 대형 오브젝트는 기본 테이블 스페이스에 포함됩니다.

PARENTS
Smallint
(널(NULL) 입력 가능)

참조 무결성 제한조건에서 하위 테이블로서 해당 테이블과 연계되어 있는 상위 테

이블의 수. 별명이나 뷰의 경우에는 0입니다.

CHILDREN
Smallint
(널(NULL) 입력 가능)

참조 무결성 제한조건에서 상위 테이블로서 해당 테이블과 연계되어 있는 하위 테

이블의 수. 별명이나 뷰의 경우에는 0입니다.

SELFREFS
Smallint
(널(NULL) 입력 가능)

상위와 하위로서 해당 테이블에 자체 연계되어 있는 참조 무결성 제한조건의 수. 별
명이나 뷰의 경우에는 0입니다.

KEYCOLUMNS
Smallint
(널(NULL) 입력 가능)

해당 테이블에 대한 기본 키의 컬럼 수. 별명이나 뷰의 경우에는 0입니다.

KEYINDEXID
Smallint
(널(NULL) 입력 가능)

해당 테이블에 대한 기본 키 고유성을 수행하는 인덱스 내부 ID. 별명이나 뷰의 경우

에는 0입니다.

KEYUNIQUE
Smallint

해당 테이블에 정의된 고유 제한조건 수

CHECKCOUNT
Smallint

해당 테이블에 정의된 점검 제한 조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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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DATACAPTURE
Char(1)

Y = 테이블이 데이터 복제에 참여합니다.
N = 테이블이 데이터 복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PMAP_ID
Smallint
(널(NULL) 입력 가능)

해당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파티션 맵 ID. 별명이나 뷰의 경우에는 0입니다.

PARTITION_MODE
Char(1)

병렬 시스템 노드 가운데 데이터가 파티션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H = 해싱(hashing)
(공백) = 파티션 없음(별명이나 뷰의 경우에도 공백입니다.)

CONST_CHECKED
Char(32)

해당 테이블에 적용되는 제한조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바이트 1은 모든 참조 무결

성 제한조건을 나타내며, 바이트 2는 모든 점검 제한조건을 나타냅니다. 나머지 바이

트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다음과 같이 인코드되어 있습니다.
Y = 시스템에서 점검하고 수행하는 제한조건이 정상입니다.
U = 제한조건이 시스템에서 점검되지 않고 위반될 수 있으나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는 있습니다. 테이블은 SET CONSTRAINTS FOR <테이블> IMMEDIATE UNCHECKE
D문으로 이 상태에 속할 수 있습니다.
N = 제한조건이 점검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대개 데이터 로드 중에 일시적으로 중

단됩니다.) 시스템에서 제한조건을 점검하지 않고 테이블에 정상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LOG_ATTRIBUTE
Char(1)

0 = 테이블에 정상적인 로그가 있습니다.
N = 테이블이 “초기에 로그되지 않음” 옵션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참조 무결성 관계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PCTFREE
Smallint

추후 삽입을 위해 예약된 각 페이지의 스페이스 백분율. ALTER TABLE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MARKS
Varchar(254)
(널(NULL) 입력 가능)

COMMENT ON TABLE 또는 COMMENT ON ALIAS문을 통해 사용자가 제공하는 설

명 주석

D.1.33 TABLESPACES
각 행은 테이블 스페이스를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DATATYPE
Char(1)

테이블 스페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

A = 모든 유형의 데이터

L = Long 데이터 전용

T = 임시 테이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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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EXTENTSIZE
Integer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사용되는 4K 페이지를 단위로 하는 extent 크기. 이러한 

페이지는 다음 컨테이너로 전환하기 전에 테이블 스페이스의 한 컨테이너에 기록됩

니다.
PREFETCHSIZE
Integer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프리페치를 수행할 때 읽어들이는 4K 페이지의 수

OVERHEAD
Double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의 컨테이너에 대해 평균을 낸 입/출력 조작 시작에 필요한 시

간( 리초 단위)
TRANSFERRATE
Double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기록하는 속도.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

의 컨테이너에 대해 평균을 낸 하나의 4K 페이지를 버퍼로 읽는데 필요한 속도( 리

초 단위)
PAGESIZE
Integer

테이블 스페이스의 페이지 크기(바이트 단위)

NGNAME
Varchar(18)

테이블 스페이스의 노드 그룹 이름

BUFFERPOOLID
Integer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사용되는 버퍼 풀의 ID(1은 디폴트 버퍼 풀을 나타냅니다).

REMARKS
Varchar(254)
(널(NULL) 입력 가능)

COMMENT ON TABLESPACE문을 통해 사용자가 제공한 설명 주석

D.1.34 TRIGDEP
각 행은 일부 다른 오브젝트에 대한 트리거 종속성을 나타냅니다. 트리거가 종속되는 오브

젝트가 삭제되는 경우, 트리거는 작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컬럼 설명

TRIGSCHEMA
Char(8)

트리거의 규정 이름

TRIGNAME
Varchar(18)
BTYPE
Char(1)

트리거가 종속되는 오브젝트 유형

A = 별명

F = 함수 인스턴스

T = 테이블

V =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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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BSCHEMA
Char(8)

트리거가 종속되는 오브젝트의 규정 이름. 오브젝트가 함수 인스턴스인 경우, 함수 

인스턴스의 특정 이름이 됩니다.
BNAME
Varchar(18)
TABAUTH
Smallint
(널(NULL) 입력 가능)

BTYPE = T 또는 V인 경우, 이 컬럼은 테이블이나 뷰에서 해당 트리거가 수행하는 조

작을 인코드합니다. 이러한 조작 수행에 필요한 특권에 대한 트리거의 종속성을 기

록합니다.

D.1.35 TRIGGERS
각 행은 트리거를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TRIGSCHEMA
Char(8)

트리거의 규정 이름

TRIGNAME
Varchar(18)
DEFINER
Char(8)

트리거가 정의된 AuthId

TABSCHEMA
Char(8)

해당 트리거가 적용되는 테이블의 규정 이름

TABNAME
Varchar(18)
TRIGTIME
Char(1)

트리거를 활성화한 이벤트와 관련하여 트리거된 조치가 기본 테이블에 적용되는 시간

B = 이벤트 이전에 적용되는 트리거

A = 이벤트 이후에 적용되는 트리거

TRIGEVENT
Char(1)

트리거를 활성화하는 이벤트

I = 삽입

D = 삭제

U = 갱신

GRANULARITY
Char(1)

트리거 본문이 트리거를 활성화하는 SQL문에 대해 한 번 실행되는지 또는 데이터베

이스에서 수정된 각 행에 대해 한 번 실행되는지를 나타냅니다.
R = 행
S = 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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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VALID
Char(1)

Y = 트리거가 유효합니다.
X = 트리거가 작동 불능입니다. 트리거의 정의가 카탈로그 테이블에 있으나, 유효하

게 하려면 트리거를 CREATE TRIGGER문으로 재작성해야 합니다.
TEXT
Clob(32K)

입력한 그대로의 CREATE TRIGGER문 전체 텍스트

CREATE_TIME
Timestamp 

트리거가 작성된 시간. 이 시간소인은 트리거가 사용한 함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

니다. 트리거가 정의된 이후에 작성된 함수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FUNC_PATH
Varchar(254)

트리거가 정의된 시점의 함수 경로를 기록합니다. 트리거가 사용한 함수를 결정하

는 데 사용됩니다.
REMARKS
Varchar(254)
(널(NULL) 입력 가능)

COMMENT ON TRGGER문을 통해 사용자가 제공한 설명 주석

D.1.36 VIEWDEP
각 행은 일부 다른 오브젝트에 대한 뷰의 종속성을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VIEWSCHEMA
Char(8)

뷰의 규정 이름

VIEWNAME
Varchar(18)
DEFINER
Char(8)
(널(NULL) 입력 가능)

뷰를 작성한 사용자

BTYPE
Char(1)

뷰가 종속된 오브젝트 유형

A = 별명

F = 사용자 정의 함수 인스턴스

T = 테이블

V = 뷰
BSCHEMA
Char(8)

뷰가 종속된 오브젝트 규정 이름

BNAME
Varcha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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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TABAUTH
Smallint
(널(NULL) 입력 가능)

BTYPE이 T(테이블) 또는 V(뷰)인 경우, 이 컬럼은 해당 뷰에서 상속된 하위 테이블

이나 뷰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뷰의 정의자가 이러한 기본 특권 중 하나

를 취소하면 뷰에 대한 동일한 특권이 유실됩니다.

D.1.37 VIEWS
각 행은 뷰를 나타냅니다.

컬럼 설명

VIEWSCHEMA
Char(8)

뷰의 규정 이름

VIEWNAME
Varchar(18)
DEFINER
Char(8)

뷰를 작성한 사용자

SEQNO
Smallint

뷰의 정의가 3,600자보다 긴 경우, 행당 하나의 조각에 저장해야 합니다. 이 컬럼은 

완전한 뷰의 정의로 조각을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시퀀스 번호입니다.
VIEWCHECK
Char(1)

뷰가 작성되었을 때 지정된 점검 옵션을 나타냅니다. 점검 옵션에는 삽입이나 갱신 

이후에 뷰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뷰에 삽입되거나 갱신되는 행이 필요합니다.
N = 점검 옵션 없음

L = 로컬 점검 옵션

C = 연쇄 점검 옵션

READONLY
Char(1)

해당 정의로 인해 뷰가 원래 읽기 전용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Y = 뷰가 읽기 전용입니다.
N = 해당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뷰의 행을 삽입, 삭제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VALID
Char(1)

뷰가 현재 유효한 상태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Y = 뷰가 유효합니다.
X = 뷰가 작동 불능입니다. 해당 정의가 카탈로그 테이블에 있으나, 사용하기 전에 C
REATE VIEW문으로 재작성되어야 합니다.

FUNC_PATH
Varchar(254)

뷰가 정의되었을 때 뷰 작성자의 함수 경로. 이 경로는 뷰 정의 내부에서 사용된 함

수를 결정합니다. 또한 해당 뷰의 함수 결정은 뷰를 설명하는 TABLES 항목의 CREA
TE_TIME 시간소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TEXT
Varchar(3600)

입력한 그대로의 CREATE VIEW문의 전체 텍스트. 텍스트가 3,600자보다 긴 경우, 행
당 하나의 조각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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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SYSSTAT 갱신 가능 카탈로그 뷰

다음 카탈로그 뷰는 모두 SYSSTAT 스키마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뷰는 사용자에게 갱신할 

권한이 있는 행만 보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DBADM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갱신 가능한 

카탈로그 행을 모두 볼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사용자는 자신이 소유한 오브젝트에 속하거나 

CONTROL 특권을 가지고 있는 행만 볼 수 있습니다.
SYSSTAT 카탈로그 뷰는 다른 테이블처럼 SQL문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뷰는 SQL UP

DATE문만 지원하며, INSERT 또는 DELETE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각 뷰에서는 특정 

컬럼만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음 설명에서 각 카탈로그의 이중선 이하에 나열된 컬럼만 갱

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가능한 각 카탈로그 뷰는 일정한 점검을 통해 정의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갱신 가

능 컬럼에 지정되는 값이 쿼리 옵티마이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통계 값인지를 확인

합니다. 카탈로그 컬럼에서는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널(NULL) 값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D.2.1 COLDIST
이 뷰에는 쿼리 옵티마이저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기본 테이블 컬럼에서 데이터 값 분산

에 대해 수집한 통계을 포함합니다. 각 행은 일부 컬럼에서 n번만큼 가장 자주 사용되는 값 

또는 일부 컬럼에 대해 n번째 Quantile(누적 분산) 값을 설명합니다. 이 뷰의 사용자는 자신

이 CONTROL 특권을 보유하고 있는 테이블에 대한 통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DBAD
M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모든 테이블에 대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컬럼 설명

TABSCHEMA
Char(8)

해당 행이 적용되는 테이블의 규정 이름

TABNAME
Varchar(18)
COLNAME
Varchar(18)

해당 행이 적용되는 컬럼의 이름

TYPE
Char(1)

해당 행에 포함된 데이터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F = 자주 사용되는 값

Q = Quantile 값(예를 들어, 특정 컬럼에 대해 5개의 Quantile 값이 유지보수되는 경우, 
컬럼 값의 20%는 첫 번째 Quantile 값보다 작으며, 컬럼 값의 40%는 두 번째 Quantile 
값보다 작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SEQNO
Smallint

TYPE = F인 경우, 해당 컬럼의 n은 n번만큼 가장 자주 사용되는 값을 나타냅니다.
TYPE = Q인 경우, 해당 컬럼의 n은 n번째의 Quantile 값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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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COLVALUE
Varchar(33)
(널(NULL) 입력 가능)

1.23E-4와 같은 문자 리터럴로서의 데이터 값. 리터럴의 길이가 33자를 초과하면 절

단됩니다. 구별 유형 값은 하위 기본 데이터 유형의 값으로 표시됩니다. COLVALUE
의 널(NULL) 값은 설명되고 있는 값이 널(NULL)임을 나타냅니다. 

VALCOUNT
Integer

TYPE = F인 경우, VALCOUNT는 컬럼에 있는 COLVALUE의 어커런스 수입니다.
TYPE = Q인 경우, VALCOUNT는 행 값이 COLVALUE 이하인 행의 수입니다. 

DISTCOUNT
Intetger
(널(NULL) 입력 가능)

TYPE = F인 경우, DISCOUNT는 COLVALUE 이하인 해당 컬럼의 구별 값의 수입니

다. (알 수 없는 경우 널(NULL)입니다.)

D.2.2 COLUMNS
이 뷰에는 기본 테이블의 컬럼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뷰의 사

용자는 자신에게 CONTROL 특권이 있는 테이블에 대한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DB
ADM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모든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컬럼 설명

TABSCHEMA
Char(8)

해당 컬럼을 포함하는 테이블이나 뷰의 규정 이름

TABNAME
Varchar(18)
COLNAME
Varchar(18)

컬럼 이름

COLCARD
Integer

컬럼의 구별 값 수(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HIGH2KEY
Varchar(33)

문자열 형식에서 리터럴로 표시된 컬럼의 두 번째 상위 데이터 값(알 수 없는 경우

에는 길이가 0인 문자열입니다.)
LOW2KEY
Varchar(33)

문자열 형식에서 리터럴로 표시된 컬럼의 두 번째 하위 데이터 값(알 수 없는 경우

에는 길이가 0인 문자열입니다.)
AVGCOLLEN
Integer

컬럼 값의 평균 길이(알 수 없거나 컬럼의 데이터 유형이 long 또는 LOB인 경우에는 

–1입니다.)

D.2.3 FUNCTIONS
이 뷰는 사용자 정의 함수 실행 비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함수 실행

을 스케줄할 때 옵티마이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함수에 대한 정보가 RUN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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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기능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FUNCTIONS의 추정치는 –1(알 수 없음)로 초기화되며, 사용

자가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시스템은  함수 비용을 알 

수 없을 때마다 디폴트 가정을 제공합니다. 이 뷰의 사용자는 스키마 이름이 사용자 ID와 

일치하는 함수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DBADM 권한이 있는 사용

자는 모든 함수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컬럼 설명

FUNCSCHEMA
Char(8)

함수의 규정 이름

FUNCNAME
Varchar(18)

SPECIFICNAME
Varchar(18)

함수 인스턴스의 특정 이름

IOS_PER_INVOC
Double

함수 호출당 입/출력 조작 추정 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0이 가정됨).

INSTS_PER_INVOC
Double

함수 호출당 CPU 명령어 추정 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IOS_PER_ARGBYTE
Double

각 입력 매개변수의 바이트당 평균 입/출력의 추정 조작 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
입니다(0이 가정됨).

INSTS_PER_ARGBYTE
Double

각 입력 매개변수의 바이트당 평균 CPU 명령어의 추정 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
입니다(0이 가정됨).

PERCENT_ARGBYTES
Smallint

함수가 실제로 읽게 되는 입력 매개변수 바이트의 평균 추정 백분율. 알 수 없는 경

우에는 -1입니다(100이 가정됨).

INITIAL_IOS
Double

SQL문에서 함수의 첫번째 호출에 대해 수행되는 “시작” 입/출력 조작 추정 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0이 가정됨). 

INITIAL_INSTS
Double

SQL문 함수의 첫 번째 호출에서 실행되는 “시작” CPU 명령어의 추정 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0이 가정됨).

CARDINALITY
Integer

테이블 함수에서 리턴된 행 수의 예측치. 알 수 없거나 함수가 테이블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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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INDEXES
이 뷰는 인덱스와 해당 키 값에 대한 통계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뷰의 사용자는 자신에게  

CONTROL 특권이 있는 인덱스에 대한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DBADM 권한이 있

는 사용자는 모든 인덱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컬럼 설명

INDSCHEMA
Char(8)

인덱스의 규정 이름

INDNAME
Varchar(18)
NLEAF
Integer

인덱스가 차지하는 리프 페이지 수(최하위 레벨 페이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

NLEVELS
Smallint

인덱스의 레벨 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FIRSTKEYCARD
Integer

인덱스의 첫 번째 키에 있는 상이한 값 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FIRST2KEYCARD
Integer

인덱스의 처음 두 키 컬럼에 있는 상이한 값 조합 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FIRST3KEYCARD
Integer

인덱스의 처음 세 키 컬럼에 있는 상이한 값 조합 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FIRST4KEYCARD
Integer

인덱스의 처음 네 키 컬럼에 있는 상이한 값 조합 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FULLKEYCARD
Integer

전체 인덱스 키의 상이한 값의 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CLUSTERRATIO
Smallint

해당 인덱스의 순서와 스토리지의 실제 행 순서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값의 범위는 0 – 100입니다.

CLUSTERFACTOR
Double

해당 인덱스의 순서와 스토리지의 실제 행 순서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세부 측정

치(옵티마이저 비용 공식에 사용됨).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값의 범위는 0 – 
1입니다.

SEQUENTIAL_PAGES
Integer

인덱스 리프 페이지 간에 갭이 크지 않은 디스크에서 인덱스 키순으로 디스크에 위

치한 인덱스 리프 페이지 수. 알 수 없는 경우 –1입니다.

DENSITY
Integer

인덱스가 차지하는 페이지 범위에서 페이지 수에 대한 SEQUENTIAL_PAGES의 비

율.  0 – 100 사이의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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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컬럼 설명

PAGE_FETCH_PAIRS
Varchar(254)
비트 데이터용

문자 양식으로 표시된 정수 쌍의 목록. 각 쌍은 가정된 버퍼의 페이지 수와 가정된 

버퍼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스캔하는 데 필요한 페이지 페치 수를 표시합니다. (데
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길이가 0인 문자열입니다.)

D.2.5 TABLES
이 뷰에는 기본(사용자)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 대한 통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뷰의 사용자는 자신에게 CONTROL 특권이 있는 테이블에 대한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러나 DBADM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모든 기본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컬럼 설명

TABSCHEMA
Char(8)

테이블의 규정 이름

TABNAME
Varchar(18)

CARD
Integer

테이블 행의 수(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NPAGES
Integer

해당 테이블의 행이 차지한 페이지 수(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FPAGES
Integer

해당 테이블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의 총 페이지 수(알 수 없는 경우에는 –1
입니다.)

OVERFLOW
Integer

해당 테이블과 연계된 오버플로우 레코드 수(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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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E에서는 C 또는 C++ 응용프로그램의 SQL 선언 섹션 내에서 호스트 변수 선언에 

사용될 수 있는 구문을 요약하였습니다. 구문 다이어그램에서 기울임꼴로 표시되는 

항목은 사용자 제공 이름, 길이, 초기 값을 나타냅니다. (호스트 변수 선언의 예와 호스트 변

수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절을 참조하십시오.)
각 구문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면, 다이어그램의 선언에 해당하는 유형 코드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제공됩니다. 각 데이터 유형은 널(NULL) 입력 불가능 데이터를 나타내는 짝수 유

형 코드와 널(NULL) 입력 가능 데이터를 나타내는 홀수 유형 코드의 두 가지 유형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스트 변수가 표시기 변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널(NULL) 입력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부록에 소개한 구문 다이어그램 가운데 일부는 호스트 변수를 포인터로 선언할 수 있

음을 나타냅니다. 호스트 변수가 포인터로 선언되는 경우, 특정 크기의 오브젝트를 가리켜

야 하며, SQL문에서 사용될 때마다 참조를 취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코드 조각은 

각각 정수의 포인터인 호스트 변수와, 7자 배열의 포인터인 호스트 변수를 선언하고 SQL 
UPDATE문에서 이러한 변수(적절하게 참조 최소됨)를 사용합니다.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long *pl;      /* pointer to long integer      */

   char (*p2)[7]; /* pointer to array of 7 chars  */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long newsalary = 25;

p1 = &newsalary;

p2 = (char(*)[7])“123456”; /* cast string to proper type */

EXEC SQL

   UPDATE emp SET salary = :*p1 WHERE empno = :*p2;

부

C 및 C++의 호스트 변수 선언 

구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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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기본 데이터 유형

다음 구문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대로 기본 SQL 데이터 유형의 호스트 변수가 단일 C/C++ 
구문을 사용하여 SQL 선언 섹션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E.1.1 숫자 호스트 변수
숫자 데이터 교환을 위한 호스트 변수가 다음과 같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숫자 호스트 변수의 SQL 데이터 유형은 표 E-1과 같이 결정됩니다.

표 E-1: 숫자 호스트 변수에 해당하는 SQL 데이터 유형

선언에 포함된 데이터 유형 간주되는 SQL 데이터 유형
이 데이터 유형의 SQLTYPE 코드

(널(NULL) 입력 불가능/널(NULL) 입력 가능)

float Real 480/481(길이 = 4)

double Double 480/481(길이 = 8)

long Integer 496/497

short Smallint 5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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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2 문자열 호스트 변수 
널(NULL) 종료 형식의 문자열 데이터 교환을 위한 호스트 변수는 다음과 같이 선언됩니다.

참고:

• 문자 길이를 포함하는 명시적인 길이가 없어도 프리컴파일러를 통해 문자열 유형 변수

가 선언될 수 있습니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열 유형 변수의 명시적인 길이를 항상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널(NULL) 종료 변수는 컬럼에 저장된 데이터가 2진 0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FOR BIT DA
TA로 선언된 컬럼의 데이터 교환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변수가 포인터로 선언되는 경우, 제대로 정의된 길이의 오브젝트를 가리켜야 합니다. 예
를 들어, char (*p)[20]은 길이가 20인 문자열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길이가 무한정인 

문자열에 대한 포인터를 나타낼 때 char *p 표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2바이트 문자열 처리는 WCHARTYPE과 LANGLEVEL 프리컴파일러 옵션의 영향을 받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DB2 Application Programming Guide를 참조하십시오.

• wchar_t 유형의 문자열 변수를 초기화하려면 L“double-byte data”와 같은 L 유형의 

C 리터럴을 사용하십시오.

• 호스트 변수의 SQL 데이터 유형은 표 E-2와 같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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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2: 널(NULL) 종료 문자열 호스트 변수에 해당하는 SQL 데이터 유형

선언에 포함된 데이터 유형 간주되는 SQL 데이터 유형
이 데이터 유형의 SQLTYPE 코드

(널(NULL) 입력 불가능/널(NULL) 입력 가능)
char Varchar

(널(NULL) 종료)
460/461

sqldbchar

또는
wchar_t

Vargraphic
(널(NULL) 종료)

400/401

길이 접두부 형식의 문자열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호스트 변수는 다음과 같이 선언됩니다.

길이 접두부 호스트 변수의 SQL 데이터 유형은 표 E-3과 같이 결정됩니다.

표 E-3: 길이 접두부 호스트 변수에 해당하는 SQL 데이터 유형

선언에 포함된 데이터 유형 간주되는 SQL 데이터 유형

이 데이터 유형의 SQLTYPE 코드

(널(NULL) 입력 불가능/널(NULL) 
입력 가능)

char, 길이가 4,000 이하 Varchar 44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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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3: 길이 접두부 호스트 변수에 해당하는 SQL 데이터 유형 <계속>

선언에 포함된 데이터 유형 간주되는 SQL 데이터 유형

이 데이터 유형의 SQLTYPE 코드

(널(NULL) 입력 불가능/널(NULL) 
입력 가능)

char, 길이가 4,001 – 32,700 사이 Long Varchar 456/457
sqldbchar 또는 wchar_t, 길이가 2,000 
이하

Vargraphic 464/465

sqldbchar 또는 wchar_t, 길이가 2,001 
– 16,350 사이

Long Vargraphic 472/473

E.2 대형 오브젝트 데이터 유형

UDB에는 대형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LOB 유형이라는 세 가지 데이터 유형이 있습니다. 이
러한 데이터 유형을 사용하는 데이터 교환용 호스트 변수는 SQL 프리컴파일러가 C 구문으

로 변환한 특수 구문을 사용하여 SQL 선언 섹션에서 선언될 수 있습니다. (LOB 데이터 유

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1절을 참조하십시오.)

E.2.1 LOB 호스트 변수
LOB 데이터 교환용 호스트 변수는 다음과 같이 선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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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4: LOB 호스트 변수에 해당하는 SQL 데이터 유형

SQL 데이터 유형
SQLTYPE 코드

(널(NULL) 입력 불가능/널(NULL) 입력 가능)

Blob 404/405

Clob 408/409

Dbclob 412/413

참고:

• SQL TYPE IS, BLOB, CLOB, DBCLOB, K, M 및 G는 대소문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중인 데이터 문자열의 최대 길이는 4,000바이트입니다.

• Dbclob을 초기화하려면, 사용자 프로그램이 WCHARTYPE CONVERT 옵션으로 프리컴파

일된 경우 L“double-byte data”와 같은 L 유형의 C 리터럴을 사용하십시오.

• 위의 다이어그램 구문은 표 E-4에 나열된 유형의 호스트 변수를 선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2.2 로케이터 및 파일 참조
로케이터 또는 파일 참조용으로 LOB 데이터를 교환하는 호스트 변수는 다음과 같이 선언

됩니다.

참고:

• 선언의 SQL 키워드에 대소문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OB 로케이터 또는 파일 참조 선언에서 LOB의 값을 초기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Em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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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d SQL Programming Guide는 로케이터 또는 파일 참조에 대한 포인터 선언 및 포인터 

초기화를 허용하는 위의 구문의 변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설명을 위

해 해당 구문을 생략하였습니다.

• 위의 다이어그램 구문은 표 E-5에 나열된 유형의 호스트 변수를 선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E-5: 로케이터 및 파일 참조 호스트 변수에 해당하는 SQL 데이터 유형

SQL 데이터 유형
SQLTYPE 코드

(널(NULL) 입력 불가능/널(NULL) 입력 가능)
Blob 로케이터 960/961

Clob 로케이터 964/965

Dbclob 로케이터 968/969

Blob 파일 참조 804/805

Clob 파일 참조 808/809

Dbclob 파일 참조 8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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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제품군의 IBM 서적은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UDB를 구입할 때 사용자 제품 

버전에 속하는 모든 서적은 인쇄용 포스트스크립트 형식과 웹 브라우저 열람용 HTML 
형식으로 제품 CD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적은 다음 표의 문서 번호를 사용하여 개별적으

로 IBM에 서적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F.1 플랫폼에 무관한 서적

표 F-1에 나열된 서적들은 여러 플랫폼에서 적용되는 UDB 관점을 설명합니다.

표 F-1 플랫폼에 무관한 서적

문서 번호 제목 및 설명

S10J-8154 Administration Getting Started
UDB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 및 태스크를 소개합니다.

SA30-0988 관리 안내서

UDB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사용하는 기법과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S10J-8167 API Reference
데이터베이스 관리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사

용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S10J-8159 CLI Guide and Reference
콜 레벨 인터페이스(CLI)를 사용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S10J-8166 Command Reference
데이터베이스 관리 함수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명령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명령행 처리기 사용 방법도 설명합니다.

GA30-1489 DB2 Connect Enterprise Edition 빠른 시작

DB2 Connect Enterprise Edition 및 해당 클라이언트의 설치, 구성 및 사용을 위한 기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U

IBM 서적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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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F-1 플랫폼에 무관한 서적 <계속>

문서 번호 제목 및 설명

GA30-0981
DB2 Connect Personal Edition 빠른 시작

DB2 Connect Personal Edition 설치, 구성 및 사용에 대한 기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SA30-1491 DB2 Connect 사용자 안내서

DB2 Connect 제품에 대한 일반 사용자 안내서입니다.
S10J-8158 Embedded SQL Programming Guide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에 임베드된 SQL문을 사용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방법에 대

해 설명합니다.
문서 번호 없음

(HTML 전용)
용어집
UDB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서 번호 없음

(HTML 및 

포스트스크립트 전용)

Installing and Configuring DB2 Clients
CAE(Client Application Enabler)와 SDK(Software Developer’s Kit)와 같은 UDB 클라이언

트 소프트웨어 설치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S10J-8170 Master Index

모든 UDB 서적의 인덱스가 나와 있습니다.
GA30-0986 메시지 참조서

UDB에서 사용되는 모든 메시지와 코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SA30-1003 복제 안내 및 참조서

UDB 데이터 복제 도구에 대한 일반 사용자 안내서.
S10J-8155 Road Map to DB2 Programming

응용프로그램에서 UDB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SA30-0996 SQL 시작하기

SQL의 기본 개념을 소개합니다.
SA30-0997 SQL 참조서

UDB에서 사용되는 SQL 언어에 대한 종합적인 참조 매뉴얼.
SA30-0995 시스템 모니터 안내 및 참조서

데이터베이스 활동의 측정, 성능 향상 및 문제점 진단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 사용 방

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GA30-0704 문제점 해결 안내서

문제점을 진단하여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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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플랫폼 특정 서적

표 F-2에 나열된 서적들은 특정 플랫폼 또는 플랫폼 그룹에 적용되는 UDB 관점을 설명합니다.

표 F-2: 플랫폼 특정 서적 

문서 번호 제목 및 설명

S10J-8161 Building Applications for UNIX Environments
AIX 및 기타 UNIX 플랫폼에서 UDB 응용프로그램 프리컴파일, 컴파일 및  링크에 필

요한 지시사항이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S10J-8160 Building Applications for Windows and OS/2 Environments
Windows 및 OS/2 플랫폼에서 UDB 응용프로그램 프리컴파일, 컴파일 및 링크에 필요

한 지시사항이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GA30-0697 DB2 UDB Extended Enterprise Edition 빠른 시작

AIX 플랫폼에서 UDB Extended Enterprise Edition을 설치, 구성 및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GA30-0696 DB2 Personal Edition 빠른 시작

OS/2, Windows 95 및 Windows NT 플랫폼에서 UDB Personal Edition을 설치, 구성 및 사

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GA30-0982 OS/2용 빠른 시작

OS/2 플랫폼에서 UDB를 설치, 구성 및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GA30-0984 UNIX용 빠른 시작

AIX 및 기타 UNIX 플랫폼에서 UDB를 설치, 구성 및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GA30-0700 Windows NT용 빠른 시작

Windows NT 플랫폼에서 UDB를 설치, 구성 및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나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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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포워드 복구, 636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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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경로, 586
디폴트로 재설정, 634
로그 파일, 632
인스턴스, 605-606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 재시작, 636
제어 센터 구성 조치, 605-606,609-610
IntraPP, 593

구성 매개변수 재설정, 634
구성 조치(제어 센터), 605-606,609-610
구현, 

데이터베이스, 587-588
스토어드 프로시저, 557,558
외부 스칼라 함수, 331-341
테이블 함수, 361-365

국제 표준화 기구(ISO) 표준, 27-28
권한 부여. 권한, 특권 참조, 116-128

개요, 116
데이터베이스 레벨 권한, 117
스키마 특권, 121
인덱스 특권, 121
인스턴스 레벨 권한, 116-117
점검, 126-128
테이블 및 뷰 특권, 119-120
패키지 특권, 121
GRANT 및 REVOKE문, 122-125

권한 조치(제어 센터), 613
권한. 특권 참조, 

권한 부여 점검, 126-128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경우, 579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24
데이터베이스 레벨, 118
데이터베이스 삭제의 경우, 587
로드 유틸리티의 경우, 651
목록, 609
부여 및 취소, 122-125
사용자 정의 함수의 경우, 311
시스템 관리자, 23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24
이벤트 모니터의 경우, 681
익스포트 유틸리티의 경우, 645
인스턴스 레벨, 116-117
일반 사용자, 24
임포트 유틸리티의 경우, 648
정의, 115

카탈로그 테이블, 717
테이블 스페이스의 경우, 591
테이블 재구성의 경우, 668
트리거 지정의 경우, 417
포워드 복구의 경우, 641
함수 삭제 및, 371
CREATE TRIGGER문의 경우, 414

규정 이름, 39-41
규정되지 않은 이름, 40,41
그래픽 문자열 데이터 유형, 304
그룹화 표현식, 234
기본 키, 

고유 인덱스 및, 93
고유 키 대, 395
정규화 및, 100
제한조건, 394-395
테이블에 추가, 408-409,411
트리거 및, 422
특권, 407

기본 테이블, 36
기존 테이블 변수, 412-413
기존 행 변수, 412
기호 및 특수 문자, 

괄호, 48,66
구문 다이어그램에서, 5-6
따옴표, 39
명령문 종료 문자, 136,434
병합 연산자, 48
비교 연산자, 51,54,290-291,297
산술 연산자, 47,302-303,314,317
인픽스 연산자, 707
접두부 연산자, 706
주석, 147,150,154
파일 이름 분리문자, 7
패턴 표현식에서, 53
행 연결 문자, 150
호스트 변수 접두부, 19
Escape 문자, 53
SELECT절의 별표, 64

긴 테이블 스페이스, 584

나

나열, 

권한, 610
노드 디렉토리, 624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 587,624
데이터베이스 정보, 631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응용프로그

램, 677
복제 서브스크립션, 618
복제 소스, 618
인다우트 트랜잭션, 639
인스턴스, 624
쿼리 결과 컬럼 이름 또는 데이터 유형, 

633
테이블 특권, 613
통계 덤프, 667
CLP 명령 옵션 설정, 143
Explain된 명령문 실행기록, 615

날짜, 
기간, 48
날짜 시간 산술, 48-49
레이블된 지속 기간, 46
상수, 45
지정규칙, 304
특수 레지스터, 685
LOB 데이터 유형 제한사항, 291
PREP 옵션, 196

날짜 데이터 유형, 
산술연산, 48-49
설명, 42
외부 스칼라 함수, 332
지속 기간, 48
컬럼의 디폴트값, 392
C 데이터 유형과 동일한 것, 154
Java 데이터 유형, 503

내장 데이터 유형의 동의어, 408
내장 함수, 310
내재적 리바인드, 195,457
내재적 스키마 이름, 40,95
내재적 연결, 109
널(NULL) 값, 

널(NULL) 값으로 인한 이상, 30-31
데이터 유형, 41
방지, 30
외부 스칼라 함수, 325
원리, 2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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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리 옵티마이저 및, 30
CASE 표현식, 202,207
NOT NULL 지정, 82
nullif 함수, 209

노드, 
삭제, 602
정의, 592
추가, 597-598
카탈로그 테이블, 709-710,727-728
코디네이터 노드, 598
특수 레지스터, 684
포워드 복구 및, 640

노드 그룹, 596-597
노드 디렉토리, 624
노드 번호, 591
논리 데이터 모델, 36
느낌표(!),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름에서, 569
운영 체제 명령 실행, 132-133,142

다

다중 그룹화 스펙, 245,246
다중 재귀 서브쿼리, 265-267
다중 재귀, 트리거에서, 430
다중 처리기. 병렬 데이터베이스 참조, 

스크래치패드 함수, 351
외부 스칼라 함수, 326

단순 비교 술어, 51
단일 행 SELECT문, 168,170,251
단일 행 VALUES문, 168,170
단일 행의 INTO절, 

SELECT 및 VALUES문, 168
대량 로드 프로그램 예, 

LOADER1(CLI), 474,483
LOADER2(JDBC), 504-506
LOADER3(Embedded Dynamic SQL), 

519-525
대량 로드 프로그램, 동적 응용프로그램

으로, 20-21
대량으로 데이터 이동. 익스포트, 임포트, 

로드 참조, 
대문자 사용. 대소문자 참조, 
대문자. 대소문자 참조, 

대소문자, 
분리 ID의, 213
스토어드 프로시저 외부 이름, 565
이 책의 규칙, 4,5
이름의, 39
인용된 문자열 내에서만, 4,39
카탈로그 테이블 검색 및, 458

대칭적 뷰, 89
대형 오브젝트(LOB), 272-295

개요, 272-274
객체 지향 패러다임, 375
구별 유형, 297
데이터 임포트 및, 648
로케이터, 273,282-287
로케이터, 외부 함수에 사용, 343-349
매개변수 전달 데이터 유형, 334-335
사용자 정의 함수 및 구별 유형, 373-

380
스토어드 프로시저 및, 558
이동, 282,283
지정 규칙, 305
컬럼에 로그, 273
테이블 로드 및, 652
테이블 스페이스, 276
특수 기능, 273
파일 참조, 273,287-290,757-759
호스트 변수, 759
Blob(2진 대형 오브젝트) 데이터 유

형, 272
C 및 C++의 변수 선언, 276-281
CLI 함수, 465,468
Clob(문자 대형 오브젝트) 데이터 유

형, 272
Dbclob(2바이트 문자 대형 오브젝트) 

데이터 유형, 273
Java 데이터 유형, 503
LOB 데이터 유형의 제한사항, 290-291
LOB 유형 컬럼 작성, 274-276
Long Varchar 및 Long Vargraphic 데이

터 유형, 272,273
MOVIE 프로그램 예, 280-281
PLAY 프로그램 예, 285-286
Polygon 데이터 유형 예, 375-380
SCHOLAR 프로그램 예, 292-295

SQLDA 디스크립터 및, 528-529,535,5
37,538

대화식 쿼리 프로그램 예, 
QUERY1(CLI), 482-497
QUERY3(Embedded 동적 SQL), 539-549

대화식 SQL 도구, 131-147. 명령행 처리기

(CLP), DB2 도구 참조, 131-147
대화식 명령, 145-147
커서, 172
CLP, 17,131,141-147
DB2 도구, 17-18,131-140

데이터 독립성 원칙, 25,271
데이터 무결성, 

개요, 104
제한조건, 391,410,432,433
트리거, 391,411,433

데이터 보안. 보안 참조, 
데이터 수정, 

위치 지정 UPDATE 및 DELETE문, 169,
171-172

입력 호스트 변수, 151
DELETE문, 78-79
INSERT문, 74-76
UPDATE문, 76-78

데이터 유형, 
1바이트, 42
2바이트, 43
개요, 41-43
결과 세트에서, 516
구문, 406,407
구별 유형, 296-306,366-367
그래픽 유형 호스트 변수 선언, 156-

157
길이 접두부 문자열 호스트 변수, 762

-763
내장 데이터 유형의 동의어, 408
널(NULL) 값, 41
널(NULL) 종료 문자열 호스트 변수, 

754-755
대형 오브젝트(LOB), 272-295
대형 오브젝트(LOB) 호스트 변수, 759
로케이터 호스트 변수, 759
리터럴 테이블에서, 68
명령 센터에서 표시,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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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383,386,465
부동 소수점 상수의, 44
숫자 호스트 변수, 753
스토어드 프로시저 매개변수의, 563
승격 경로, 328,329,383,687
외부 스칼라 함수 매개변수의, 321-322,

334-335
유형 결정, 306-307
유형이 지정된 매개변수 표시문자, 

471-472
이 책의 규칙, 4
인덱스 키 컬럼의, 93
전래 함수 매개변수의, 315
종속성, 455
지정 규칙, 304,384,385
카탈로그 테이블, 298,716
캐스트 기능 규칙, 384-386
캐스팅, 49,384-386
컬럼의 디폴트값, 392
코드 페이지, 41-42
쿼리 결과 나열, 630-631
파일 참조 호스트 변수, 759
C 데이터 유형, 153-154,277,704-706
CAST 표현식으로 변경, 49-50
CREATE TABLE문에서, 407
Java 데이터 유형, 369,503
Polygon 데이터 유형 예, 375-380
raise_error 함수 및, 207
SQLDA 구조에서, 526,704-706
UNION 데이터 유형 계층 구, 382

데이터 유형의 승격 경로, 328-329,687,383,
687

데이터 의미, 272
데이터 일관성, 104-115

데이터베이스 연결, 109-115
트랜잭션, 103-108

데이터 정의 명령문, 80-103
대화식 실행, 80
별명 작성, 84-85
뷰 작성, 86-91
스키마 작성, 94-95
오브젝트 삭제, 95-97,370-372
오브젝트에 대한 주석, 97-98
인덱스 작성, 91-94

임베드, 80
정규화, 80,100,103
정의, 80
테이블 변경, 82-83,408-410
테이블 이름 바꾸기, 83
테이블 작성, 81-82,401-408

데이터베이스, 
1바이트 대 2바이트, 42
개요, 15-17
구성, 609-610
구현, 587-588
노드 및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 갱

신, 621-624
데이터 로드, 643,649-653
데이터 익스포트, 643,645-646
데이터 일관성 보호, 103-115
데이터 임포트, 646-649
데이터베이스 복구, 632-642
디렉토리, 586,621
로그 파일, 632
리스토어, 610-611,635,638,639
모니터링, 608,612,674-682
백업, 611,635,636-637
별명, 621
병렬 데이터베이스, 589-598
복구 관리, 635-642
삭제, 586,621
새 데이터베이스 검색, 672
성능 조정, 583,660,674
실제 스페이스 및, 584
연결, 16
예제 테이블, 36-39
응급 복구, 636
인스턴스와의 관계, 16
작성, 586-587
재시작, 609,635
정의, 15
제어 센터 및, 603
제어 센터 조치, 607-612
파티션된 데이터베이스 로드, 657-658
포워드 복구, 276,635,639-642
활성, 설계, 434-452
CLI 함수, 466-467,470
SMS 테이블 스페이스를 사용하여 

구성, 587
데이터베이스 관리, 583-682

개요, 583-580
권한, 583
대량으로 데이터 이동, 645-658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675-682
데이터베이스 및 물리적 스페이스, 

584-588
데이터베이스 복구, 635,642
매뉴얼, 583
명령 사용, 624-632
병렬 데이터베이스, 589-598
성능 조정, 583,660-674
제어 센터 사용, 603-620
클라이언트 구성 지원 프로그램 사

용, 624
데이터베이스 관리 권한. DBADM 권한 

참조, 
데이터베이스 관리 스페이스(DMS), 582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구성 매개

변수. 구성 매개변수 참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24
데이터베이스 구성 매개변수. 구성 매개

변수 참조,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 

갱신, 621-624
나열, 586,621

데이터베이스 레벨 권한, 118
데이터베이스 복구 관리, 632-642

개요, 632-633
데이터베이스 백업, 635
로그 파일, 632
리스토어 복구, 636-639
복구 유형, 636
응급 복구, 636
저널, 644
포워드 복구, 276,635,639-642
BACKUP 명령, 636-637
RESTART 명령, 636
RESTORE 명령, 638-639,642
ROLLFORWARD 명령, 639-642

데이터베이스 삭제 조치(제어 센터), 587
데이터베이스 서버. 서버 참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모니터, 67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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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샷 모니터, 674-675,676,680
이벤트 모니터, 674-675,680-682

데이터베이스 연결, 109-115
권한, 118
내재적 연결, 109
복합 명령문 및, 174
설정, 16
설정 표시, 146
스토어드 프로시저 및, 553,558
유형 1 연결, 109-111,146,192-193
유형 2 연결, 109-111,115,146,192-193
유형 변경, 146
응용프로그램 빌드, 188
응용프로그램 연결 강제 해제, 610
제어 센터 조치, 609,618
파티션간 병렬 처리, 593
프리컴파일, 110-115
CLI 구성 옵션, 467
CLI 대 Embedded 동적 SQL, 463
CLI 함수, 466-467
CONNECT RESET문, 114
CONNECT문, 110-113
DISCONNECT문, 110,113
JDBC 연결 클래스, 500
RELEASE문, 111,115

데이터베이스 작성 조치(제어 센터), 586
데이터베이스 재시작, 609,635
데이터베이스 조정. 성능 참조,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데이터베이스 연

결 참조, 
데이터베이스의 로그 파일, 636
도움말, 명령 및 메시지의, 146
도움말의 물음표(?), 147
동적 응용프로그램, 

개요, 20-21,463
정의, 20
콜 레벨 인터페이스(CLI), 21
Embedded 동적 SQL, 22,514-549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 22

동적 커서 선언, 519
동적 프로그래밍, 661
동적 FETCH문, 518-519,528,529,536-539
동적 OPEN문, 517-518,529,536
동적 SQL,Embedded 동적 SQL 참조, 463-549

개요, 20-22,463
권한 부여 점검규칙, 126
매개변수 표시문자, 464
명령문 준비, 463
성능 단점, 21
정의, 463
정적 SQL 대, 20,149,463
지원되는 언어, 149,463
처리 시 태스크, 21
콜 레벨 인터페이스(CLI), 21-22,464-

497
프로그램에서 임베드, 20-22
함수 결정 규칙, 330
Embedded 동적 SQL, 22,463,514-549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 22,

463,498-513
등록, 

메소드, 370
스크래치패드 함수, 326
스토어드 프로시저, 23,562-564
외부 함수, 343
컨스트럭터 함수, 376

디렉토리, 
노드 디렉토리 나열, 621
노드 및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 갱신, 

621-624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 나열, 586,621

디스크립터, 
정의, 516
핸들, 466
CLI 함수, 470-471
SQLDA 디스크립터, 528-539

따옴표, 
따옴표로 묶인 문자열의 대소문자 

구분, 4,39
문자열 상수, 45
분리 ID, 213

라

레이블된 지속 기간, 46
레지스터, 특수. 특수 레지스터 참조, 
로드 유틸리티, 649-653

개요, 643

점검 보류 상태 및, 651,653-656
제어 센터에서 호출, 614,652
통계 수집, 651
파일 형식, 645

로드 조치(제어 센터), 614,652
로드. 익스포트, 임포트 참조, 

로드 유틸리티, 645,651-653
점검 보류 상태 및, 651,653-656
제어 센터 로드 조치, 614,652
제한조건 및, 643,651
테이블, 613
트리거 및, 645
파일 형식, 645
파티션된 데이터베이스, 657
포워드 복구 및, 652

로컬 점검 옵션, 89-90
로케이터, 282-287

개요, 273,282
대형 오브젝트 및 구별 유형, 380
상수로서 값, 283
서로 계산, 284
외부 함수, 343-349
자원 해제, 284,287
페치, 284
호스트 변수 선언, 759
recipe, 283
SQLDA 디스크립터에서, 538-539

로케이터 변수, 282-284
로케이터 페치, 284
로케이터 함수, 343-349
롤 포워드 보류 상태, 614,638-369
롤 포워드 조치(제어 센터), 614,618
롤 포워드 중지 조치(제어 센터), 609
루프, 

구문 다이어그램에서, 5
무한, WHENEVER SQLERROR문, 161

리스토어 복구, 데이터베이스 복구 관리 

참조, 633,634,636-638
리스토어 조치(제어 센터), 610,617-618
리스토어. 백업 참조, 

백업에서 데이터베이스, 611,638-639
테이블 스페이스, 617-618,637
테이블 실제 구성, 667-670
트랜잭션에 의한 변경사항, 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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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리터럴 테이블, 68

쿼리 및, 65-69
INSERT문에서, 74-75
VALUES문, 71-73

리턴 코드 및 메시지. SQLCODE, SQLSTA
TE 참조, 
“명령문이 너무 길거나 너무 복잡합

니다”, 429,431
메시지 도움말, 146
스토어드 프로시저, 553,566
외부 Java 함수, 369
재귀 쿼리, 268
전체 메시지 표시, 160
트리거, 417-418
프로그램 예에서, 184
함수 분석, 331
DESCRIBE문, 531
PREP 옵션, 193
PREPARE문, 531
raise_error 함수, 207
SQLCA 구조, 157-160
WHENEVER문으로 점검, 160-162

링크, 
스토어드 프로시저, 560-560
외부 함수, 342
C 프로그램, 190

마

마감 원칙, 211-212
매개변수 규칙, 

외부 스칼라 함수, 331,333-337
외부 Java 함수, 369
테이블 함수, 361

매개변수 표시문자, 
개요, 462
바인딩, 478-479
유형이 지정된, 471-472
CLI 함수, 467
Embedded 동적 SQL, 516,518

매뉴얼 서적 참조, 
메시지 패널(저널), 138-139
메시지. 리턴 코드 및 메시지 참조, 

메타데이터, 713
명령 및 메시지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146
명령 센터, 132-136

결과 패널, 132,136
대화식 명령, 145-147
도움말, 146
동적 응용프로그램으로, 20
설명, 17
스크립트 패널, 132-133
액세스 플랜 패널, 133-135
자동 커미트 기능, 108,135
전역 설정, 135-136
커서, 172

명령 파일, 190-191,560-561
명령,특정 명령 참조, 624-632

개요, 624-625
데이터베이스 복구 관리, 635-642
운영 체제 레벨 명령, 625-629
프로파일 레지스트리, 629
Administration Server, 630
SQL문 대, 579-580
Windows NT 및, 141,625
Windows NT용 DB2 명령 창, 141,625

명령문 및 명령의 종료 문자, 136,434
명령문 종료 문자, 136
명령문 종료 문자로서의 세미콜론(;), 136,

142
명령문 트리거, 411
명령문 핸들, 

개요, 464-465
사용, 465
LOADER1 프로그램 예, 476-477
QUERY1 프로그램 예, 486-487,494-495

명령행 처리기(CLP), 141-147
긴 SQL문 및 명령, 142
도움말, 146
명령 옵션, 143-145
설명, 17
세션 종료, 143
운영 체제 명령, 142
자동 커미트 기능, 107,145
커서, 172
호출, 141
db2 명령, 141-142

명시적 조인, 221-228
모니터 요약 표시 조치(제어 센터), 608,617,

618
모니터 프로파일, 607,677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608,612,674-682
시스템, 607
이벤트, 616
테이블 스페이스, 617,618

모듈 정의 파일, 341-342,559-560
무결성. 데이터 무결성 참조, 
문자 가변 데이터 유형. Varchar(n) 데이터 

유형 참조, 
문자 가변 데이터 유형. Varchar(n) 데이터 

유형 참조, 
문자 대형 오브젝트(Clob) 데이터 유형,대

형 오브젝트(LOB) 참조, 273,304,335,
503

문자 데이터 유형, Char(n) 데이터 유형 

참조, 
문자열, 

2바이트 문자열 교환, 155-157
그래픽 문자열 데이터 유형, 304
길이 접두부 문자열 호스트 변수, 762
널(NULL) 종료 문자열 호스트 변수, 

762
따옴표로 묶은 문자열의 대소문자 

구분, 4,39
문자열 데이터 유형, 304,559,754-756
문자열 상수, 45
설정 조작으로 조합, 382
호스트 변수 선언, 754-756
SEQUEL(Structured English Query Lang

uage), 26-27
문자열 데이터 유형, 

스토어드 프로시저 및, 559
지정규칙, 304
호스트 변수 선언, 759

문자열 상수, 45
문자열 상수, 45
문자열 상수의 16진 표기법, 45
문제점 해결 패널(정보 센터), 140



777색인

바

바인드 파일, 190,192,197
바인딩, 

개요, 188-190
권한, 118
내재적 리바인드, 195,455
매개변수 표시문자, 464,478-479
바인딩 시멘틱, 454
보수적 바인딩 시멘틱, 196,330,456-455
정의, 189,455
종속성 및, 454
파일 리바인드, 197
파티션내 병렬 처리 및, 593
패키지 리바인드, 190,195-197,455

반복 불가능 읽기 이상, 105
반복 읽기(RR) 분리, 105,106
배정 도 데이터 유형. Double 데이터 유

형 참조, 
백슬래시, 

파일 이름의 분리문자로, 7
행 연결 문자로, 150

백업 보류 상태, 652
백업 조치(제어 센터), 610,617
백업. 리스토어 참조, 

데이터베이스, 610,632-633,636-637
백업 파일 이름 구조, 637
테이블 스페이스, 617

백업에서 작성 조치(제어 센터), 607
버퍼 삽입, 76
버퍼 풀, 584,620
변경 조치(제어 센터), 603,606,618-619
변경 조치(제어 센터), 608613615616617000 
변수, 

로케이터 변수, 282-284
초기화, 155,278
호스트 언어 선언, 761-768
JDBC 응용프로그램의 환경 변수, 500
LOB 변수 선언, 277-281
SQL 선언 섹션, 153-155

별명, 
데이터베이스의, 621
변경, 616
삭제, 95,616

작성, 84-85,616
정의, 80
제어 센터 조치, 616
종속성, 456-457

별명 목표, 84
별표(*), 

C 스타일 주석에서, 154
SELECT절에서, 64,163

병렬 데이터베이스, 589-599
노드 삭제, 598
노드 추가, 597-598
데이터 재분배, 600
파티션, 589
파티션간 병렬 처리, 589,591-596
파티션내 병렬 처리, 193,589-591
IN NODEGROUP 매개변수, 589

병렬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재분배, 
600

병합 알고리즘, 660
병합 연산자, 47-48
보수적 바인딩 시멘틱, 196,330,454-455
보안. 권한, 특권 참조, 

권한 부여, 116-128
권한 부여 점검, 125-128
데이터 보안, 104
데이터베이스 레벨 권한, 118
스키마 특권, 121
스토어드 프로시저, 561
인덱스 특권, 121
인스턴스 레벨 권한, 116-117
테이블 및 뷰 특권, 118-120
패키지 특권, 120-121
GRANT문, 122-125
REVOKE문, 122-125

복구 관리. 데이터베이스 복구 관리 참조, 
복구 패널(저널), 138
복사, 

데이터베이스 백업, 610,636-637
복제 서브스크립션 클론, 619
스크립트, 137
테이블, 613

복사 조치(제어 센터), 613
복수 바이트 형식, 155,194,288
복제, 

복제 소스로서 테이블 정의, 615
제어 센터 조치, 618-619

복제 소스로 정의 조치(제어센터), 615
복제 안내 및 참조서, 583
복합 SQL문, 173,173-174,466
부동 소수점, 206
부동 소수점 0, 206
부동 소수점 루틴, 476
부동 소수점 상수, 44
분리, 105-107,146,194,466
분리 ID, 213
분리문자, 

파일 이름에서, 7
CLP문 및 명령, 434

분산 트랜잭션, 109,636
분석, 

데이터 유형, 306-307
서브쿼리의 컬럼 이름, 210-212
함수, 195-196,306-307,328-331,361

분할 프로그램 유틸리티, 657
.sql 및 .sqC 파일 이름 확장자, 184

분할 프로그램 유틸리티의 PARTITION 모
드, 656-657

불공정 읽기 이상, 105
불균형 데이터 값, 663
뷰, 

갱신 가능, 88-89
갱신 가능 카탈로그 뷰, 713,746-751
관련 뷰 표시, 615
대칭적, 89
변경, 616
삭제, 95,616
샘플 내용 보기, 617
익스포트, 617
읽기 전용, 88-89
임시 뷰 정의, 249-251
작동 불능, 90,454
작성, 86-91,615
점검 옵션, 89-90
정의, 36,80
정의의 쿼리, 69
제어 센터 조치, 615
제한조건 및, 391
종속성, 45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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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뷰, 664-665,708-746
카탈로그 테이블, 89,457,746-746
특권, 118-120,615,617
하위, 89
행 값 수정, 76
행 삭제, 78
행 삽입, 74

뷰의 점검 옵션, 89
비교 술어, 

단순, 51
정량화, 54

비교 연산자, 51,54,290-291,297
비분리 스토어드 프로시저, 561
비분리 함수, 

권한, 118
외부 스칼라 함수, 332

비순환, 정의, 254
비용 중심적 옵티마이저, 659
비활성화 조치(제어 센터), 619

사

사용자, 
역할, 23-25
제어 센터 조치, 623

사용자 그룹, 116
사용자 정의 데이터 유형. 구별 유형 참조, 
사용자 정의 함수, 310-373

객체 지향 패러다임, 374
대형 오브젝트 및 구별 유형, 374-382
데이터 유형 승격 경로, 329
비분리, 118,323,325,333
스크래치패드 함수, 349-358
시그니처, 312,315,316-317,371
외부 스칼라 함수, 311,319-328,311-341
외부 함수, 

구별 유형, 365-367
로케이터, 343-349
설치, 341-343
테이블 함수, 311,358-365
Java로 작성, 367-369
OLE 자동화 및, 370-371

외부 함수 로케이터, 343-350
전래 함수, 310,313-319

점검 제한조건 호출, 396
제어 센터 조치, 623
카탈로그 테이블, 663-664,719-723,748

-749
테이블 함수, 311,358-365
특정 이름, 312
패키지 리바인드, 195-197
함수 결정, 328-331
함수 계열, 312
함수 삭제, 370-672
함수 오버로드, 311
함수 인스턴스, 312
함수의 주석 표시, 372-373
CREATE FUNCTION문, 311,313-320,

358-360
CREATEIN 특권, 311
FUNCPARMS 카탈로그 테이블, 313
FUNCTIONS 카탈로그 테이블, 312-313
OLE 자동화, 369-370
Polygon 데이터 유형 예, 375-382

사용자 ID, 현재 AuthID, 40
사전 트리거, 418-422

값 겹쳐쓰기, 419-422
데이터 조건 지정, 420
사후 트리거 대, 418-419,420,422
예외 조건 발견, 784
전이 변수, 413
정의, 412
제한조건 상호 작용, 433
지정문, 416-418
행 트리거 및, 411
허용된 SQL문, 420

사후 트리거, 423-427
감사 추적, 411,427
강제 규정, 423
명령문의 실행 순서, 434
사전 트리거 대, 418-419,420,423
세분성, 412
전이 변수, 413
정의, 412
제한조건 상호 작용, 433
테이블 링크, 423-427
허용된 SQL문, 422

사후 트리거를 사용하여 테이블 링크, 423

-427
삭제, 

구별 유형, 299,622
데이터베이스, 587,608
데이터베이스 별명, 624
버퍼 풀, 620,584
별명, 619
병렬 데이터베이스 노드, 602
뷰, 616
뷰의 행, 88-89,120
사용자 또는 그룹의 특권, 620
서브스크립션 정의, 621
스크립트, 137
스키마, 127,619
오브젝트, 95-97,127
외부 키 제한조건 위반, 399-401
인덱스, 618
인스턴스, 624,626
인스턴스 삭제, 628
작업, 137
저널 레코드 제거, 139
제어 센터 목록의 데이터베이스, 612
제어 센터 목록의 시스템, 607
제어 센터 목록의 인스턴스, 610
제한 조건, 409-411
테이블, 613
테이블 스페이스, 585,616,618
테이블의 행, 78-80
트리거, 415,616
특권, 615
함수, 343,374,619

삭제 조치(제어 센터), 608,613,616
산술 연산자, 

구별 유형 및, 366
전래 함수 및, 303
표현식에서, 47

삽입, 
버퍼 삽입, 76
뷰의 행, 88
테이블의 행, 78

상관 서브쿼리, 212,353
상관 이름, 57,62,79,211,231
상관 절, 229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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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행에서 계속, 150
부동 소수점 0, 206
양식, 35

상위 키, 
외부 키 제한조건, 392,397
정의, 395

상위 테이블, 397
새 제어 센터 열기 조치, 606
새 테이블 변수, 412-413
새 행 변수, 412
새로 고침 조치(제어 센터), 606
새로 리스토어 조치(제어 센터), 614
샘플 내용 조치(제어 센터), 616
샘플 프로그램 패널(정보 센터), 141
서버, 

스토어드 프로시저, 552-567
특수 레지스터, 687
Administration Server 명령, 630
CLI 함수, 471

서브스크립션 정의 조치(제어 센터), 621
서브쿼리, 208-218

개요, 210
개요, 232
다중 그룹화 스펙, 244-246
마감 원칙, 211-213
상관, 209-212,352,353
상위 레벨 SQL문 내에서, 68-69
수퍼 그룹, 231-246
스칼라 서브쿼리, 44,213-214
온라인 분석 처리(OLAP), 231,232
재귀, 252,265-267
재귀 쿼리에서, 252
정의, 208
조인 조건 및, 230,231
직교성 원칙, 210
초기, 252,267
컬럼 이름 분석, 210
테이블 표현식, 215-218
피연산자로, 47
CASE 표현식 제한사항, 207
CUBE 연산자, 238-243,244-246
DELETE문에서, 79
GROUPING SETS 연산자, 243-246
ROLLUP 기능, 233-238,244-246

SQL92 향상, 201
substr 함수, 284
UPDATE문에서, 76-78

서적, 
데이터베이스 관리 교재, 103
데이터베이스 관리 매뉴얼, 583
온라인 UDB 매뉴얼, 140
응용프로그램 빌드, 190,191
Embedded SQL Programming Guide, 7,

18,149,369,370,551,561,565,566
IBM 서적, 767
OLE 자동화 참조서, 370
Visual Age for Basic, 568

서적 패널(정보 센터), 140
선언, 

그래픽 유형 호스트 변수, 156-157
로케이터 변수, 282
스토어드 프로시저, 552
이동 가능한 함수 작성, 339
커서, 162-165,172,517
파일 참조, 287-288
호스트 변수, 153,154,155,752-759
C++ 클래스, 184
LOB 변수, 276
SQL 선언 섹션, 153-155
SQLDA 디스크립터, 529-530

선행 처리기 명령문(C 언어), 150
설치, 

스토어드 프로시저, 559-564
외부 함수, 341-343

성능, 659-674
개요, 660
동적 SQL 단점, 20-21
옵티마이저, 659-661
정적 SQL 장점, 18
제어 센터 성능 구성 조치, 613
최적화 클래스, 660-661
측정, 631
테이블 스페이스 및, 584
테이블 재구성, 667-670
통계, 662-667
플랜 Explain, 671

성능 구성 조치(제어 센터), 613
세 가지 값을 갖는 논리, 30,50-51,55

세 가지 값을 갖는 논리의 참 값, 55
세션 정보, 631
섹션, 

프리컴파일, 150
SQL Declare 섹션, 19

소문자. 대소문자 참조, 
소스 유형, 296,298,301,385
술어, 52

내부 쿼리, 68
단순 비교, 51
술어 결합, 55-56
점검 조건, 393-394,404,405
정량화 비교, 54
제공된 컬럼의 선택성, 663
조인 조건, 224
지원된 유형, 51-55
행, 54-55
BETWEEN, 51-52
EXISTS, 54
Explain 테이블, 672
IN, 53-54
IS NULL, 52-53
LIKE, 53,291
LOB 데이터 유형 제한사항, 290-291

숫자 호스트 변수, 760
스냅샷 모니터, 674-675,676-680
스냅샷 모니터링 조치(제어 센터), 610
스칼라 값, 210,213
스칼라 서브쿼리, 44,213-214
스칼라 함수, 

영문자순 나열, 692
외부, 311
외부 스칼라 함수 구현, 331-341
외부 스칼라 함수 작성, 319-328
컬럼 함수 대, 58
패키지 리바인드, 195
coalesce 함수, 207-208,383
nullif 함수, 209

스크래치패드 함수, 349-358
등록, 251
상관 서브쿼리에서, 353
외부 스칼라 함수, 326
작성, 350-352,354-355
제한조건에서,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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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에서, 352
Java 스크래치패드 함수, 370
nthbest 예, 353-359
seqno 예, 350

스크립트, 
명령 센터 스크립트 모드, 133
스크립트 센터, 17,136-137
정의, 136

스크립트 센터, 17,136-137
스크립트 패널(명령 센터), 132-133
스키마, 

구별 유형 및, 296
권한, 118
내재적 대 명시적, 40
변경, 619
삭제, 95-96
소유자, 40,95
스토어드 프로시저, 562
이름, 39-41
작성, 40,94-95
정의, 80
제어 센터 조치, 619
카탈로그 테이블, 735-736
특권, 120,616
PREP 옵션, 194

스키마 소유자, 40
스토어드 프로시저, 551-577

개요, 22-23,551
결과 세트, 565,579
구현, 560
규칙, 560
등록, 23,562-564
리턴 코드, 553.566
모듈 정의 파일, 559-560
비분리, 563
서버측, 552-567
선언, 554
설치, 559-564
실행 파일, 562
외부 이름, 565
이름, 568-569
이름 및 시작점 맵핑, 566
입력 데이터의 대형 콜렉션 전달, 555
적합한 응용프로그램, 22

정의, 22
카탈로그 테이블, 564
클라이언트측, 568
특권, 563
특정 이름, 565
호출, 23,553,567-570
BASIC에서, 568
CALL문, 567-570
CLI 클라이언트에서 호출, 574
CLIENT1A 프로그램 예, 572
CLIENT1B 프로그램 예, 575
CREATE PROCEDURE문, 562-564,565
Java에서, 565
SERVER1 프로그램 예, 555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실행 가능 파일, 563
슬래시(/), 

파일 이름에서 분리문자로, 7
C 스타일 주석에서, 154

시간, 
날짜 시간 산술, 48-49
레이블된 지속 기간, 46
상수, 45
지속 기간, 48
트리거의 활성화 시간, 412
특수 레지스터, 685
LOB 데이터 유형 제한사항, 290
PREP 옵션, 193

시간 데이터 유형, 
산술 연산, 48-49
설명, 42
외부 스칼라 함수, 335
지속 기간, 48
지정 규칙, 304
컬럼의 디폴트값, 393
C 데이터 유형과 동일한 것, 154
Java 데이터 유형, 503

시간대 특수 레지스터, 687
시간소인, 

날짜 시간 산술, 48-49
레이블된 지속 기간, 46
사전 트리거 생성, 415
상수, 45
지속 기간, 48
특수 레지스터, 685

LOB 데이터 유형 제한사항, 290
시간소인 데이터 유형, 

산술 연산, 48-49
설명, 42
외부 스칼라 함수, 335
지속 기간, 48
컬럼의 디폴트값, 393
C 데이터 유형과 동등한 것, 154
Java 데이터 유형, 503

시스템, 
스냅샷 모니터링, 607
정보 얻기, 633
정의, 599
제어 센터 및, 603
제어 센터 조치, 606

시스템 관리 권한. SYSADM 권한 참조, 
시스템 관리자, 23
시스템 모니터 안내 및 참조서, 675
시스템 생성 함수, 310,311
시스템 유지보수 권한. SYSMAINT 권한 

참조, 
시스템 제어 권한. SYSCTRL 권한 참조,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 카탈로그 테이

블 참조, 
시작 조치(제어 센터), 607

아

애플릿, Java 참조, 509
개발 도구로서의 JDBC, 22

액세스 구조, 36
액세스 프로파일, 

생성, 607
클라이언트 카탈로그에 데이터베이

스 추가, 626
액세스 프로파일 생성 조치(제어 센터), 607
액세스 플랜, 670-674

등급, 193,590,591
파티션내 병렬 처리, 589-590
패키지 리바인드, 195-197
Explain된 명령문, 611-612
PREP 옵션, 192

액세스 플랜 패널(명령 센터),, 133-135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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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커미트 읽기 분리, 107
연결 끊기 조치(제어 센터), 613
연결 조치(제어 센터), 612
연결 핸들, 466,478,488
연산자, 

괄호, 48
구별 유형, 302-303
병합 연산자, 47-48
비교 연산자, 51,54,290-291,297
산술 연산자, 47,302-303,314
연산자로서 사용자 정의 함수, 314
인픽스 연산자, 707
접두부 연산자, 706
집합 연산자, 65-66,68,172,291,381-383
표현식, 47-48
AND, 55-56
CUBE, 238-243
EXCEPT, 65-66,68,381-383
Explain 테이블, 672
GROUPING SETS, 243-246
INTERSECT, 65-66,381-383
NOT, 55-56
OR, 55-56
UNION, 65-66,68,381-383
UNION ALL, 253

연쇄 시멘틱, 458
연쇄 점검 옵션, 89
예외 테이블, 649-650
오류 메시지. 리턴 코드 및 메시지 참조, 
오른쪽 외부 조인, 223,224,225,227-228
오버플로우 레코드, 668
오브젝트, 

객체 지향 패러다임, 271-272,373
삭제, 95-97
제어 센터 조치, 616
종속성, 452-453
주석 표시, 97

오브젝트 이름, 40-41
오브젝트 종속, 457
온라인 분석 처리(OLAP), 232
옵티마이저, 659-661
와이드 문자 형식, 156
완전 외부 조인, 225
외부 스칼라 함수, 

구현, 331-341
매개변수 규칙, 331,333-337
매개변수의 데이터 유형, 321-322,334

-335
설명, 311
작성, 319-328
addWeeks 예, 330-331
normalWeight 예, 326-327

외부 스칼라 함수 디버그, 338
외부 조인, 31,57,223-228
외부 키, 

정의, 395
테이블에 추가, 409
특권, 400

외부 키 제한조건, 397-400
데이터 로드 및, 645
위반, 399-400
이름, 398
점검 보류 상태, 653,655-657
종속성, 458
참조 무결성 관계, 398-400
카탈로그 테이블, 725-727,733-735
특권, 400,409

외부 함수, 
구별 유형, 366-367
등록, 342
로케이터, 343-350
매개변수 전달 데이터 유형, 333-335
설명, 303
설치, 341-343
스칼라 함수, 310,319-328,331-341
스크래치패드 함수, 350-359
전래 함수의 소스로, 326
지원되는 언어, 311
테이블 함수, 220-222,229,311,359-366
Java로 작성, 369-370
OLE 자동화 및, 370-371

왼쪽 외부 조인, 220,225,226-228
운영 체제. 플랫폼 참조, 
워크시트 파일 형식, 647
웹 사이트, 

정보 센터에서 찾아보기, 140
Morgan Kaufmann, 9

웹 패널(정보 센터), 140

웹 페이지, 
작성, 509-510
표시, 510-511
BestBuys Java 애플릿 예, 512-515

위치 지정 DELETE문, 169,171-172
위치 지정 UPDATE문, 169,171-172
위치 지정 where절, 169
유향 비순환 그래프, 256
유형 1 및 2 연결. 데이터베이스 연결 참조, 
유형이 지정된 매개변수 표시문자, 472
유효하지 않은 패키지, 196,456-457
음영 처리, 276
응급 복구,데이터베이스 복구 관리 참조, 

636,637
응용프로그램 강제 중단 조치(제어 센터), 

591,608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24
응용프로그램 나열 조치(제어 센터, 610
응용프로그램 리퀘스터(AR) 프로토콜, 8
응용프로그램 빌드, 188-197

바인딩, 189
컴파일 및 링크, 191
패키지 리바인드, 195-197
프리컴파일, 189-191,192-195
프리컴파일된 프로그램 수정, 191,197
UDB 명령 파일, 191-192

응용프로그램 서버(AS) 프로토콜, 8
응용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 예, 292-296
응용프로그램. Embedded 동적 SQL, C 및 

C++ 프로그램에 정적 SQL 임베드, JD
BC(Java Database Connectivity), 스토어

드 프로시저 참조, 
이 책의 예, 6
이 책의 예제 소스 코드, 6
이 책의 키워드 규칙, 4
이 책의 표기 규칙, 4
이 책의 프로그래밍 예, 6
이름 바꾸기 조치(제어 센터), 616
이름(계속), 

규정되지 않은 이름, 40,41
뷰, 86
테이블 이름, 402
트리거, 411

이름. 컬럼 이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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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39-41
구별 유형, 296-299
규정 이름, 39
데이터 유형 결정, 306
백업 파일 이름 구조, 639
별명, 84-86
사용자 정의 함수의 특정 이름, 316
상관 이름, 57,62,79,211,231
서브쿼리에서 분석, 210
소스 유형, 297
스키마 이름, 39-41
스토어드 프로시저, 570-571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특정 이름, 564
오브젝트 이름, 39-41
외부 스칼라 함수, 319,321
외부 키 제한조건, 397
이 책의 대소문자 규칙, 4-5
인스턴스 이름, 15
작동 불능 뷰, 90
전래 함수, 312
정의, 40
제한조건 이름, 402
최대 문자 수, 39-41
캐스팅 함수, 299,300,301
테이블 이름 바꾸기, 83,616
파일 참조, 287
함수 결정, 196,306-307,328-331
함수 삭제, 371
호스트 변수, 151,155
C 및 C++ 프로그램의 파일 이름 규칙, 

184
이벤트 모니터, 616,675,681-682
이벤트 모니터 조치(제어 센터), 616
이상, 

가상 행 이상, 105
갱신 정보 유실 이상, 106
널(NULL)로 인한, 30-31
반복 불가능 읽기 이상(nonrepeatable 

read anomaly), 105
불공정 읽기 이상(dirty read anomaly), 

105
익스포트 유틸리티, 645

개요, 645
제어 센터에서 호출, 613,616,648

파일 형식, 645-646
익스포트 조치(제어 센터), 618,648
익스포트 파일, 341
익스포트. 임포트, 로드 참조, 

뷰, 616
익스포트 유틸리티, 645
제어 센터 익스포트 조치, 618,648
테이블, 616
파일 형식, 646

인덱스, 
변경, 616
삭제, 95,616
설명, 80,92
순서 지정 특성, 664
여유 공간, 93
연관 검색 특성, 664
용도, 91
작성, 91-94,614-618
제어 센터 조치, 619
제한, 92
종속성, 456
카탈로그 테이블, 729
클러스터링, 91,93,653
테이블 로드 및, 652
통계, 662
특권, 119,617
패키지 리바인드, 195-197
LOB 데이터 유형 제한사항, 290

인덱스 순서 지정 특성, 664
인덱스 스캔, 664
인덱스 연관 검색 특성, 664
인덱스의 UNIQUE 등록 정보, 93
인스턴스, 

개요, 15-17
구성, 605-606
나열, 623
데이터베이스와의 관계, 15-17
명령에 지정, 630
명령으로 관리, 628
삭제(파기), 626
소스 함수 인스턴스, 315
작성, 15,628
정의, 15
제어 센터 및, 603

제어 센터 조치, 607
종속성, 454
중지, 608,629,632
파티션내 병렬 처리 이용, 595
함수 삭제 및, 371
함수 인스턴스, 312
호출, 604,626,632
Explain 테이블, 671

인스턴스 레벨 권한, 116-117
인스턴스 이름, 15
인픽스 연산자, 707
일관성. 데이터 일관성 참조, 
일반 사용자, 24
읽기 안정성 분리, 106
읽기 전용 뷰, 188
임시 테이블 스페이스, 590
임포트 유틸리티, 646-649

개요, 645
모드, 648
제어 센터에서 호출, 617
파일 형식, 644-645

임포트 유틸리티의 CREATE 모드, 649
임포트 유틸리티의 INSERT 모드, 649
임포트 유틸리티의 INSERT_UPDATE 모

드, 649
임포트 유틸리티의 REPLACE 모드, 649
임포트 유틸리티의 REPLACE_CREATE 모

드, 649
임포트 조치(제어 센터), 614.647
임포트. 익스포트, 로드 참조, 

임포트 유틸리티, 643,646-649
제어 센터 임포트 조치, 617
파일 형식, 644-645

입력 파일, CLP 옵션, 141
입력 호스트 변수, 

데이터 조작 명령문에서, 151
정의, 151

자

자동 로드 프로그램 유틸리티, 659
자동 로드 프로그램 유틸리티의 LOAD_

ONLY 모드, 659
자동 로드 프로그램 유틸리티의 SPLIT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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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_LOAD 모드, 659
자동 로드 프로그램 유틸리티의 SPLIT_

ONLY 모드, 659
자동 유효성 재확인 시멘틱, 457
자동 커미트 기능, 135,145
자주 사용되는 값, 663
자체 참조 명령문, 

자체 참조 테이블, 397
DELETE문, 78
INSERT문, 74
UPDATE문, 76

작동 불능 뷰, 90-91,456
작동 불능 시멘틱, 457
작동 불능 패키지, 457
작성 조치(제어 센터), 611
작업 단위. 트랜잭션 참조, 
작업 스케줄 일시 중단, 137
작업 실행기록 패널(저널), 138
작업, 삭제, 137
작은따옴표, 

따옴표로 묶인 문자열의 대소문자 구

분, 4
문자열 상수, 45

재구성 조치(제어 센터), 614,652,668
재귀, 251-268

개요, 201
계산, 254-258
규칙 및 지침, 252-254,267-268
다중 재귀 서브쿼리, 265-267
재귀 검색, 259-268
재귀 서브쿼리, 253,267-268
재귀 트리거, 427-431
재귀 CREATE VIEW문, 254
재귀 INSERT문, 255
정의, 251
초기 서브쿼리, 256,267
WITH절, 252-254

재귀 서브쿼리, 253,265-268
재귀 트리거, 427-431
재시작 조치(제어 센터), 612
저널, 

데이터베이스 복구, 644
레코드 지우기, 139
사용, 137-139

설명, 17
패널, 137-139,644

저널 레코드 제거, 139
전래 함수, 

매개변수 데이터 유형, 315
사용, 317-319
설명, 310
소스 함수, 316-317
소스로서의 외부 함수, 327
작성, 313-319
캐스트 기능 테스트, 317
컬럼 함수, 318

절대값, 계산을 위한 CASE 표현식, 205
점검 보류 상태, 653-656
점검 제한조건, 

개요, 394
데이터 로드 및, 645
점검 보류 상태, 653-656
카탈로그 테이블, 715
테이블에 추가, 411

점검 조건, 393-394,404,405
접두부 연산자, 706
접속 조치(제어 센터), 608
정규화, 99-103
정량화 비교 술어, 54
정보 센터, 

설명, 18,139
패널, 139-140

정수 상수, 44
정적 SQL. C 및 C++ 프로그램에 정적 SQL 

임베드 참조, 
개요, 18-20
권한 부여 점검 규칙, 126
단일 행 SELECT 및 VALUES문, 167
대화식 SQL에 커서 사용, 172
동적 SQL 대, 20,149,461
리턴 코드 및 메시지, 157-160
복수 결과, 18-19
복합 명령문, 173-174
성능 장점, 18-20
위치 지정 UPDATE 및 DELETE문, 169
응용프로그램 빌드, 188-197
정의, 18
지원되는 언어, 149

최적화 클래스, 661
커서 선언, 162-163
특권 캡슐화, 24-25
패키지 리바인드, 195-197
프로그램 예(PARTS1), 175
프로그램에 임베드, 18-20
프리컴파일, 19-20,110,191-194
함수 결정 규칙, 330
함수 경로, 306
호스트 변수, 19,151-153
C 및 C++ 프로그램에 임베드, 150
CLOSE문, 167-168
FETCH문, 165-178
OPEN문, 165
SQL 선언 섹션, 153-155
WHENEVER문, 160-162

정적 SQL의 특권 캡슐화, 24-25
제거 조치(제어 센터), 607
제거. 삭제 참조, 
제어 센터,특정 조치 참조, 603

개요, 603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조치, 619
데이터베이스 조치, 607
버퍼 풀 조치, 622
별명 조치, 619
복제 서브스크립션 조치, 621
복제 소스 조치, 618
뷰 조치, 618
사용자 및 그룹 조치, 623
사용자 정의 유형 조치, 622
사용자 정의 함수 조치, 623
설명, 17
스냅샷 모니터 조치, 676
스키마 조치, 619
시스템 조치, 606
연결 조치, 621
왼쪽 및 오른쪽 패널, 605
인덱스 조치, 620
인스턴스 조치, 607
테이블 스페이스 조치, 620
테이블 조치, 616
트리거 조치, 619
특권 부여 및 취소, 124
패키지 조치,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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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갱신, 606
Explain 스냅샷 정보, 193
Visual Explain 기능, 671

제한 시멘틱, 455
제한조건, 390-410

고유 제한조건, 94,394,458
기본 키 제한조건, 396
데이터 로드 및, 645
뷰 및, 392
삭제, 408-410
설명, 391
스크래치패드 함수, 350
실행 순서, 365-366
외부 키 제한조건, 395-400,458,645,655
유형, 392
이름, 402
작성, 400-408
점검 보류 상태, 651,653-656
점검 제한조건, 395-396,406-409,645,

651,653-657,710-717
종속성, 456-457,715
추가, 408-410
카탈로그 테이블, 408,710-711,712,726

-727,734-735,738-739
컬럼 제한조건, 402,405
테이블 제한조건, 402,405,406
트리거 대, 432
트리거 상호 작용, 433
NOT NULL 제한조건, 393

제한조건 설정 조치(제어 센터), 617
조인, 

개요, 56
공동 배치 및, 599
공통 테이블 표현식 사용, 247
동적 프로그래밍, 661
명시적, 221-228
성능 및, 661
외부 조인, 220-228
조인 조건, 224,231
테이블 표현식 사용, 216
테이블 함수 사용, 220
greedy 조인 열거, 661

조인 조건, 224,231
조인된 테이블, 224

조정자 유틸리티, 631
종속성, 

가능한 유형, 452-453,455-458
기본 오브젝트, 455,457
바인딩 및, 455
시멘틱 범주, 457
오브젝트 종속, 454,455,456
카탈로그 테이블 기록, 459,720,735
쿼리 찾기, 459
함수, 97

주석, 
오브젝트에 대해, 97-98
포함하는 카탈로그 테이블, 97-98
함수에 대해, 387
DATATYPES 카탈로그 테이블에서, 

298
SQL 선언 섹션에서, 153
SQL문에서, 147,150

중복 행, 27-31
중지, 

롤포워드 보류 상태, 615
인스턴스, 608,610,629
Administration Server, 630

중지 조치(제어 센터), 608
중첩된 CASE 표현식, 205
지속 기간, 46-48
지움. 삭제 참조, 
지정, 

구별 유형, 304-305
내장 데이터 유형 규칙, 304
다른 데이터 유형의 목표 규칙, 386
데이터 유형 계열, 387
사전 트리거, 416-417
승격 대, 384
정의, 302
SQL 메소드, 303-304,383
UNION 의미 대, 384
UPDATE문 SET절, 77

지정문, 416,416-417
직교성 원칙, 212
직렬화 가능 분리, 106
집합 연산자, 68

차

참조 무결성 관계, 
다중, 398
정의, 396
참조 순환, 401
체인, 400-401
카탈로그 테이블, 408,733-735
REFERENCES절, 407

참조 주기, 401
책. 서적 참조, 
초기 서브쿼리, 253,268
초기화, 

변수, 155,278
함수의 스크래치패드 영역, 350,362

최적화 옵션, 
CLI, 466
PREP 명령, 192

최적화 클래스, 661-662
최적화. 성능 참조, 
추가 정보, 8
추가 조치(제어 센터), 607
출력 호스트 변수, 151

카

카탈로그 뷰, 665-666,713,753
갱신 가능, 753

카탈로그 테이블, 713
개요, 80,708-709
구별 유형, 286
수동으로 통계 갱신, 665
스토어드 프로시저, 553
제한조건, 391,393
종속성 기록, 458
주석 포함, 97
테이블 스페이스, 584
테이블, 컬럼 및 제한조건 설명, 409
통계 정보 포함, 662-664
함수, 312-313,372
함수 매개변수 데이터 유형, 314
CLI 함수, 427
SYSCAT 카탈로그 뷰, 714
SYSSTAT 갱신 가능 카탈로그 뷰,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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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션 곱, 57,62
캐스팅, 49
캐스팅 함수, 

구별 유형, 299-302,305,366
내장 데이터 유형 간의 유효 캐스트, 

387
내장함수, 49
데이터 유형 캐스트 기능 규칙, 386-

387
시스템 생성, 300
전래 함수 캐스트 기능 테스트, 317

커미트 읽기 분리, 107
커서, 

대화식 SQL에 사용, 172
동적 선언, 518
복합 명령문 및, 174
설명, 19,162
위치 지정 DELETE 및 UPDATE문에 

사용, 162
커서 선언, 162-165,171
커서 선언의 쿼리, 69
화면이동, 465
CLI 구성 옵션, 467
OPEN문 위치 지정, 165

커서 선언, 162-165,172
커서 선언의 OPTIMIZE FOR N ROWS절, 

164
커서 안정성 분리, 105-106
컨스트럭터 함수, 376
컨테이너, 

실제 스페이스의 구성, 581
정의, 580
추가, 640
extent, 584

컬럼, 
이 책의 규칙, 4
카탈로그 테이블 설명, 395,408
테이블에 추가, 411

컬럼 디폴트값, 391-393
컬럼 분산 정보, 662-663
컬럼 식별자 없는 ASCII 형식(ASC), 646,647,

649
컬럼 식별자가 있는 ASCII 형식(DEL), 646

-649

컬럼 제한조건, 401,405
컬럼 함수, 58

개요, 58-59
그룹화 컬럼, 60-61
스칼라 함수 대, 58
영문자순 나열, 688-689
인수 세트, 58
전래 함수, 318
커서 쿼리 및, 171
LOB 데이터 유형 제한사항, 290

컬럼 함수의 인수 세트, 58
컬럼에 대한 UNIQUE 옵션, 405
컬럼의 디폴트값, 391-393
컬럼이름, 

분리 ID, 213
서브쿼리 및, 210-211
조인에서, 56-57
쿼리 결과 나열, 630-631
피연산자로, 44
CREATE TABLE문에서, 82
CREATE VIEW문에서, 86
ORDER BY절에서, 70
SELECT절에서, 64,70

컴파일, 
부동 소수점 루틴, 476
스토어드 프로시저, 560-561
외부함수, 342
C 프로그램, 191

코드 페이지, 41-42
콜 레벨 인터페이스(CLI), 464-497

개요, 21-22,464-467
구성, 467-468
매개변수 표시문자, 465,467,472-473
스토어드 프로시저 결과 세트, 579-580
스토어드 프로시저 호출, 574
장점, 21,464
표준, 464-465
함수, 462,463,469,472
핸들, 466-467
LOADER1 프로그램 예, 476-484
QUERY1 프로그램 예, 484-499

콜론(:), 
호스트 변수 접두부로, 19,46,151,283

쿼리, 65

쿼리 블록, 65-66
쿼리 옵티마이저, 31. 성능 참조, 30
쿼리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예, 484-499
쿼리 재작성 알고리즘, 659
쿼리 표현식. 쿼리 참조, 
쿼리. 서브쿼리 참조, 

개요, 43-73,199-200
검색 조건, 51-56
구문 다이어그램, 66
그룹화, 60-62
날짜 시간 산술, 48-49
다중 그룹화 스펙, 245-247
대화식 쿼리 프로그램 예, 482-497,539

-549
리터럴 테이블 및, 65-69
수퍼 그룹, 232-247
재귀, 201,252-269
정의, 43-66
조인, 56-58,221-228
캐스팅, 49-50
커서 선언, 162-165
커서 쿼리, 171
컬럼 함수, 58-60
쿼리 블록, 62-65
테이블 표현식, 215-218,228,247-251
테이블 함수, 220-222,229
표현식, 44-48
확장 FROM절, 228-231
CASE 표현식, 47
CASE 표현식, 46-47,200-208
CLI 함수, 468-469,472
CUBE 연산자, 238-243
GROUPING SETS 연산자, 243-245
INSERT문에서, 74
ROLLUP 기능, 234-239
SELECT ? FROM ?WHERE 형식, 44
SELECT문, 69-71
SQLCODE, 73
SQLSTATE, 73
VALUES문, 71-73

크기, 
스키마 이름당 문자 수, 40,41
오브젝트 이름당 문자 수, 39-41
LOB 유형 컬럼의 최대 데이터 길이,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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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구성 지원 프로그램, 16,624-
627
개요, 16,620-627
발견 기능, 626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환경, 8,9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 23
클러스터링 인덱스, 91,93,653
클론 조치(제어 센터), 619
키 컬럼, 664

타

태스크 패널(정보 센터), 140
테이블 스페이스, 584-589

개요, 584-587
긴, 587
데이터베이스 작성 및, 589-591
등록 정보, 586
디폴트, 590
롤 포워드, 614
리스토어, 614-618,637
모니터링, 617,618
물리적 스페이스 구성, 581
백업, 614
버퍼 풀, 584
변경, 583,617
삭제, 619
임시, 587
작성, 583-585,617
정의, 580-593
제어 센터 조치, 617-618
종속성, 454-457
카탈로그 테이블, 584
컨테이너, 584
컨테이너 추가, 640
통계, 662-664
포워드 복구, 636-641
extent, 584
SMS 대 DMS, 582

테이블 스페이스 등록 정보, 586
테이블 이름 바꾸기, 83
테이블 재구성, 618,668,671
테이블 제한조건, 402,405
테이블 참조, 229,228-231

테이블 표현식, 
개요, 216-220
공통 테이블 표현식, 247-252
그룹화, 217-218
동일한 FROM절의 테이블에 상관, 217

-218
정의, 216-220
테이블 이름 바꾸기, 215-216

테이블 함수, 359-369
구현, 361-365
매개변수 규칙, 362
설명, 311,361
작성, 359-361
FROM절에서, 212-221,222
sales 예, 360-361,363-365

테이블. 카탈로그 테이블, 조인 참조, 
개요, 36
공통 테이블 표현식, 247-252
권한, 118
기본 테이블, 36
데이터 로드, 645,651-654
리터럴 테이블, 65-69
백업 보류 상태, 652
변경, 82-83,409-410,610
복사, 617
복제 소스로 정의, 618
뷰, 36,616
사후 트리거와 링크, 423-426
삭제, 95-97,612
상관 이름, 57,62
샘플 행 보기, 613
스냅샷 모니터링, 610,615
액세스 지원 및 논리 모델, 36
예외 테이블, 649-650
예제 데이터베이스, 36-39
이 책의 규칙, 4
이름, 401
이름 바꾸기, 83,613
익스포트, 617
일시적 갱신 금지, 617
임포트, 617
자체 참조, 398,401
작성, 81-82,402-408,611
잠금, 108

재구성, 667-670,618
전이 변수, 412-413
점검 보류 상태, 653-656
정규화, 100-104
제어 센터 조치, 613-615
제한조건, 82,391-411,432-433,616,741
조인된 테이블, 222
종속성, 454-457
중복 행, 원리, 28
최대 컬럼 수, 402
카탈로그 테이블 설명, 408,737-742,750

-751
컬럼 길이, 409
컬럼 추가, 82
컬럼의 디폴트값, 393-394
테이블 표현식, 216-220,229,247-251
테이블 함수, 220-221,229,313,359
통계, 618,662
특권, 119-120 
파티션된 테이블, 597
표준 형식, 103
행 값 수정, 76-78
행 삭제, 78-79
행 삽입, 74-76
Cartesian 제품, 57,62
Explain 테이블, 671-672

통계, 662-669
덤프, 667
로드 유틸리티 콜렉션, 650
수동으로 갱신, 665
인덱스, 685
카탈로그 테이블, 662-664,713,746
통계 실행 조치(제어 센터), 652,665

통계 덤프, 667
통계 실행 조치(제어 센터), 93,652,665
통신 설정 조치(제어 센터), 606
통신 영역. SQLCA 디스크립터 참조, 
통합 교환 형식(IXF), 646,647,648,652
트랜잭션, 104-109

교착 상태, 108
분리 레벨, 106-108,145
분산 작업 단위, 110
분산 트랜잭션, 639
설명, 103,104



787색인

이상, 105-106
인다우트 트랜잭션 나열, 636
자동 커미트 기능, 135,145
CLI 함수, 468
COMMIT문, 105,107-108
LOCK TABLE문, 108
ROLLBACK문, 105,107-108
SYNCPOINT 옵션, 114-115

트리거, 411-434
데이터 로드 및, 645
명령문 트리거, 412
변경, 616
사전 트리거, 419-422
사후 트리거, 422-428
삭제, 97,414,616
설명, 389,410
세분성, 411,422
스크래치패드 함수, 352
실행 순서, 364-365
유형, 411
이름, 411
작성, 414-415,616
재귀 트리거, 428-432
전이 변수, 412-413
제어 센터 조치, 616
제한조건 대, 431-432
제한조건 상호 작용, 432-433
종속성, 454-457
지정문, 416-417
카탈로그 테이블, 746
트리거 내용, 414
트리거 조건, 413
트리거링 이벤트, 411
함수 호출, 422
행 트리거, 412
활성화 시간, 412
SIGNAL문, 416,418
STORE 프로그램에서, 440-452

트리거 갱신, 411,413
트리거 삭제, 411
트리거 삽입, 411,413
트리거 세분성, 411,422
트리거 활성화 시간, 411
트리거의 전이 변수, 411-413

특권 조치(제어 센터), 613,615,616,617
특권. 권한 참조, 

권한 부여 및 취소, 122-125
뷰, 616
사용자 또는 그룹 권한 취소, 620
사용자 정의 함수, 310
스키마, 121,619
스토어드 프로시저, 561
외부 키, 397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24
익스포트 유틸리티, 645
인덱스, 120,618,724
일반 사용자, 24
임포트 유틸리티, 645
점검, 126-127
정의, 116
종속성, 456
카탈로그 테이블, 711-713,724,727,735,

739,746
테이블, 118-120,613
테이블 재구성, 668
트리거 지정, 417
패키지, 121-122
ALTER TABLE문, 127,409
CREATE TRIGGER문, 414
SQL문 실행 요구사항, 126-128

특수 레지스터, 685
명령문 실행 날짜, 685
병렬 데이터베이스, 640,686
최적화 클래스, 661
CURRENT FUNCTION PATH, 307,686
Tabular Explain, 674,685
Visual Explain, 671

특수 문자. 기호 및 특수 문자 참조, 
특정 이름, 

사용자 정의 함수, 310
스토어드 프로시저, 561

파

파일, 
데이터 이동 형식, 644-645
리바인딩, 197
명령 파일, 191,562

모듈 정의 파일, 341-342
바인드 파일, 1,902,192,197,631
익스포트 파일, 341
C 및 C++ 프로그램의 파일 이름 규칙, 

184
CLI 구성 파일, 465-466
CLP 입력 파일 옵션, 141,144
LOB 파일 참조, 288

파티션 맵, 598
파티션 키, 403

제한사항, 402
파티션간 병렬 처리, 593,595
CREATE TABLE문 및, 403
UPDATE문 및, 76

파티션. 노드 참조, 
노드 삭제, 602
노드 추가, 601-602
정의, 597
카탈로그 테이블, 733

파티션간 병렬 처리(InterPP), 593,595
파티션내 병렬 처리 등급, 193,590 591,683
파티션내 병렬 처리(IntraPP), 589-591

등급, 193,590,591,683
파티션된 데이터베이스, 로드, 589-591
파티션된 테이블, 193,590 591,683
패키지, 657-659

권한, 593-594
리바인딩, 190,195-197,455,629
바인딩, 189
유효하지 않은, 195
작동 불능, 454,456
정의, 20,150
제어 센터 조치, 620
종속성, 454,734
카탈로그 테이블, 727-733
특권, 120-121
프리컴파일, 150

패키지 리바인드, 195,735
패턴 표현식, LIKE 술어에서, 53
패턴 표현식의 밑줄 문자, 53
퍼센트 기호, 패턴 표현식에서, 53
페이지, 666-668
포워드 복구. 데이터베이스 복구 관리 참조, 

개요,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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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포워드 보류 상태, 611,638-639
롤포워드 조치(제어 센터), 611,618
사용, 634-635
테이블 로드 및, 652
ROLLFORWARD 명령, 276,636-642

표시. 나열 참조, 
표시기 변수, 152-153
표준, 

필수 절 및, 327
ANSI 및 ISO, 27-28,105,272
CLI, 463
SQL3, 27,272,391
SQL92, 27,201,272

표준 형식, 103
표현식, 

개요, 44-48
공통 테이블 표현식, 247-268
그룹화 표현식, 234
스칼라 서브쿼리 대체, 213,214
연산자, 47-48
정의, 44
테이블 표현식, 215-220,229,248-251
피연산자, 44-47
CASE 표현식, 46-47,202-208
CAST 표현식, 47,50
ORDER BY절에서, 70

프로그래밍 언어, 
스토어드 프로시저, 553
외부 함수, 312,325
지원되는 언어, 18

프로그램 종속성, 457
프로그램에 동적 SQL 임베드. 콜 레벨 인

터페이스(CLI), Embedded 동적 SQL, J
DBC(Java Database Connectivity) 참조, 
2바이트 문자열 교환, 155-157
개요, 18-20,150
단일 행 SELECT 및 VALUES문, 167-

169
리턴 코드 및 메시지, 157-160
복합 SQL, 173-174
예제 C++ 프로그램(PARTS1), 177-183
예제 C++ 프로그램(PARTS2), 185-188
위치 지정 UPDATE 및 DELETE문, 169
응용프로그램 빌드, 188-197

커서 선언, 162-165
파일 이름 규칙, 184
호스트 변수, 151-153
C 데이터 유형, 153-154,277,697,699
C 및 C++ 프로그램에 정적 SQL 임베

드, 150-188
C++ 차이점, 184-185
CLOSE문, 167
CREATE FUNCTION문, 311
FETCH문, 165-167
LOB 변수 선언, 277-281
OPEN문, 165
SQL Declare 섹션, 19
WHENEVER문, 160-161

프로토콜, 
제어 센터를 이용한 설치, 606
UDB 클라이언트 및 서버, 8

프로파일 레지스트리 명령, 626-627
프리컴파일. PREP 명령 참조, 

권한, 119
데이터베이스 연결, 109-116
로케이터 변수, 282-283
스토어드 프로시저, 560
예, 194
옵션, 190-193
응용프로그램, 188-490,191-194
정의, 188
정적 SQL, 19-20,110,149
프리컴파일된 프로그램 수정, 190,197
CLI 및, 462
Embedded 동적 SQL, 22
SYNCPOINT 옵션, 146
WCHARTYPE 옵션, 194

플랫폼, 
백업 파일 이름 구조, 639
외부 함수 설치, 341
운영 체제 명령 실행, 132-133,142
이 책의 예, 7
이동 가능 함수 작성, 339
컴파일 및 링크 매뉴얼, 190
플랫폼 특정 IBM 서적, 763
C 및 C++ 프로그램의 파일 이름 확장

자, 184
JDBC 환경 변수, 499

UDB 명령 파일, 190-191,560
UDB에서 지원, 9-12

피연산자, 46-47

하

하위 뷰, 89
하위 오브젝트, 455,456
하위 테이블, 397
함수 결정, 

개요, 328-331
데이터 유형 승격, 329
보수적 바인딩 시멘틱, 196,330
테이블 함수, 359
패키지 리바인드, 195-196
프로세스 단계, 329-330
함수 경로 및, 306-307
SQL문 규칙, 330

함수 경로, 306-309
함수 선언의 SQL_API_FN, 339
함수 의존성, 100,101-102
함수 의존성의 종속, 99
함수. 컬럼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참조, 

내장, 310,689,699
내장 함수 시그니처, 687-688
데이터 유형 승격 경로, 328-329,391,

687
비분리, 119,322,324,332
사용자 정의, 196,316,375
삭제, 371-373
스칼라 대 컬럼, 58
스칼라 함수, 58,209,689,692
스크래치패드 함수, 350-359
스토어드 프로시저 및, 568
시스템 생성, 310,311
연산자, 706
외부 스칼라 함수, 310,319-328,331-341
외부 함수, 303,341-350,366-370
이 책의 규칙, 4
인수로서의 로케이터 변수, 283-284,

343-349
전래 함수, 310,313-319
주석, 373-374
캐스팅 함수, 229-3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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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스트럭터 함수, 376
컬럼 함수, 58-60,690-692
테이블 함수, 229,311,359
통계, 662-668
트리거 호출, 420
함수 결정, 196,306-307,328
함수 경로, 306-309
함수 계열, 312
함수 오버로드, 312
함수 인스턴스, 311
CLI 함수, 465-472
coalesce 함수, 207-208,383
grouping 함수, 236,240
nullif 함수, 209
OLE 자동화 및 외부 함수, 369-370
raise_error 함수, 207
VALUES문 호출, 72-73

함수의 시그니처, 
개요, 312
내장 함수, 689
전래 함수, 312,316-317
함수 삭제 및, 371
함수 식별, 316

함수의 의존성 결정, 99
핸들, 

디스크립터 핸들, 65
명령문 핸들, 466,470,476,482,488,000
연결 핸들, 466,476,488
환경 핸들, 466,476,482,488
CLI 지원, 464-466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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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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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변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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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결 문자, 150
행 트리거,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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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건, 391-411,432,433
트리거, 391,411-434
STORE 프로그램 예, 343-352

활성 데이터베이스 설계, 435-453
활성화 조치(제어 센터),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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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BC 환경 변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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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 COLUMN절,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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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 TABLE문, 409

개요, 409-410
구별 유형, 298-299
필요한 특권, 127,409
LOB 유형 컬럼 작성, 274-276

ALTER TABLESPACE문,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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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프로그램 유틸리티, 656
자동 로드 프로그램 유틸리티, 658

AND 연산자,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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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 표준, 27
API Reference, 584
AR 프로토콜, 8
AS 프로토콜, 8
ASC 키워드, 93
ASC 파일 형식, 644,645,648
ATOMIC 복합 SQL문,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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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ZATION절,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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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드 프로시저, 56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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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D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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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특권, 127
FUNCPATH 매개변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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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DADD 권한, 119.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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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ce-Codd Normal Form(BCNF), 103
BUFFERPOOL 매개변수, 585
BUFFERPOOLNODES 카탈로그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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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pplications for UNIX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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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s, 191,19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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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Client Application Enablers), 9
CALL문, 568

스토어드 프로시저, 23,551,267-570
필요한 특권, 127
CLIENTIA 프로그램 예, 570-572
DESCRIPTOR 양식, 570
SQLDA 구조, 537
SQLDA 설명, 527,529,5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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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ableStatement 클래스(JDBC),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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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형, 202-204
서브쿼리 제한사항, 206
일반형, 204-207
중첩, 207
쿼리 피연산자로, 46
coalesce 함수, 209-210,385
grouping 함수, 240
nullif함수, 209
raise_error 함수, 207
UNION 시멘틱,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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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유형 변환, 3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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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리 피연산자로, 46

CCA. 클라이언트 구성 지원 프로그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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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408
설명, 42
외부 스칼라 함수, 332
지정 규칙, 305
컬럼의 디폴트값, 393
Java 데이터 유형,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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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PATH 변수, 501
CLI Guide and Reference,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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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P. 명령행 처리기(CL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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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OL, 지원, 18,22,149,461,551
CODESET 옵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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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HECKS 카탈로그 테이블, 4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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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재구성, 668
패키지, 121
ALTER TABLE문, 409
CLI 지원,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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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ALIAS문,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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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의 디폴트값, 393

DEL 파일 형식, 646
DELETE 특권, 120
DELETE문, 78

개요, 78-79
상관 이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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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데이터 유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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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릿 참조, 498-513
개요, 22,461-462
애플릿, 21,500,509,511-513
연결 클래스, 500-501
응용프로그램 작성, 500
장점, 498
환경 변수, 501
Java 데이터 유형, 567
LOADER2 프로그램 예, 502,504-506
ResultSet 클래스, 503
Statement 클래스,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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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데이터 유형과 동일한 것,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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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드 프로시저, 566
재귀 쿼리 메시지, 268
전체 메시지 표시, 160
테이블 로드,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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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문,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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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dabc 필드, 52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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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env.h 헤더 파일, 150
sqlerrd 필드, 158
sqlerrmc 필드, 159
sqlerrml 필드, 157
sqlerrp 필드, 157
sqlind 필드, 532,539
sqllen 필드, 540,547
sqln 필드, 528,529
sqlstate 필드, 157
SQLSTATE. 리턴 코드 및 메시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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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메시지 표시, 160
테이블 로드,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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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결정,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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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type 필드, 529,709
sqludf_append 로케이터 함수, 343-345
sqludf_create_locator 로케이터 함수, 343
sqludf_free_locator 로케이터 함수, 343-345
sqludf_length 로케이터 함수, 343
sqludf_substr 로케이터 함수, 343
sqlvar 및 sqlvar2, 528-530,537
sqlwarn 필드, 158-159
START DATABASE MANAGER 명령, 634
statement 클래스, 502
STATEMENTS 카탈로그 테이블, 735
STATISTICS 옵션, 데이터 로드 시, 652
STOP DATABASE MANAGER 명령, 635
StoreProc 클래스(Java), 566
SYNCPOINT 옵션, 115-116,194
SYS, 스키마 이름에서, 40,95
SYSADM 권한, 

개요, 117
데이터베이스 관리, 583
데이터베이스 삭제, 591
로드 유틸리티,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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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포트 유틸리티, 645
임포트 유틸리티, 645
테이블 스페이스, 584
테이블 재구성, 668
트리거 지정, 411
포워드 복구,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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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및 REVOKE문,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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