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2차 리포트 

 

* 데이터베이스 설치확인과 간단한 SQL문을 연습해보는 리포트입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서 리포

트 실로 제출하세요. 

 

* 제출기한: 2020년 12월 6일(일요일) 

* 제출형식: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 총 문제 수: 9문제 (실습 7문제 + 일반 3문제) 

 

* 실습 주의사항: 정답과 실행 결과를 화면을 캡쳐해서 제출하세요. (alt키+PrtScr를 동시에 누르면 

현재 활성화된 화면이 복사되며, 문서편집기에서 Ctrl+V를 누르면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 

- ORACLE 데이터베이스 설치 

- SQL Developer 설치(HR계정 활성화) 

- HR 계정으로 접속 

 

(실습 예) 다음의 질의에 대해 SQL 문장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확인하세요. 

[실습 예] 다음 테이블을 생성하고 조회 하시오. 

테이블명 : STUDENT 

컬럼 리스트      타입             제약조건 

==================================================================== 

student_id          고정문자열(10)    기본키, "KO"로 끝나는 5 자리 문자열 

student_name       가변문자열(20)    널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student_grade      정수값            기본값 1 

==================================================================== 

(정답) 

 



[실습 예] STUDENT 테이블의 student_name 열을 대상으로 인덱스를 생성 하시오. 

(정답) 

 

 

[실습 예] Employees 테이블에 저장된 레코드(튜플)의 개수를 출력 하시오. 

(정답) 

 

 

 

 

 

 

 

[실습 예] 사원의 First_name만 출력하는 뷰를 생성하고 조회 하시오. 

(정답) 



 

 

 

 

[실습문제] 다음의 질의에 대해 SQL 문장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확인하세요. 

 

[실습문제 1] 다음 테이블을 생성하고 조회 하시오. 

테이블명 : CUSTOMER 

컬럼 리스트      타입             제약조건 

==================================================================== 

customer_id           고정문자열(15)    기본키, "CT"로 끝나는 4 자리 문자열 

customer_name       가변문자열(30)    널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customer_age         정수값            최소값은 0 최대 1000 을 넘지 않는다. 

==================================================================== 

 

 

[실습문제 2] CUSTOMER 테이블의 customer_name 열을 대상으로 인덱스를 생성 하시오. 

 

 

[실습문제 3] Employees 테이블에서 last_name이 ‘S’ 로 시작하는 모든 사원의 이메일(email)을 출

력 하시오. 

 



 

[실습문제 4] 급여(salary)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를 출력 하시오. 

 

 

[실습문제 5] Employees 테이블에서 salary가 10,000 이상인 직원의 last_name과 salary를 확인할 

수 있는 뷰(view)를 만들고 뷰의 결과를 조회 하시오. 

 

 

[실습문제 6] 부서번호(department_id)가 50 또는 80인 직원의 last_name과 department_id를 확인

할 수 있는 뷰(view)를 만들고 뷰의 결과를 조회 하시오. 

 

 

[실습문제 7] 도시(city)가 Toronto에서 일하는 직원의 last_name과 department_id를 확인할 수 있

는 뷰(view)를 만들고 뷰의 결과를 조회 하시오. 

 

 

[일반문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스케쥴에 대해 동시에 수행될 때 결과를 구하시오. read()은 버퍼

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읽는 함수이고, write()은 버퍼에 데이터베이스를 기록하는 함수이다. 트랜

잭션이 시작하기 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X와 Y의 값은 각각 100이다.  

 

<스케쥴 1> 

T1 T2 

A1=read(X); 

A1=A1+10; 

write(A1->X); 

B1=read(Y); 

B1=B1-10; 

write(B1->Y); 

 

 A2=read(X) 

tmp=A2*0.1; 

A2=A2-tmp; 

write(A2->X); 

B2=read(Y); 

B2=B2+tmp; 

write(B2->Y); 

 

 

<스케쥴 2> 

T1 T2 



A1=read(X); 

A1=A1+10; 

 

 

 A2=read(X) 

tmp=A2*0.1; 

A2=A2-tmp; 

write(A2->X); 

B2=read(Y); 

write(A1->X); 

B1=read(Y); 

B1=B1-10; 

write(B1->Y); 

 

 

 B2=B2+tmp; 

write(B2->Y); 

 

[일반문제 8] <스케쥴 1>과 <스케쥴 2>의 수행 결과 X와 Y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값이 나오는 

과정도 설명하세요.) 

 

[일반문제 9] <스케쥴 2>와 같이 트랜잭션이 수행될 때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서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