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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이 문서는 Oracle 어플리케이션을 Adaptive Server Enterprise 로 전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위한 것이다. 성공적인 컨버젼을 위해서는 도구, 프로세스 그리고 상당한 
기술들이 필요하다. 또한 이전 환경에서 돌던 어플리케션이 높은 성능과 동시성 등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vendor 특성에 맞는 튜닝 및 설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어플리케이션 전환 절차는 매우 복잡하게 보일 수 있다. 각 RDBMS 사이에 
구조적으로 다른 점도 많고, 단어와 용어 사용에 있어서 Oracle 과 사이베이스는 완전히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게다가 Oracle 과 사이베이스 양사 모두 
SQL-92 표준에서 확장된 많은 특화 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터 
관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Oracle 과 사이베이스의 데이터 관리 방법은 매우 유사하다. 즉 
내부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적절히 관리한다면 어플리케이션 전환에 
있어서도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1.1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본 문서는 Oracle 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 
대해서는 처음인 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Oracle RDBMS 의 원리에 대해서 매우 견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Oracle 의 PL/SQL 언어에 익숙해 있는 프로그래머 거나 

 서버 관리자 책임을 했던 사람. 

1.2 저작권 
이 문서는 Sybase 전문 기술부에 귀속되며 전체 혹은 일부가 Sybase 전문 기술부 동의 없이 
복제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1.3 배포 
본 문서는 Sybase 전문 기술부 Engineers 가 작성하여 업무에 해당하는 스텝과 본 작업과 
유사한 일을 수행하는 Sybase 컨설턴트 그리고 기술부에  배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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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QL 언어의 확장 

개발자가 직면하는 전환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QL-92 표준과 각 RDBMS 가 
제공하는 확장된 SQL 언어의 구현이다. 어떤 개발자는 오로지 SQL 표준의 언어만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코딩 하려고 한다. 이 의미는 SQL-92 표준에 제한을 두자는 것이고 
이것은 Oracle,사이베이스 혹은 많은 다른 어떤 데이터베이스 제품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일 것이다. 이 접근은 프로그램 성능의 문제와 불필요하고 복잡한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특정 vendor 에 종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장점이 될 수 있다. Oracle 의 DECODE 함수는 SQL 표준을 벗어나는 
Oracle 만이 가지고 있는 함수이다. 그리고 사이베이스 ASE 에 있는 CASE 문은 SQL-92 
표준의 확장형으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현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Oracle 의 
DECODE 와 사이베이스 ASE 의 CASE 문 모두 Query 에서 세련된 형태의 조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Oracle 의 PL/SQL 과 사이베이스의 Transact-SQL 언어는 기능상 유사하나 
문법상 틀린 점이 많다. 특화 된 개발 인터페이스 또한 추가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Oracle 
OCI 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컨버젼의 경우 가끔 중요한 리소스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경우 다중 RDBMS 에서 사용할 것을 고려하여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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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와 전문용어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 사용자는 반드시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 대한 기초적인 
구조와 기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3.1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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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에선 는 데이터베이스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 전체 Oracle RDBMS 환경을 
이야기 한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와 버퍼들(instance). 

 하나 이상의 데이터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로 중앙 집중화 된 시스템 카탈로그를 
포함하고 있는 SYSTEM 테이블 영역. 

 하나 이상의 데이터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 DBA 가 정의한 다른 테이블 영역. 

 둘 혹은 그 이상의 온라인 Redo Logs. 

 Archived Redo Logs (optional). 

 Miscellaneous other files (control file, Init.ora, config.ora 등).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다중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제공한다. 즉 Adaptive Server 
Enterprise 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은 논리적으로 업무기능에 따라 분리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것은 하나의 컴퓨터에서 Adaptive Server Enterprise 가 
다중의 instance 를 갖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Adaptive Server Enterprise 각 
instance 들은 다중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 있다. 각 database 는 물리적인 데이터의 
저장소로 서 한 개 혹은 n 개의 디바이스 갖는다. 또한 각 데이터베이스 디바이스들의 
논리적인 저장소로서 segment 단위의 관리를 지원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설치와 함께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가지게 
된다. 

 Master 데이터베이스 :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사용자 DB 정보, 로그인 정보, 디바이스 정보, role 에 관한 
정보, 원격서버에 관한 정보, 원격서버 로그인 정보 등…(Oracle 의 control file 과 유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Model 데이터베이스 :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template 이 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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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db : Oracle temporary tablespace 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데이터베이스로 sort, merge, 
count, max, min  등 의 work area 로 사용되는 임시 데이터베이스. 

 Sybsystemprocs : Adaptive Server Enterprise 명령어의 대부분이 stored procedure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system stored procedures 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Sybsystemdb : 2PC transactions 의 recovery 를 담당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3.2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카탈로그 
Oracle 은 시스템 카탈로그를 SYSTEM 테이블 스페이스에 있는 하나의 중앙 집중적 시스템 
카탈로그 또는 데이터 딕셔너리에 관리되는 반면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모든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각각의 시스템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다. 

 Database objects (tables, indexes, stored procedures, views, triggers, and so on). 

 Constraints. 

 Users and permissions. 

 User-defined data types. 

 Replication definitions. 

 Files used by the database. 

Adaptive Server Enterprise 또한 서버단위의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 카탈로그를 master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다.  

 Database names and the primary file location for each database. 

 Adaptive Server Enterprise login accounts. 

 System messages. 

 Database configuration values. 

 Remote and/or linked servers. 

 Current activity information. 

 System stored procedures. 

Oracle 의 SYSTEM tablespace 처럼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master 데이터 베이스는 
모든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이 것은 어떤 중대한 변화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났을 경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백업 하므로 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3.3 메모리 관리 

3.3.1 Oracle 메모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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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은 메모리 영역을 SGA (Shared Global Area) 라 부른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각각의 캐시 영역들이 있다. 

 Library cache : 문자의 텍스트 및 Parse Tree 정보와 실행계획 저장 

 Data Dictionary Cache : Database 에 존재하는 테이블과 뷰의 이름, 테이블에 있는 
각 칼럼의 이름과 datatype  등을 저장 

 Database buffer cache : 디스크로부터 읽어 들인 데이터 블럭의 복사본이 있는 영역 

 redo log buffer : 모든 변경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circular buffer 

3.3.2 Sybase 메모리 구조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메모리 구조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서버 
구성변수에서 memory max 값의 설정에 따라 사용할 공간의 크기가 결정된다.  아래의 캐시 
영역들이 사용자의 튜닝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공간이다.  

 Default Data Cache :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의해서 처리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메모리 공간을 이야기한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 
로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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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d Cache : Physical Disk I/O 를 줄여서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높이고자 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혹은 특정 오브젝트, 인덱스 등을 바이드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응용이 가능한 메모리 영역. 

 Procedure Cache : stored procedure , esql/c 등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 

 Statement Cache : Ad hoc query 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query plan 을 저장해 놓는 
메모리 영역 

3.4 물리적, 논리적 Storage 구조 
Oracle RDBMS 는 테이블 스페이스로 구성되어져 있다. 테이블 스페이스는 데이터 파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데이터 파일들은 내부적으로 블록이라고 하는 단위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블록크기는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정의되어 진다. 한 오브젝트가 Oracle 
테이블 스페이스에 생성될 때 사용자는 extent 라고 하는 영역에 사용할 공간을 정의할 수 
있다. 만약  extent  크기를 정의하지 않는다면 기본 extent 가 설정된다. Oracle extent 는 
크기가 다양하다 그리고 최소한 다섯 개의 연속적인 블록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사이베이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디바이스라고 
하는 물리적 저장소를 필요로 한다. 디바이스는 물리적으로 한 개이거나 여러 개 이거나 
상관이 없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최소 저장단위는 pages 라고 한다. 하나의 페이지 
크기는 2K~16K 까지 서버 생성시 DBA 가 정의할 수 있다. Page 8 개 합쳐져서 
오브젝트들의 최소 할당 단위인 extent 가 형성된다.  32 개의 extent 가 합쳐져 하나의 
allocation unit 를 이루며 , 수 개의 allocation unit 들이 모여서 segment 라고 하는 논리적인 
저장단위를 만든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자동으로 extent 안에 있는 페이지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즉 테이블이나 인덱스에 필요한 영역을 Adaptive Server Enterprise 가 
자동으로 할당한다. 이러한 방법은 Oracle 에서 extent 크기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스페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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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저장구조                                                                    Sybase ASE 저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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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Striping Data 
Oracle 에서 이야기하는 세그먼트는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하드웨어 베이스의 RAID 를 사용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I/O 를 분산 시킬 수 있다. RAID 를 사용한다면 여러 개의 디스크에 disk subsystem 에 의해서 
자동으로 I/O 를 분산하게 되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I/O 를 분산시키는 것 보다 우수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를 위해 권장하는 RAID 구성은 RAID 0+1 
(mirroring of striped sets with parity) 이다. 만약 RAID 구성이 불가능 한 경우는 최소한 
데이터 부분과 트랜잭션 로그의 분리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Transaction Log 의 크기는 Oracle 의 redo log 와 rollback segment 를 합친 크기 만큼을 
확보해야 한다. 

3.6 트랜잭션 로그와 자동 복구 
Oracle RDBMS 는 매 시간 자동으로 복구작업이 진행된다. 이 것은 온라인 redo 로그 안에 
있는 내용과 테이블 스페이스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이다. 만약 그 것이 같지 않다면 
Oracle 은  redo log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테이블 스페이스 파일에 적용한다. 그리고 
rollback segment 안에 있는 언커밋된 트랜잭션을 지워버린다. 만약 Oracle 이 온라인 redo log 
파일로부터 요구한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아카이브 redo 로그 파일로부터 정보를 얻어 
낸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또한 자동으로 복구 작업을 수행한다. 즉 각 데이터베이스 
별로 recovery interval 동안 발생한 transaction log 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한다. 만약 
transaction log 에서 uncommitted 데이터를 발견했을 경우 rolled back 처리가 된다. Recovery 
mechanism 은 transaction log 에서 커밋된 트랜잭션을 찾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작업을 
한다. 만약 찾는다면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반복적으로 rolling forward 작업을 
수행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transaction log 는 Oracle 의 rollback segment 와 온라인 redo 
log 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각 데이터베이스는 독립적인 
transaction log 를 가지며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변경된 레코드를 저장하고 있다. 
Transaction 이 시작되고 데이터 수정이 이루어지면 BEGIN TRANSACTION 이 로그 안에 
기록된다. 이 것은 복구동안 해당 transaction 의 시작 지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각 데이터 수정작업이 기록되고, 일정기간 동안의 변경 분이 transaction log 에 
기록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자동적인 
checkpoint mechanism 을 가지고 있어서 transactions 종료를 인증한다. Checkpoint 는 
데이터베이스의 마지막 checkpoint 로부터 변경된 모든 cache page 를 쓴다. 이 프로세스는 
매우 짧은 시간에 수행이 되며  이것은 정전과 같은 시스템의 고장으로부터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이다.  

 

3.7 데이터 백업 및 리스토어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백업의 몇 가지 형태를  제공한다. 

3.7.1 Backup Server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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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base ASE Backup Server 구조] 

3.7.2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 
데이터베이스 백업은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백업을 만든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지만 그 의미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만 백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업 안에는 
데이터 페이지 부분과 트랜잭션 로그 페이지 부분을 포함한다. 데이터베이스 백업은 
데이터베이스를 재 생성할 때 사용한다. 만약 데이터베이스 백업이 있다면 데이터베이스가 
깨지기 직전의 마지막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가지고 복구를 실행할 수 있다.   

3.7.3 트랜잭션 로그 백업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트랜잭션 로그를 가지고 있다. 트랜잭션 
로그는 백업을 하거나 truncate 할 때 까지 차오른다.  기본적으로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트랜잭션 로그의 스페이스가 허용하는 한 계속차 오른다. 트랜잭션 로그가 
가득찰 경우 트랜잭션 로그 백업 이나 truncate 작업이 일어나기 전까지 더 이상 데이터 
수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에러 메시지를 뿌린다. 물론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3.7.4 그 외 백업 관련기능 
 Recovery Fault Isolation : 데이터 Recovery 시 Page 단위로 Fault 된 부분을 Isolation 

시킴으로 서 데이터 베이스 가용성을 증가시켜 준다. 

 Point-in-Time Recovery : 사용자의 실수 혹은 장애 발생으로 손실을 입은 데이터를 
특정시간에 시점까지 복구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Quiesce Database :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을 일시적으로 막고자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명령. 

 Compressed Backup : backup 이미지를 작게 하고자 할 경우에 압축 option 을 지정하여 
backup 을 수행할 수 있는데 최대 6 배 압축. 

 Object Level Recovery : 사용자의 실수나 데이터베이스 corrupt 에 의해서 손상된 특정 
table 에 대해서 dump image 를 이용한 recovery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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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네트웍 
Oracle SQL*Net 은 Oracle 데이터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한다. 이 것은 Transparent 
Network Substrate (TNS) 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Net-
Libraries (network libraries)를 이용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며 Tabular Data Stream 
(TDS)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이 것은 동시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네트웍 프로토콜을 
사용하든, 즉  Named Pipes, TCP/IP Sockets, 또는 다른 Inter-Process Communication (IPC), 
연결을 가능케 한다.  

[Oracle network 구조] 

SQL*net TNS SQL*netSQL*net TNS SQL*net

 

[Sybase ASE network 구조] 

Net lib TDS Net libNet lib TDS Net lib

 

 

3.9 데이터베이스 보안과 롤 
사용자가 Oracle 어플리케이션을 Adaptive Server Enterprise 로 적절히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번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안과 롤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3.9.1 로그인 계정 
로그인 계정은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거나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로그인 은 해당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 접속하여 특정 권한을 가지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DBA 는 사용자의 로그인 과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또는 
오브젝트들과 매핑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인증 

DBA 는 데이터베이스 별로 별도의 로그인 계정을 설정한다. 사용자는 반드시 로그인 으로 
분류되며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 접속될 때 비밀번호를 사용한다. 

3.9.2 User  
기본적으로 각 데이터베이스는 owner 가 존재한다. 즉 dbo 라고 하는 user 가 생성되고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user 를 만들고 권한과 role 을 할당할 수 있다.  

3.9.3 그룹, 롤 그리고 허가 
Adaptive Server Enterprise 나 Oracle 모두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해서 승인 등을 사용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승인 예로 (Oracle 의 system-level 승인과 유사) 데이터베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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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사용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도 
Oracle 처럼 오브젝트 레벨의 승인을 하며 오브젝트 오너 혹은 데이터베이스 오너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혹은 오브젝트를 접근 하려하는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스테이트먼트 레벨 과 오브젝트 레벨의 승인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직접 부여할 수 있다. 때로는 데이터베이스 role 을 관리하는 것이 쉬울 수 있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roles 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그룹에 권한을 주거나 파기한다. 
Roles 은 데이터베이스 혹은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오브젝트와 관련이 있다. 최초 서버가 
설치되면 몇 개의 고정된 서버 roles 이 생성된다. 예를 들어 sa_role 은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  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role 이다.그 외에 sso_role, ha_role, 
dtm_role 등 상황과 옵션에 따라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role 들이 있다. 각 
데이터베이스는 적어도 하나의 그룹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public 그룹은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며 삭제할 수 없다. Public 은 Oracle 의 PUBLIC account 와 유사하다. 
각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들은 항상 public 그룹에 속하게 된다.  

3.9.4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와 게스트 사용자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 사용자 로그인 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오브젝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로그인 계정을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로 설정한다. 

 로그인 계정을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게스트 사용자로 설정한다. 

 로그인 계정을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오너로 설정한다. 

db_owner roles 이나 sa role 을 가진 사용자는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9.5 sa ro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sa role 은 Oracle DBA role 과 유사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 sa login account 는 기본적으로 이 role 을 가진다. sa role 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설치 

 servers 와 clients 의 구성 설정 

 데이터베이스 생성. 

 로그인의 적절한 권한과 승인 설정.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내외부로 데이터 전송 

 데이터베이스 백업/로드 

 Adaptive Server Enterprise 성능 모니터/튜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troubleshooting 

3.9.6 db owner Ro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데이터베이스는 tablespace 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관리나 구조면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각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owner (dbo)를 가지고 있다. 모든 로그인 사용자는 db_owner 의 
성원이 될 수 있으며 db_owner role 을 가진 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자 task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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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Oracle DBA 와 다른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db_owner 의 역할이다: 

 데이터베이스 접근 관리. 

 데이터베이스 옵션 변경 (read-only, single user, and so on). 

 데이터베이스 백업/로드. 

 데이터베이스 permission 의 Granting 과 revoking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의 생성과 삭제. 

db_owner role 을 가지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작업도 수행 가능하다.  이와 같이 
가장 적합한 role 을 각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할당하기 위해서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정된 role 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db_owner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sa role 을 가져야 하는 것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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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정의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오브젝트들 (tables, views, and indexes)은  Adaptive Server Enterprise 
로 쉽게 변환이 가능하다. 즉  대 부분의 RDBMS 들이 오브젝트 정의 만큼은 SQL-92 표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Oracle table, index, 그리고 view 등의 정의를 Adaptive Server Enterprise 
table, index, 그리고  view 정의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문법의 변환만이 요구 될 뿐이다. 이 
테이블은 Oracle 과 Adaptive Server Enterprise 와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다. 

4.1 오브젝트 정의비교 

Category Adaptive Server Enterprise Oracle 

대소문자 구분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음 대소문자 구분 

컬럼의 수 1,024 1,000 

레코드 크기 Max 16K Max 8K 

레코드 수 Unlimited Unlimited 

Blob type  image long raw  

Clustered table indexes 테이블 당 1 개 테이블 당 1 개 (index-
organized tables)  

Nonclustered table indexes 249 per table Unlimited 

하나의 인덱스에 포함할 
수 있는 컬럼의 최대 수 

31 32 

인덱스의 최대 길이 5300 bytes 40% of block 

테이블 명 [[[Server.]database.]owner.] 

table_name 

[schema.]table_name 

뷰 명 [[[Server.]database.]owner.] 

table_name 

[schema.]table_name 

인덱스 명 [[[Server.]database.]owner.] 

table_name 

[schema.]table_name 

 
만약에 당신이 Oracle 로 개발을 시작하고 있었다면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즉 가지고 있는 Oracle DDL 스크립트를 가지고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수정을 하면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 쉽게 적응 될 듯하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naming 룰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인덱스 이름 
변경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 사용하기 위하여 Oracle 의 constraint, triggers, foreign key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clustered index 를 사용하기 위해서 CREATE INDEX 문을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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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데이터 타입과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데이터 타입을 매치 시켜주어야 
한다. 

 CREATE SEQUENCE 문을 삭제해야 한다. 그대신 순차 증가를 위해서 with 
IDENTITY 를 사용한다. 

 필요하다면 CREATE VIEW 문을 수정해야 한다. 

 synonyms 을 위한 reference 를 제거한다. 

 만약에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잠시 사용하고 삭제해 버리는 임시 테이블의 경우 
성능을 위해서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temporary tables 사용을 고려 해야 한다. 

 Oracle CREATE TABLE…AS SELECT 문은 Adaptive Server Enterprise SELECT…INTO 
문으로 수정한다. 

 user-defined(default, data type) rules 의 사용 여부를 평가 적용한다. 

4.2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명명 
다음 표는 Oracle 과 Adaptive Server Enterprise 가 어떻게 오브젝트 구분자를 관리하는지 
비교 설명한다. 대개의 경우 Adaptive Server Enterprise 로 바꿀 때 이름을 바꾸거나 할 
필요가 없을 것 이다. 

4.2.1 오브젝트 명명규칙 비교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구분자 : 1-30 characters  

데이터베이스이름: 8 characters 

데이터베이스 링크이름: 128 
characters 

구분자:1-30 characters 

임시 테이블이름: 116 characters 

구분자는 alphabetic 문자와 
alphanumeric 문자를 포함하거나 _, $, 
그리고 # 를 포함한다. 

구분자는 alphanumeric 문자로 시작 하거나 _,@,# 
또는 $ 등 다른 문자를 포함할 수 있다. 만약 @로 
시작하는 구분자가 있다면 그것은 로컬 변수이고 , 
#으로 시작하는 변수가 있으면 그것은 임시 
테이블의 이름이다. 

Tablespace 이름은 유일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유일해야 한다 

사용자 계정에 따라 구분자 이름이 
유일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별로 구분자 이름이 유일해야 한다 

컬럼 명 은 테이블 과 뷰 별로 
유일해야 한다. 

컬럼 명 은 테이블 과 뷰 별로 유일해야 한다. 

인덱스 명은 사용자 schema 별로 
유일해야 한다. 

인덱스 명은 테이블 별로 유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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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테이블 이름  
이미 존재하는 Oracle 있는 테이블을 접근할 때 사용자는 그 테이블의 무자격 명을 단순히 
조회 할 수 있다. 다른 Oracle schemas 에 있는 테이블을 접근할 때 테이블 이름 앞에 점(.)과 
함께 schema 이름을 붙여 주어야 한다. Oracle synonyms 은 추가적으로 위치의 투명성을 
제공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이와 같은 경우 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로그인 계정은 다중 데이터베이스에 같은 이름의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  

[[database_name.]owner_name.]table_name. 

4.3.1 테이블 명 응용 

테이블의 
접근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Your user 
account 

SELECT * FROM SALES select * from sales 

Other schema SELECT * FROM 
SALES_ADMIN.SALES 

select * from other_db.dbo.sales 

 

다음은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tables 과 views 에 대한 가이드 이다: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사용자 이름은 선택 사항이다. 즉 사용자의 기본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있는 테이블을 접근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별로 테이블 명이 유일하기 때문에, 
단순히 테이블 명 만을 가지고 접근하면 된다.  

 한 로그인 계정으로 Adaptive Server Enterprise 접근하여 같은 이름의 테이블을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생성하고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nduser1 가 소유하고 있는 
user_db 의 테이블의 경우 user_db..sales , other_db 에 있는 테이블의 경우 
other_db.enduser1.sales 로 명시 할 수 있다. 설명한 바와 같이 로그인 명이 구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명과 사용자명이 구분자가 된다.  

 한 데이터베이스에 서로 다른 사용자는 같은 이름의 테이블을 가질 수 있다. 

 user_db.dbo.sales  

 User_db.dept_admin.sales  

 User_db.sales_admin.sales 

 Other_db.dbo.sales 

따라서, 다중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풀네임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다중 서버환경의  질의 처리 시에는 서버 명을 
포함해야 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모든 접속은 로그인 시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use’ 문을 사용하여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가 sybase 라고 하는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 을 하여 pubs2 데이터베이스에서 sales 
테이블을 찾는다면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기본적으로 dbo.sales 라고 하는 테이블을 
찾을 것이다. 만약에 sales 테이블의 소유자가 dbo 가 아닐 경우 반드시 user 명.sales 라고 
명시해야 찾을 수 있게 된다. 위 경우에 위배 되는 질의는 Adaptive Server Enterprise ‘table 
does not exist’ 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를 리턴한다.  

Sybase Pre-Sales Confidential, Page: 14 Version: 0.1, 14 Jan 2004 



Sybase Pre-Sales Enterprise Solution Division 
Oracle to Sybase Adaptive Server Enterprise Migration Guide 

만약 참조하고자 하는 테이블이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다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sales 테이블이 dbo 소유이고 pubs3 데이터베이스에 속해 
있다면  sales 테이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pubs3.dbo.sales 라고 사용해야 한다. 

오브젝트 소유자를  두개의 점으로 생략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pubs3.current_user.sales 

 pubs3.dbo.sales 

 pubs3..sales 

만약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만 사용할 경우 오브젝트를 참조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명을 붙이는 것을 생략해도 된다. 즉 그 의미는 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4 테이블 생성 
두 RDBMS 모두 ANSI SQL-92 표준을 따르므로 CREATE TABLE syntax 는 매우 유사하다.  

4.4.1 Create table 구문비교 

Oracle 

CREATE TABLE schema.]table_name 

({col_name  column_properties [default_expression]  

[constraint[constraint...constraint]]]|[[,]constraint]} 

[[,]{next_col_name|next_constraint}...]) 

[Oracle Specific Data Storage Parameters] 

Adaptive Server Enterprise 

create table [server.][database.][owner.] table_name  

({col_name column_properties[constraint [constraint [...constraint]]]| [[,] constraint]} 

[[,] {next_col_name | next_constraint}...]) 

[on sement_name] 
 

Oracle 에서는 오브젝트 이름의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나 Adaptive Server Enterprise, 
database 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서버옵션에 의해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게도 
설정 가능하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를 설치할 때 기본 sort 순서는 dictionary 순서에 
case-sensitive 하게 설정이 되는데 만약 원한다면 case-insensitive 로 바꿀 수 있다. 

4.5 테이블과 인덱스 Storage Parameters 
Adaptive Server Enterprise 가 RAID 를 사용한다면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를 위치시키는 
것이 매우 단순하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clustered index 는 Oracle 의 index-organized 
table 과 유사한 기능을 다른 구현 없이한다.  

Sybase Pre-Sales Confidential, Page: 15 Version: 0.1, 14 Jan 2004 



Sybase Pre-Sales Enterprise Solution Division 
Oracle to Sybase Adaptive Server Enterprise Migration Guide 

4.5.1 테이블과 인텍스 생성 구문비교 

Oracle 

CREATE TABLE DEPT_ADMIN.DEPT 

(DEPTVARCHAR(4) NOT NULL, 

DNAMEVARCHAR(30) NOT NULL, 

CONSTRAINT dept_pk PRIMARY KEY (dept) , 

CONSTRAINT dept_dname_unique UNIQUE(dname) 

) ORGANIZATION INDEX 

Adaptive Server Enterprise 

create table user_db.dbo.dept  

(deptvarchar(4) not null,  

dnamevarchar(30) not null,  

constraint dept_dept_pk primary key (dept), 

constraint dept_dname_unique 

unique nonclustered (dname)) 
 

4.6 SELECT 문에 의한 테이블의 생성 
Oracle 을 사용하면 select 명령에 의해서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데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역시 같은 기능의 다른 문법의 SQL 을 제공한다. 

4.6.1 Dummy table 생성 구문비교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CREATE TABLE SALESBACKUP AS 
SELECT * FROM SALES 

select * into salesbackup from sales  

 

SELECT …INTO 문법은 select 문에 의해서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값을 
만들어진 테이블에 입력한다.  참조 무결성 등은 새로운 테이블에 적용되지 않는다. 

4.7 Views 
create views 의 syntax 는 두 RDBMS 모두 매우 유사하다. 

4.7.1 View 생성 구문비교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CREATE [OR REPLACE]  create view [owner .]view_name 
[(column_name [, column_name ]...)]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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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NOFORCE] VIEW[schema.] 

view_name 

[(column_name [,column_name]...)] 

AS  

select_statement 

[WITH CHECK OPTION  

[CONSTRAINT name]] 

[WITH READ ONLY] 

select [distinct] select_statement 
[with check option] 
 

 

Adaptive Server Enterprise views 는 SELECT 문에 있는 테이블들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해당 
테이블이 존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정 시에는 해당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지 않는다. 그러나 체크하기를 원하면 WITH CHECK OPTION 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Oracle 과 차이가 있는데 Oracle 은 이것을 하나의 constraint 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기능적으로 다른점은 없다. 
Oracle 은 view 를 생성할 때 WITH READ ONLY 옵션을 사용하는데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는 해당 view 에 SELECT permission 만 허용한다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7.2 View 전환 예 
다음은 Oracle views 를 Adaptive Server Enterprise views 로 전환한 예이다.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CREATE VIEW 

SALES_ADMIN.SALES_GPA 

(SSN, GPA) 

AS 

SELECT SSN, 

 ROUND(AVG(DECODE(grade,'A', 4, 

'A+', 4.3'A-', 3.7,'B', 3,'B+', 3.3,'B-', 
2.7,'C', 2,'C+', 2.3,'C-', 1.7,'D', 1,'D+', 
1.3,'D-', 0.7,0)),2)  

FROM SALES_ADMIN.GRADE 

GROUP BY SSN 

create view  

sales_admin.sales_gpa 

(ssn, gpa) 

as  

select ssn,  

round(avg(case grade 

when 'a' then 4  

when 'a+' then 4.3 

when 'a-' then 3.7 

when 'b' then 3 

when 'b+' then 3.3 

when 'b-' then 2.7 

when 'c' then 2 

when 'c+' then 2.3 

when 'c-' then 1.7 

when 'd' the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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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d+' then 1.3 

when 'd-' then 0.7 

else 0 

end),2) 

from sales_admin.grade 

group by ssn 

  

4.8 인덱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clustered 와 non clustered index 를 제공한다. 이 인덱스 구조는 
페이지 단위로 만들어지며 Oracle 의 B-tree 구조 형태와 유사하다. 

4.8.1 Clustered Indexes 
Oracle 에서는 Clustered indexes 를 index-organized tables 로 구현한다. 그러나 clustered index 
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테이블과  붙어있는 것이다. 테이블과 인덱스는 같은 저장 
공간을 공유한다(선택적으로 분리가능). Clustered index 를 생성하게 되면 인덱스 순으로 
데이터를 재 정렬한다. 그리고 인덱스의 leaf pages 에는 실제 테이블의 데이터가 위치한다. 
이런 구조로 인해 테이블 당 하나의 clustered index 만 있을 수 있다. 만약 clustered index 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PRIMARY KEY constraint 에 의해서 자동으로 clustered index 가 
생성된다 

다음은 Clustered index 가 있어서 유리한 경우들 이다. 

 Primary keys. 

 다음과 같은 구간 검색 처리시( BETWEEN, >, >=, <, and <=, for example) 

 (SELECT * FROM SALES WHERE GRAD_DATE 

 BETWEEN '1/1/97' AND '12/31/97') 

 많은 결과값을 처리할 경우 

 SELECT * FROM SALES WHERE LNAME = 'SMITH' 

 특정 컬럼을 가지고 (ORDER BY, GROUP BY)를 자주 할 경우. 

 자주 데이터들이 입력되고 수정되므로 인해 특정 페이지에 hot spots 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lustered index 를 삭제했다가 다시 만드는 것도 일종의 데이터 재 정렬 기법 중에 하나로 
디스크에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정렬시키고 스페이스를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Oracle 의 export & import 와 유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Oracle cluster 는 두개 
혹은 그 이상의 테이블의 공통된 컬럼으로 구성된 cluster key 에 의해 같은 데이터 블록 안에 
그룹 시켜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Adaptive Server Enterprise clustered 
index 는 Oracle 에서 이야기하는 cluster 와는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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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Clustered index 구현 예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CREATE TABLE SALES_ADMIN.GRADE 
( SSNCHAR(9) NOT NULL, 

CCODEVARCHAR2(4) NOT NULL, 

GRADEVARCHAR2(2) NULL, 

CONSTRAINT GRADE_SSN_CCODE_PK

 PRIMARY KEY (SSN, CCODE) 

CONSTRAINT GRADE_SSN_FK  

FOREIGN KEY (SSN)  

REFERENCES SALES_ADMIN.SALES 
(SSN),  

CONSTRAINT GRADE_CCODE_FK  

FOREIGN KEY (CCODE)  

REFERENCES DEPT_ADMIN.CLASS 
(CCODE) 

) 

ORGANIZATION INDEX 

create table sales_admin.grade  

(ssnchar(9) not null, 

ccode varchar(4) not null, 

grade varchar(2) null, 

constraint grade_ssn_ccode_pk 

primary key (ssn, ccode), 

constraint grade_ssn_fk 

foreign key (ssn) references 

sales_admin.sales (ssn), 

constraint grade_ccode_fk 

foreign key (ccode) references 

dept_admin.class (ccode) 

) 

or 

create unique clustered index index_name on 
sales( ssn, c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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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1-2394

756-30-7391
899-46-2035

177-32-1176
213-46-8915
238-95-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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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30-7391
807-91-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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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46-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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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Root Index intermediate Data Page

Page 193

Page 257

Page 260

177-32-1176
756-30-7391

177-32-1176
267-41-2394

756-30-7391
899-46-2035

177-32-1176
213-46-8915
238-95-7766

267-41-2394
427-17-2319

756-30-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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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92-7186

899-46-2035
998-72-3567

Index Root Index intermediate Data Page

Page 193

Page 257

Page 260

[Adaptive Server Enterprise Clustered index 구조] 

4.8.3 Non clustered Indexes 
Non clustered indexes 는 물리적으로 데이터와 인덱스가 따로 떨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그리고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인덱스의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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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CREATE INDEX 

SALES_ADMIN.SALES_MAJOR_IDX ON 

SALES_ADMIN.SALES (MAJOR)  

TABLESPACE USER_DATA  

PCTFREE 0 STORAGE  

( 

INITIAL 10K  

NEXT 10K  

MINEXTENTS 1  

MAXEXTENTS UNLIMITED 

) 

create nonclustered index 

sales_major_idx on 

user_db.sales_admin.sales (major) 

 

Bennet
Panteley

Bennet
Green
Hunter

Panteley
Smith

Page 453

Page 510

Page 511

Bennet
Carsen

Dull

Green
Greene

Hunter
Karsen
O’Leary

Panteley
Ringer
Ringer

Smith
White

O’Leary
Ringer
Carsen

Hunter
Smith

Bennet
Green
Ringer

Dull
Greene
White

Panteley
Karsen

Index Root Index leaf Data PageIndex intermediate

Bennet
Panteley

Bennet
Green
Hunter

Panteley
Smith

Page 453

Page 510

Page 511

Bennet
Carsen

Dull

Green
Greene

Hunter
Karsen
O’Leary

Panteley
Ringer
Ringer

Smith
White

O’Leary
Ringer
Carsen

Hunter
Smith

Bennet
Green
Ringer

Dull
Greene
White

Panteley
Karsen

Index Root Index leaf Data PageIndex intermediate

 

 
[Adaptive Server Enterprise Non Clustered index 구조] 

4.8.4 인덱스 문법과 명명 
Oracle 에서는 인덱스 이름이 사용자 계정별로 유일해야 한다. 그러나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는 테이블별로 유일하면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인덱스를 삭제할 경우 
테이블 명과 인덱스 명을 동시에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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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인덱스 문법비교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CREATE [UNIQUE] INDEX  

[schema].index_name ON 

[schema.]table_name  

(column_name 

[,column_name]... 

) 

[INITRANS n] 

[MAXTRANS n] 

[TABLESPACE tablespace_name] 

[STORAGE storage_parameters] 

[PCTFREE n] 

[NOSORT] 

DROP INDEX ABC; 

create [unique]  

[clustered | nonclustered]     

index index_name on  

tablename  

(column [,…n] 

) 

 

4.9 임시 테이블 
Oracle 에서는 짧을 시간동안 이라도 테이블을 사용하려면 먼저 테이블을 create 해야 한다. 
즉 필요에 따라서 모든 사용자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때 테이블을 생성했다가 
삭제해야 한다. 만약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와 같은 로직의 구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수히 많은 쓰레기 테이블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하게 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역시도 임시 테이블 사용을 제공하는데  사전에 생성할 필요도 또 삭제할 필요도 
없다. 즉  질의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되고 세션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형태의 
임시테이블을 지원한다. 또 최악의 경우는 서버가 re-start 하면 생성되었던 모든 임시 
테이블들이 사라져 버린다. 이와 같은 테이블들은 모두 tempdb 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생성이 된다. 이와 같은 임시 테이블에도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삭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테이블의 공유는 불가능하다. 다음은 임시 테이블을 쿼리에서 생성하는 
예이다. 

 

select sum(isnull(tuition_paid,0)) sum_paid, major into #sum_sales from 
user_db.sales_admin.sales group by major 

create unique index sum sales idx on #sum sales (major) 

 

4.10 데이터 타입  
아마도 어떤 데이터 타입들은 Oracle 에서 사용하던 것을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데이터 타입들은 전환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작업은 Direct Connect for Oracle 이라고 하는 Sybase 제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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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Designer 등과 같은 case tools 을 이용한다면 특별한 노력 없이도 데이터베이스 
schema 와 데이터를 컨버젼 할 수 있을 것이다.  

4.10.1 데이터 타입 비교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CHAR Char 

VARCHAR2  Char or varchar or text. 

RAW and LONG RAW varbinary or image.  
LONG Text 
NUMBER Numeric 

DATE datetime. 

ROWID identity column type 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CURRVAL, NEXTVAL identity column type 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SYSDATE Getdate() 
BOOLEAN bit  
INTEGER int, smallint, tinyint  
FLOAT float, real 
MONEY money, smallmoney 
MLSLABLE 없음  

 

4.10.2 유니코드 지원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모든 언어의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Unicode 3.0 표준을 
지원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는 4 바이트, UTF-16 형식의 char 및 varchar 를 
저장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 유형인 unichar 및 univarchar 를 지원 한다. 

4.10.3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은 해당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 수 있으나 model 데이터 
베이스에서 만든다면 새로 생성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용자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사용자 데이터 타입을 create table 혹은 alter table 문에서 
기존의 데이터 타입과 함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T-SQL 로 구현 할 수 없는 데이터 
타입의 경우 java 로 구현하여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 설치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구현 할 수 있을 것이다. 

4.10.4 timestamp 컬럼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timestamp 컬럼은 일종의 데이터 타입이기는 하나 해당 컬럼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거나, 의미 있게 사용 할 수는 없다. 단지 
데이터가 입력되거나 수정될 때 자동으로 해당 컬럼에 입력되고 수정되는 것이다. 실제로 
timestamp 컬럼의 데이터는 날짜나 시간의 데이터가 아니고 binary 또는 varbinary 
형태이고, 이것은 단순히 해당 테이블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순차를 나타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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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오브젝트 레벨의 권한승인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오브젝트 권한을 오브젝트 오너에 있으며, 다른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그룹 그리고 public role 사용자에게 권한을 주거나 빼앗을 수 있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Oracle 과는 다르게 ALTER TABLE 과 CREATE INDEX 등의 권한은 다른 
사용자에게 주지 않는다. GRANT 문법은 Oracle 과 Adaptive Server Enterprise 가 유사하다. 
반대로 부여하였던 권한을 제거하는 명령어는 REVOKE 라고 한다. 

4.11.1 권한설정 문법비교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GRANT  

{ALL [PRIVILEGES] 

[column_list]|permission_list [column_list]} 

ON {table_name  

[(column_list)] | view_name [(column_list)] | 
stored_procedure_name} 

TO {PUBLIC | name_list } 

[WITH GRANT OPTION] 

grant {all [privileges]| permission_list} 

on 

 { table_name [(column_list)]| 

 view_name[(column_list)] 

| stored_procedure_name} 

to  

{public | name_list | role_name} 

[with grant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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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무결성과 비즈니스 룰 

데이터 무결성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한다. 컬럼에 들어 
가는 데이터들에 대한 무결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방법을 다음 네 가지 
영역에서  소개 하기로 한다. 

Integrity type How enforced 

객체 무결성 PRIMARY KEY constraint 

UNIQUE constraint 

IDENTITY property 

도메인 무결성 FOREIGN KEY constraint 

CHECK constraint 

NULL 허용 

참조 무결성 FOREIGN KEY constraint 

CHECK constraint 

사용자 정의 무결성 Stored procedures 

Triggers 
 

5.1 객체 무결성 
특정 테이블의 유일한 객체로 개체 무결성을 정의한다. 객체 무결성은 primary key 의 
무결성을 요구한다(UNIQUE constraints, PRIMARY KEY constraints).  

5.1.1 Constraints 명명 
Constraints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명시하지 않으면, Oracle 과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내부적인 naming conventions 룰에 의한 이름을 정할 것이다. 물론 자동으로 
명명된 constraints 이름은 전환 대상이 아니다.  

 

5.1.2 Primary Keys  
ANSI SQL-92 표준은 primary key 의 모든 값은 유일해야 하고 null 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Oracle 과 Adaptive Server Enterprise 모두 자동으로 primary key 혹은 unique constraint 를 
정의하면 데이터의 유일성을 보장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primary key 를 
생성하면  clustered index 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Oracle 의 인덱스는 drop 하거나 disable 로서 
제거할 수 있으나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는 drop 명령으로 만 인덱스를 제거 할 수 
있다. 두 RDBMS 모두, 다중의 유일 키를 선언할 수 있으며 null 을 허용할 수 있게 정의가 
가능하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경우 인덱스 선언 시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non-clustered 인덱스가 생성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unique 
인덱스에서 오직하나의 null 을 허용하는 반면 Oracle 은 여러 개의 null 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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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Primary key 구문비교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CREATE TABLE DEPT 

(DEPT VARCHAR2(4) NOT NULL, 

DNAME VARCHAR2(30) NOT NULL, 

CONSTRAINT DEPT_DEPT_PK 

PRIMARY KEY (DEPT) 

USING INDEX TABLESPACE 
USER_DATA 

PCTFREE 0 STORAGE ( 

INITIAL 10K NEXT 10K 

MINEXTENTS 1 MAXEXTENTS 
UNLIMITED), 

CONSTRAINT DEPT_DNAME_UNIQUE 

UNIQUE (DNAME) 

USING INDEX TABLESPACE 
USER_DATA 

PCTFREE 0 STORAGE ( 

INITIAL 10K NEXT 10K 

MINEXTENTS 1 MAXEXTENTS 
UNLIMITED) 

) 

create table dept 

(dept varchar(4) not null,  

dname varchar(30) not null, 

constraint dept_dept_pk  

primary key  clustered (dept),  

constraint dept_dname_unique  

unique nonclustered (dname) 

) 

 

5.1.3 Constraints 의 추가/삭제 
Constraints 를 해제하면 데이터베이스 성능과 복제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격지에 복제 데이터를 만들 때 원본 테이블에서 이미 무결성 체크가 된 상태이므로 
반복적으로 constraint 를 체크 할 필요가 없다. Oracle 의 경우에는 constraints 를 
enable/disable 할 수 있다. 데이터 복제를 하지 않는 곳이나 제약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alter table 의 CHECK 와 WITH NOCHECK options 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만약 
Oracle 에서 CASCADE option 을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코드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기능을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DROP CONSTRAINT DEPT_DEPT_PK CASCADE 

위 의 경우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는 먼저  child constraint 를 삭제하고 parent 
constraint 를 삭제하는 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alter table sales drop constraint sales_major_fk 

alter table class drop constraint class_dept_fk 

alter table dept drop constraint dept_dept_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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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유일한 값 생성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한 개의 컬럼을 identity 컬럼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것은 
자동으로 증가하는 numeric 값이다. 만약 Oracle 의 SEQUENCE 를 사용하였다면 identity 로 
대치 할 수 있다. 

Category Adaptive Server Enterprise IDENTITY 

Syntax create table new_employees 

(  

empid int identity (1,1),  

employee_name varchar(60), 

constraint emp_pk primary key (empid) 

) 

테이블 당 identity 1 

Null 허용 아니오 

기본 값 설정허용 아니오 

유일성 예 

 

5.2 Domain Integrity 
Domain integrity 는 주어진 컬럼에 가용한 엔트리를 제한한다. 즉  Domain integrity 는 
데이터 타입, format , 가능한 영역의 데이터 등과 같은 제한을 요구한다. 

5.2.1 DEFAULT 와 CHECK Constraints 
두 RDBMS 모두 컬럼 특성으로 서 디폴트를 취급한다. CHECK constraints 에 대한 문법과 
사용은 Oracle 과 Adaptive Server Enterprise 가 같다. 찾는 조건은 Boolean expression 으로 
평가하며 서브쿼리는 수행할 수 없다. 컬럼 레벨의 CHECK constraint 은 constrained 컬럼에 
의해서 참조되며 테이블 레벨의 constraint 은 constrained 테이블의 컬럼을 참조한다. 한 
테이블에 다중 CHECK constraints 을 정의 할 수 있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은 create 
table 에서 한 개의 컬럼에 하나의 컬럼 레벨 CHECK 를 허용한다.  

5.2.2 Null 허용 
Adaptive Server Enterprise 와 Oracle 컬럼 생성제약에서 NULL 을 허용한다.  Oracle 은 
테이블을 생성할 때 NOT NULL 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NULL 을 허용하지만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는 명시하지 않을 경우 NOT NULL 이 된다.  

 

5.3 참조 무결성  
표는 참조 무결성에 대한 비교이다. 

Constraint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Sybase Pre-Sales Confidential, Page: 26 Version: 0.1, 14 Jan 2004 



Sybase Pre-Sales Enterprise Solution Division 
Oracle to Sybase Adaptive Server Enterprise Migration Guide 

Constraint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PRIMARY 
KEY 

[CONSTRAINT constraint_name] 

PRIMARY KEY (col_name 
[,col_name2 [..., col_name16]]) 

[USING INDEX  

storage_parameters] 

[constraint constraint_name] 

primary key [clustered | 

nonclustered] 

(col_name  

[,col_name2 [...,col_name16]] 

) 

[on segment_name] 

UNIQUE [CONSTRAINT constraint_name] 

UNIQUE (col_name [, col_name2 

[..., col_name16]]) 

[USING INDEX 

storage_parameters] 

[constraint constraint_name] 

unique [clustered | 

nonclustered] 

(col_name [,col_name2  

[...,col_name16]]) 

[on segment_name] 

FOREIGN 
KEY 

[CONSTRAINT constraint_name] 

[FOREIGN KEY (col_name 

 [,col_name2  

[..., col_name16]])] 

REFERENCES [owner.]ref_table 

[(ref_col [, ref_col2  

[...,ref_col16]] 

)] 

[ON DELETE CASCADE] 

[constraint constraint_name] 

[foreign key (col_name  

[,col_name2 [..., col_name16]])] 

references [owner.]ref_table 

[(ref_col [, ref_col2  

[..., ref_col16]])] 

DEFAULT Constraint 이 아니고 컬럼 특성 

DEFAULT (constant_expression) 

constraint 이 아니고 컬럼 특성 

default (constant_expression) 

CHECK [CONSTRAINT constraint_name] 

CHECK (expression) 

[constraint constraint_name] 

check  (expression) 

 

5.3.1 Foreign Keys 
Oracle 과 Adaptive Server enterprise 모두 foreign key 무결성은 비슷하다.   Foreign key 절에 
기술한 컬럼의 수, 컬럼의 데이터 타입 등이 일치해야 한다.  참조 절에 포함되어 있는 
컬럼은 null 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참조 테이블의 해당 컬럼은 PRIMARY KEY 또는 
UNIQUE constraint 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constraints 은 같은 
데이터베이스 뿐 만이 아니고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 간에도 참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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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용자 정의 무결성 
사용자 정의 무결성은 다른 무결성 영역에 없는 특별한 비즈니스 룰을 정의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5.4.1 Stored Procedures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stored procedures 는 CREATE PROCEDURE 문의 이용해서 
결과 값을 받거나 입력 값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든다.  

5.4.1.1 Stored Procedure 구문비교 

다음은 Oracle stored procedure 와 다른점에 대한 비교표 이다.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CREATE OR REPLACE PROCEDURE 

[user.] procedure     

[(argument [IN |OUT] datatype     

[,argument [IN | OUT] datatype] 

{IS | AS} block 

create procedure [owner.]procedure_name[;number]

[[(]@parameter_name 

datatype [(length ) | (precision [, scale ])] 

[= default][output] 

[, @parameter_name 

datatype [(length ) | (precision [, scale ])] 

[= default][output]]...[)]] 

[with recompile] 

as {SQL_statements | external name dll_name} 

 

 
다음의 예는 Transact-SQL stored procedure 가 Oracle PL/SQL packaged function 으로 어떻게 
전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이다. Transact-SQL 코드를 보게 되면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select 로부터 직접 결과 값을 받으므로 커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5.4.1.2 Stored Procedure 전환 예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CREATE OR REPLACE PACKAGE 

SALES_ADMIN.P1  

AS 

ROWCOUNT NUMBER :=0; 

CURSOR C1  

RETURN SALES%ROWTYPE; 

 

FUNCTION SHOW_RELUCTANT_SALES 

create procedure 

sales_admin.show_reluctant_sales 

as  

select fname+'' +lname+', social security 
number'+ ssn+' is not enrolled in any classes!' 

from sales_admin.sales s 

where not exists  

(select 'x'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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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WORKVAR OUT VARCHAR2) RETURN 
NUMBER; 

END P1; 

/ 

CREATE OR REPLACE PACKAGE BODY 

SALES_ADMIN.P1 AS 

CURSOR C1 RETURN SALES%ROWTYPE 
IS 

SELECT * FROM SALES_ADMIN.SALES  

WHERE NOT EXISTS 

(SELECT 'X' FROM 
SALES_ADMIN.GRADE 

WHERE GRADE.SSN=SALES.SSN)  

ORDER BY SSN; 

 

FUNCTION SHOW_RELUCTANT_SALES 

(WORKVAR OUT VARCHAR2) RETURN 
NUMBER  

IS 

WORKREC SALES%ROWTYPE; 

BEGIN 

IF NOT C1%ISOPEN THEN OPEN C1; 

ROWCOUNT :=0; 

ENDIF; 

FETCH C1 INTO WORKREC; 

IF (C1%NOTFOUND) THEN 

CLOSE C1; 

ROWCOUNT :=0; 

ELSE 

WORKVAR := WORKREC.FNAME||'  

'||WORKREC.LNAME||', 

social security number '||WORKREC.SSN||' is 

not enrolled in any classes!'; 

ROWCOUNT := ROWCOUNT + 1; 

sales_admin.gradeg 

where g.ssn=s.ssn) 

order by ssn  

return@@rowcoun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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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ENDIF; 

RETURN(ROWCOUNT); 

EXCEPTION 

WHEN OTHERS THEN 

IF C1%ISOPEN THEN CLOSE C1; 

ROWCOUNT :=0; 

ENDIF; 

RAISE_APPLICATION_ERROR(-
20001,SQLERRM); 

END SHOW_RELUCTANT_SALESS; 

END P1; 

/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은 Oracle 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구조체인 packages 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CREATE OR REPLACE option 등 도 Oracle 에만 있는 기능이다.  

5.4.2 Stored Procedure 실행의 지연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WAITFOR 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것은 개발자로 
하여금 시간을 기술하게 하고, 시간 간격 또는 trigger 의 실행, stored procedure 또는 
transaction 의 조절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기능은 Oracle 의 dbms_lock.sleep 과 비슷한 
기능이다. 

 

waitfor {delay 'time' | time 'time'} 

예: 

begin 

    waitfor time '22:20' 

    execute update_all_stats 

end 

 

5.4.3 Stored Procedure 의 파라미터  
Stored procedure 의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Parameter datatype DEFAULT <value>; {@parameter data_type} [= default]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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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Triggers 
Oracle 과 Adaptive Server Enterprise 모두 triggers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소의 차이는 있다. 

Description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테이블 당 트리거 수 무제한 무제한 

INSERT, UPDATE, DELETE 
전에 Triggers 실행  

예 아니오 

INSERT, UPDATE, DELETE 
후에 Triggers 실행 

예 예 

실행동안 Constraints check 예 예 

수정, 삭제 trigger 에서 이전 값 
참조 

:old DELETED table 참조 

INSERT trigger 에서 새로운 값 
참조 

:new INSERTED table 참조 

Triggers enable/disable ALTER TRIGGER ALTER TABLE  
 

Oracle 의 경우 before Triggers 와 after trigger 가 option 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기본적으로 after trigger 만 가능하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trigger 문에서 
로직컬하게 deleted 와 inserted 테이블이 생성된다. 이 테이블들은 사용자의 transaction 에 
의해서 변경되어야 할 테이블의 이전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다. 이 
테이블은 Oracle 이 row 레벨 trigger 와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 
INSERT, UPDATE, 또는 DELETE 문이 수행될 때 inserted 와 deleted 에 자동으로 추가된다. 
inserted 와 deleted 테이블은 trigger 테이블과 같다. 이 것들은 같은 컬럼 이름과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UPDATE 처리 시 이전 값을 
삭제하고 새로운 값을 입력하는 형식의 내부 처리가 발생하므로 항상 inserted 와 deleted 
테이블 모두를 사용한다. 다음 예는 inserted 과 deleted 테이블을 Oracle 의 PL/SQL row-level 
trigger 로 바꾼 예이다.  

5.4.4.1 Trigger 전환 예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CREATE TRIGGER 

 SALES_ADMIN.TRACK_GRADES 

AFTER 

INSERT  

ON SALES_ADMIN.GRADE 

FOR EACH ROW 

BEGIN 

INSERT INTO GRADE_HISTORY( 

TABLE_USER, ACTION_DATE, 

OLD_SSN, OLD_CCODE, OLD_GRADE, 

create trigger 

sales_admin.track_grades 

on sales_admin.grade 

for insert 

as 

insert into grade_history( 

table_user, action_date, 

old_ssn, old_ccode, old_grade 

new_ssn, new_ccode, new_grade) 

select user, ge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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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_SSN, NEW_CCODE, NEW_GRADE) 

VALUES (USER, SYSDATE, 

:OLD.SSN, :OLD.CCODE, :OLD.GRADE, 

:NEW.SSN, :NEW.CCODE, :NEW.GRADE),

END; 

old.ssn, old.ccode, old.grade,
new.ssn, new.ccode, new.grade 

from inserted  

 

Trigger 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 수 있으며 참조 테이블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어도 관계 없다. 물론 다중의 trigger 정의가 가능하며 16 레벨의 nested trigger 가 가능하다. 
다음은 Transact-SQL trigger 에서 제한하는 기능 입니다: 

 모든 create 명령어,create database, create default,create index, create procedure, create rule, 
create table, create trigger,create view 

 모든 drop 명령어 

 alter database 와 alter table 

 truncate table 

 grant 와 revoke 

 update statistics 

 sp_configure 

 load database 와 load transaction 

 disk init, disk refit, disk reinit, disk remirror, disk remirror, disk unmirror 

 select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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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ransactions, Locking, and Concurrency 
이번 섹션에서는 두 RDBMS, Oracle 과 Adaptive server enterprise,의 locking, transaction 처리, 
다중사용자의 동시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이다. 

6.1 Transactions 
Oracle 에서는 insert, update, 또는 delete 오퍼레이션과 함께 transaction 이 시작된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COMMIT 명령을 만나야 변경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만약 COMMIT 를 만나지 안는다면 모든 변경은 rolled back 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는 insert, update, 또는 delete 명령과 함께 자동으로 COMMIT 처리된다. 즉 
자동으로 transaction 이 처리되는 Auto commit 형태의 transaction mode 를 지원한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transaction 이작과 끝을 기술하므로 서  원하는 형태의 transaction 관리를 할 수 
있다. 

6.1.1 Auto-commit transactions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기본 transaction 모드 입니다. 각 각의 Transact-SQL 문은 
완료가 되면서 commit 된다. Transaction 조절을 위한 명시가 없어도 된다.  

6.1.2 Implicit transactions  
Oracle 에서는 insert, update, delete 등 데이터 관리와 관련한 명령이 수행되면 묵시적으로 
transaction 이 시작된다. 일단 transaction 이 시작된 후에는 COMMIT TRANSACTION 혹은 
rollback transaction 문에 의한 제어를 해야 한다.  

6.1.3 Explicit transactions  
explicit transaction 은 SQL 문의 그룹을 하나의 일관된 데이터처리를 위해서 BEGIN 
TRANSACTION 과 COMMIT TRANSACTION 으로 제어한다. 

 BEGIN TRANSACTION [transaction_name] 

 COMMIT TRANSACTION [transaction_name] 

 ROLLBACK TRANSACTION [transaction_name | savepoint_name] 

 SAVE TRANSACTION {savepoint_name | @savepoint_variable} 

 

6.2 Transaction 처리 예 
아래는 두 제품의 transaction 처리의 예이다.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INSERT INTO DEPT_ADMIN.DEPT 

(DEPT,DNAME) 

VALUES ('LIT', 'Literature') 

UPDATE DEPT_ADMIN.CLASS 

begin transaction 

insert into dept_admin.dept  

(dept, dname) 

values ('lit',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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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MAJOR = 'LIT' 

WHERE MAJOR = 'ENG' 

UPDATE SALES_ADMIN.SALES 

SET MAJOR = 'LIT' 

WHERE MAJOR = 'ENG' 

DELETE FROM DEPT_ADMIN.DEPT 

WHERE DEPT = 'ENG' 

COMMIT 

update dept_admin.class 

set dept = 'lit' 

where dept = 'eng' 

update sales_admin.sales 

set major = 'lit' 

where major = 'eng' 

delete from dept_admin.dept 

where dept = 'eng' 

commit transaction 

go 
 

Nested transactions 이 가능하며, 만약 transaction 이 nested 되어있으며 가장 바깥의 
transaction 이 commit 된다면 안에 있는 레벨의 transaction 들도 모두 완성이 된다.  stored 
procedures 와 triggers 에서는 반드시 BEGIN TRANSACTION 문의 수와 COMMIT 
TRANSACTION 문의 수가 일치해야 한다. stored procedures 와 triggers 들은 
transaction 안에서 호출될 수 있다. 각 transaction 이 하나의 배치에서 잘 정의 되어 있다면, 
어제든지 큰 transactions 을 작게 나눌 수 있다. 만약 동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transactions 을 잘게 나누는 것이 좋다. 여러 개의 Transact-SQL 문을 하나로 작성하게 되면 
복구 시간과 동시성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이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6.3 Locking  
RDBMS 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다중 사용자가 동시에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Oracle 과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이점에서 약간 다른 locking 과 isolation 기법을 제공한다. 그러나 특별히 데이터베이스 
전환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의 다른 점을 없을 것이다. Oracle 은 데이터를 읽을 
때 다중 버전의 일관성 모델을 제공한다. 이 모델은, 데이터를 읽고자 하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lock 을 요구하거나 해당 row 가 읽혀지고 있으므로 기다려야 하는 
일이 없다. 다른 사용자가 변경하고 있는 데이터를 읽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Oracle 은 rollback segment 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전 데이터를 만들어 낸다. 
데이터를 쓰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는 입력, 수정, 삭제를 위해서 lock 을 요구한다. 이 
locks 은 transaction 이 끝날 때 까지 유지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경우는, shared 
locks 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읽고자 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committed 된 데이터만 볼 수 있게 
한다. 이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모든 데이터를 모두 읽게 되면 shared locks 이 해제된다. 이 
shared locks 은 다른 조회만을 요구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쓰기를 
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요구는 읽기가 먼저 시작하였다면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Locks 을 빨리 해제하는 것은 transaction 을 짧게 유지하는 것과 상관이 있으며,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동시성을 높이고 성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제품간의 
차이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스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6.3.1 PAGE / ROW  Level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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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 Shared Lock 

 PAGE/ROW 를 select 할 때 발생한다 

 Shared Lock 이 걸린 PAGE/ROW 에 Shared Lock 이 동시에 같이 걸 수 있다 

 

6.3.1.2 Exclusive Lock 

 PAGE/ROW 에 대한 insert,update,delete 를 했을 경우 발생한다 

 Exclusive Lock 이 걸린 PAGE/ROW 에 어떤 종류의 Lock 도 허용하지 않는다 

 

6.3.1.3 Update Lock 

 PAGE/ROW 에 insert, update, delete 을 위해 읽어 들일 때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PAGE/ROW 변경과 동시에 Exclusive Lock 으로 변환된다 

 Update mode 로 cursor 를 선언하여 row 를 fetch 하였을 경우, read 된 PAGE/ROW 에 
대해 Update Lock 이 발생하며 다른 Transaction 에 대해서는 Shared Lock 만 허용 된다 

 

6.3.2 Table Level Lock 

6.3.2.1  Intent Lock 

 Table 에 속한 PAGE/ROW 들 가운데 Lock 이 존재하는가를 나타내는 Lock 이다 

 Intent Shared Lock 과 Intent Exclusive Lock 으로 구분됩니다 

 Table 의 PAGE/ROW 중에 한 개라도 Shared Lock 이 있다면 Intent Shared Lock 

 Table 의 PAGE/ROW 중에 한 개라도 Exclusive Lock 이 있다면 Intent Exclusive Lock 

 

6.3.2.2 Shared Lock 

 Table 에 속한 모든 PAGE/ROW 에 Shared Lock 을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Table 에 많은 Shared Page/ROW Lock 으로 인한 Lock Promotion 경우 발생한다 

 Hold-lock option 을 이용한 select 가 Full table scan 할 경우에 발생한다 

 Non-clustered index 생성시에 발생한다 

 

6.3.2.3 Exclusive Lock 

 Table 에 속한 모든 PAGE/ROW 에 Exclusive Lock 을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Table 에 많은 Exclusive Page/ROW Lock 으로 인한 Lock Promotion 경우 발생한다 

 Update 나 Delete 문장이 index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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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ed index 생성시에 발생한다 

 

6.4 Lock 프로모션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서버의  효과적인 리소스 사용과 성능을 위해서 lock 
프로모션을 한다. 즉 쿼리가 수행될 때 테이블의 스키마와 쿼리 플랜에 따라서 lock 으로 
인한 시스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옵티마이져는 row-level, page-level 을 선택하게 
된다. Oracle 은 이와 같은 lock 프로모션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량의 테이블을 update 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만약 아래의 예와 같은 DML 이 
수행되었을 경우 

UPDATE SALES set (col) = (value); 

Oracle 은 SALES 테이블에 있는 모든 row 에 lock 리소스를 요구한다. 이것은 많은 시스템 
리소스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SQL 을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 돌릴 경우 
기본적으로는 row-level locks 을 지원하지만 lock 프로모션에 의해서 page-level 혹은 table-
level 의 lock 프로모션이 일어날 수 있다. 

6.5 Isolation 레벨 
Adaptive Server Enterprise 와 Oracle 모두 기본적으로 transaction isolation level 1(READ 
COMMITTED)를 지원한다. 두 데이터베이스 모두 기본 transaction isolation level 이 아닌 
형태의 isolation 을 개발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있다. Oracle 에서는 일반적으로 FOR 
UPDATE 절의 SELECT 명령은 SET TRANSACTION READ ONLY 명령 이나 명시적으로 
LOCK TABLE 을 사용한다. 두 데이터베이스의 이러한 lock 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Adaptive Server Enterprise 가 제공하는 isolation level 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는 기본적인 locking 형태를 
SET TRANSACTION ISOLATION LEVEL 이라고 하는 session base 의 명령을 제공하여 
선택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며, 쿼리에서 직접 isolation level 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SET TRANSACTION ISOLATION LEVEL  

    { 

        READ COMMITTED  

        | READ UNCOMMITTED  

        | REPEATABLE READ  

        | SERIALIZABLE 

    }  

6.5.1 READ UNCOMMITTED(isolation level 0)  
dirty read 를 허용한다. 이 것은 shared locks 과 exclusive locks 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옵션이 설정되면 read uncommitted 또는 dirty data 가 가능하다 즉 변경 중인 데이터, 
transaction 의 종료 전에도 결과를 볼 수 있다. 이 것이 isolation level 중에서 최소의 제한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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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READ COMMITTED (isolation level 1) 
이 옵션은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기본 모드이다. 데이터가 읽혀지는 동안 해당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Shared lock 이 발생한다. 그리고 변경 중인 데이터는 
읽을 수 없다.  

6.5.3 REPEATABLE READ(isolation level 2)  
쿼리에 의해 읽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다른 사용자의 update 를 막기위해 Locks 이 
발생한다. 그러나 새로운 유령의 데이터가 결과 셋에 포함 될 수는 있다. 이 옵션은 따라서 
필요만 사용해야 한다. 

6.5.4 SERIALIZABLE(isolation level 3) 
이 옵션은 transaction 이 끝날 때 까지 해당 쿼리 범위의 데이터와 데이터 셋이 변형되는 
것을 막기위해 lock 을 유지한다. 이 옵션이 isolation level 중에서 가장 제한적이다. 이 
옵션을 마치 select… HOLDLOCK 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많은 양의 lock 을 발생 
시키므로 주의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SQL-92 표준의 4 가지 transaction isolation levels 을 지원하는 
반면 Oracle 은 isolation level 1 과 isolation level 3 만 지원한다.  

6.6 명시적인 테이블 Locks 
Adaptive Server Enterprise 와 Oracle 은 테이블에 대한 비슷한 기능의 lock 을 가지고 있다. 

기능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다른 사용자가 해당 테이블에 
수정을 가하지 못하도록 전체 
테이블에 Lock 을 유지  

LOCK TABLE…IN 
SHARE MODE 

lock table table_name in {share | 
exclusive } mode 
[ wait [ numsecs ] | nowait ] 
 
select  …… 
isolation_clause ::= 
at isolation 
{ read uncommitted | 0 } 
| { read committed | 1 } 
| { repeatable read | 2 } 
| { serializable | 3 } 
 

Transaction 이 끝날 때 까지 
테이블에 Lock 을 유지 

 lock table table_name in {share | 
exclusive } mode 
[ wait [ numsecs ] | nowait ] 
 
select  …… 
isolation_clause ::= 
at isolation 
{ read uncommitted | 0 } 
| { read committed | 1 } 
| { repeatable read | 2 } 
| { serializable | 3 } 
 

명령이나 or transaction 이 끝날 
때 까지 수정이나 읽기를 

LOCK TABLE…IN  lock table table_name in {share | 
exclusive } mode 
[ wait [ numsecs ] | nowa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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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허용하지 않도록 lock 유지 EXCLUSIVE MODE  
select  …… 
isolation_clause ::= 
at isolation 
{ read uncommitted | 0 } 
| { read committed | 1 } 
| { repeatable read | 2 } 
| { serializable | 3 } 
 

일정시간 lock wait NOWAIT  lock table table_name in {share | 
exclusive } mode 
[ wait [ numsecs ] | nowait ] 
 
select  …… 
isolation_clause ::= 
at isolation 
{ read uncommitted | 0 } 
| { read committed | 1 } 
| { repeatable read | 2 } 
| { serializable | 3 } 
 

 

 

6.7 Deadlocks 
Deadlock 은 특정 프로세스가 필요한 리소스를 다른 한 프로세스가 블로킹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자동적으로 deadlock 을 검출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만약 deadlock 일 발생하면 교착상태의 두 프로세스 중에서 victim 프로세스를 선정해서 
중단 시킨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면서 메시지 번호 1205 가 
발생했다면 deadlock 이 서버에서 일어난 것이다. 만약 이 에러 메시지 번호가 리턴 
되었다면 어떤 transaction 은 rollback 처리 되었을 것이다. Deadlock 을 일반적으로 모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RDBMS 의 요소이다. Deadlock 을 다음과 같은 
기술에 의해서 피할 수 있다. 

 모든 transaction 에서 같은 순서로 table 을 access 하게 한다. 

 가능한 transaction 을 작게 작성한다. 

 transaction 안에서 user 의 input 을 기다리는 것을 피한다. 

 

6.8 원격 Transactions 
Oracle 에서 원격의 transaction 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있어야 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원격의 서버을 로컬 서버에 등록하는 절차만 
거치게 되면 원격의 stored procedure 를 호출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 데이터를 혹은 
테이블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CIS(component Integration Services)를 이용하면  원하는 
어떠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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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분산 Transactions & Two Phase Commit 
Oracle 은 자동으로 여러 노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변경이 이루어지는 transaction 을 
자동으로 session tree 라고 하는 형태로 관리, 처리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제공되는 DTM 옵션을 이용하여 분산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Oracle 과 adaptive 
server enterprise DTM 의 two-phase commit 매카니즘은 매우 유사하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two-phase commit 첫 번째 단계는 다음과 같다. transaction 관리자는 
transaction 과 관련한 리소스 관리자에게 commit 을 요구한다. 만약 한 곳이라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transaction 관리자는 모든 관련된 transaction 에 취소를 요구한다. 만약 
모든 리소스 관리자가 commit 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transaction 관리자는 commit 을 
수행한다. 이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6.9.1 Adaptive server enterprise XA 에서 DB transaction mode 
XA 에서 Resource Manager(RM = Sybase DTM)는 XA protocol 을  지원하기위해 “loosely 
coupled”와 “tightly coupled” transaction mode 가 존재합니다. 

6.9.1.1 Tightly coupled Mode   

1특징 

 transaction 을 하나의 Server task 가 관리하여 처리한다(tightly). 

 transaction descriptor(XDES)는 task 에 대한 개인적인 자원을 가진다. 

 Lock 은 하나의 Server task 에 의해서만 가진다. 

2장점 

 transaction 이 하나의 task 에서만 처리되므로 blocking 을 줄일 수 있다 

3단점 

 cursor 을 사용할 수 없다 

 multi thread 처리 시 transaction 이 하나의 task 에서만 처리되므로 동시성의 결여로 
인하여 속도가 저하를 초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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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 Loosely coupled Mode 

1특징 

새로운 transaction type 인 external transaction 에 의해 transaction 관리를 하며,이 transaction 은 
하나의 task 로만 관리되지 않는다.(loosely) Transaction descriptor(XDES)는 task 에 대한 
개인적인 자원을 가지지 않으며, 전체적인 Pool 로 할당 된다. Lock 은 task 가 아니고 
transaction 에 의해서만 가지며, 이 transaction 은 비록 그 상태가 “detached”상태 일지라도 
lock 을 계속해서 가진다. 그래서 같은 transaction 을 구분하기 위해 lock owner id 을 
생성하여 관리된다. 

2장점 

 여러 protocol 이 지원된다.(XA, MSDTC, ASTC) 

 multi thread 처리 시 한 transaction 이 여러 task 에서 관리되므로 동시성이 증가된다. 

3단점 

 transaction branch 을 동일화 하는 작업(serializing)으로 인하여 connection 
이“detached”되기 전까지 XDES 에 대해 block 유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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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QL 언어 지원 

이번 섹션에서는 Sybase Transact-SQL 과 Oracle PL/SQL 간의 차이점과 유사성에 대해 
살펴보고 컨버젼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7.1 SELECT 와 Data 조작 문 
Oracle PL/SQL 과 DML(Data Manipulation Language)을 ASE Transact SQL 로 변환할 때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업한다. 

 모든 SELECT, INSERT, UPDATE, DELETE 문 들이 유효한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한 수정 작업을 한다. 

 outer joins 구문은 SQL-92 standard outer join 구문으로 변경한다. 

 Oracle 함수들을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 대응되는 function 들로 대치한다. 

 비교 연산 구문들을 확인한다. 

 스트링을 합치는 "||" 구문을 "+" 로 변환한다. 

 PL/SQL 은 Transact-SQL program 으로 변경한다. 

 PL/SQL cursor 는  SELECT 문으로 대치 가능한 것들은 변경하고 아닌 
경우는 Transact-SQL cursor 로 변경한다. 

 PL/SQL procedures, functions 등을  Transact-SQL procedure 의 구문에 맞게 
변경한다. 

 PL/SQL trigger 를  Transact-SQL 구문에 맞게 변경한다. 

 성능을 위해 변경한 쿼리들은 SET SHOWPLAN 명령어를 이용해 튜닝한다. 

7.1.1 SELECT 구문 

7.1.1.1 SELECT 구문비교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SELECT [/*+ optimizer_hints*/] 

 [ALL | DISTINCT] select_list  

[FROM{table_name | view_name | 
select_statement}] 

[WHERE clause]  

[GROUP BY group_by_expression] 

[HAVING search_condition] 

[START WITH … CONNECT BY] 

[{UNION | UNION ALL | INTERSECT |

MINUS} SELECT …] 

select [all | distinct] select_list 
[into [[database.]owner.]table_name] 
[from [[database.]owner.]{view_name|table_name
[(index {index_name | table_name } 
[parallel [degree_of_parallelism]] 
[prefetch size ][lru|mru])]} 
[holdlock | noholdlock] [shared] 
[,[[database.]owner.]{view_name|table_name 
[(index {index_name | table_name } 
[parallel [degree_of_parallelism]] 
[prefetch size ][lru|mru])]} 
[holdlock | noholdlock] [shared]]... ] 
[where search_conditions] 
[group by [all] aggregate_free_expression 
[, aggregate_free_expression]... ] 
[having search_conditions] 
[order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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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BY clause] 

[FOR UPDATE] 

{[[[database.]owner.]{table_name.|view_name.}] 
column_name | select_list_number | expression} 
[asc | desc] 
[,{[[[database.]owner.]{table_name|view_name.}] 
column_name | select_list_number | expression} 
[asc | desc]]...] 
[compute row_aggregate(column_name) 
[, row_aggregate(column_name)]... 
[by column_name [, column_name]...]] 
[for {read only | update [of column_name_list]}] 
[at isolation {read uncommitted | read committed | 
serializable}] 
[for browse] 

 

Oracle PL/SQL 의 hint 는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지원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Oracle START WITH…CONNECT BY 구문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 기능을 구현하려고 한다면 BOM 기능을 구현한 스토어드 프로시져를 작성하여 
구현해야만 한다. 

 

7.1.1.2 BOM stored procedure 구현 예 

ORACLE Syntax : select * from table ... Connect by [PRIOR] 연결컬럼명 = [PRIOR] 
컬럼명  

1. sample table 구조 

  create table sampletable(parent char(10), child char(10)) 

  go 

2. stored procedure source 

  create proc bom @mcode char(10) 

  as 

  declare @id   numeric(5,0), 

          @maxid  numeric(5,0), 

  create table #temp1(id numeric(5,0) identity, mcode char(10)) 

  create unique clustered index ind1 on #temp1(id) 

  select @id = 1 

  insert #temp1(mcode) select child from sampletable where parent = @mcode 

  while (1=1) 

    begin 

     insert #temp1(mcode)  

     select a.child from sampletable a, #temp1 b 

      where b.id=@id and b.mcode=a.parent     

    if @@rowcount = 0  

     select @maxid = max(id) from #temp1      

Sybase Pre-Sales Confidential, Page: 42 Version: 0.1, 14 Jan 2004 



Sybase Pre-Sales Enterprise Solution Division 
Oracle to Sybase Adaptive Server Enterprise Migration Guide 

    if @maxid = @id 

     begin 

      select * from #temp1 

      return 

     end     

    select @id = @id + 1 

     end        

  return         

  go 

3. program source 에서 활용. 

   exec bmo [key 값] 

 

 

7.1.1.3 select 에 관련된 ASE 의 몇 가지 예. 

 Sybase ASE 는 Single Server Multi database 를 지원하므로 다른  DB 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참조하는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명 을 명시해주어야 한다. 

syntax: 데이터베이스명.owner 명.오브젝트명 

           데이터베이스명..오브젝트명 

예) select au_lname from pubs2.dbo.authors 

select au_lname from pubs2..authors  

때로는 owner 명을 생략할 수도 있다. 

 Select into 절에서 특정  컬럼의 순차적인 숫자 증가 컬럼을 만들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column_name = identity(precision) 

예) select rownum=identity(5), name, id into #temp_authors from authors 

 컬럼 Alias 를 사용하는 경우 

column_heading = column_name 

or: 

column_name column_heading 

or: 

column_name as column_heading 

 

예) select "The publisher’s name is", 

Publisher = pub_name, pub_id 

from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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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type as Type, price as Price 

from titles 

 

 select 구문에서 특정변수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variable = expression 

[, @variable = expression ...] 

예) select @val_id=id from authors where name=’Scott’ 

 lock datarows | datapages | allpages 

into 절로 테이블을 새로 생성하는 경우 위 세가지 데이터 락킹 옵션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예) select title_id, title, price 

into bus_titles 

lock datarows with reservepagegap = 10 

from titles 

where type = "business" 

 

 Max_rows_per_page 

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로우의 수를 제한하는 기능 
 existing table [table_name] at [path] 

CIS(Oracle의 DB Link와 유사)기능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오브젝트를 참조하는 경우 
사용됨 

 Aggregate 함수 사용시 특정 컬럼에 의한 합계 혹은 평균값을 계산하려 하는 경우 
comput ~ by 문을 사용할 수 있다. 

예) select type, price, advance from titles 

order by type desc 

compute avg(price), sum(advance) by type 

compute sum(price), sum(advance) 

7.1.1.4 Hint 기능 

 index 의 명시(강제로 특정인덱스만을 선택하게 명시한다) 

예) select * from authors (index authors_idx1) 

 데이터의 정렬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 select * from authors (index authors_idx1 asc) 

select * from authors (index authors_idx1 desc) 

 lru | mru 데이터 버퍼의 replacement 전략을 명시한다. 

 Holdlock / noholdlock / shared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 해당 데이터의 락킹 레벨을 명시 

 at isolation level 수행하려 하는 쿼리의 isolation level 을 명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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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uncommitted | 0 

specifies isolation level 0 for the query. 

read committed | 1 

specifies isolation level 1 for the query. 

repeatable read | 2 

specifies transaction isolation level 2 for the query. 

serializable | 3 

specifies isolation level 3 for the query. 

예) select * from authors at isolation 0 

select type, avg(price) 

from titles 

group by type 

at isolation repeatable read 

 parallel degree(쿼리의 병렬수행시 그 병렬정도를 명시할 수 있다) 

예) select ord_num from salesdetail (index salesdetail parallel 3) 

Oracle INTERSECT 과 MINUS 는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는 지원하지는 않는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 위 기능은 EXISTS 와 NOT EXISTS clauses 를 사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7.1.1.5  INTERSECT 구문 변경.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SELECT CCODE, CNAME 

FROM DEPT_ADMIN.CLASS 

INTERSECT 

SELECT C.CCODE, C.CNAME 

FROM STUDENT_ADMIN.GRADE 
G, 

DEPT_ADMIN.CLASS C 

WHERE C.CCODE = G.CCODE 

select ccode, cname  

from dept_admin.class c 

where exists 

(select 'x' from  

student_admin.grade  

g 

where c.ccode = g.ccode) 

7.1.1.6 MINUS 구문변경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SELECT CCODE, CNAME 

FROM DEPT_ADMIN.CLASS 

MINUS 

SELECT C.CCODE, C.CNAME 

select ccode, cname 

from dept_admin.classc 

where not exists 

(select 'x' from student_admin.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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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TUDENT_ADMIN.GRADE 

G, 

DEPT_ADMIN.CLASS C 

WHERE C.CCODE = G.CCODE 

g 

where c.ccode = g.ccode) 

 

7.1.2 INSERT 문 

7.1.2.1 INSERT 구문비교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INSERT INTO 

{table_name | view_name | 

select_statement} [(column_list)] 

{values_list | select_statement} 

insert [into] 
[ database.[ owner.]]{ table_name| view_name} 
[( column_list)] 
{values ( expression [, expression]...) 
| select_statement [plan " abstract plan"] } 
 

 

Transact-SQL 은  inserts into tables 구문을 지원하지만, insert operations into SELECT 
statements 는 지원하지 않는다. 만약 Oracle application code 에 아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정하여야 한다.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INSERT INTO (SELECT SSN, CCODE, 
GRADE     FROM GRADE) 

VALUES ('111111111', '1111',NULL) 

insert into grade (ssn, ccode, grade) 

values ('111111111', '1111',null) 

 

7.1.2.2 Insert 와 관련한 ASE 의 몇 가지 예 

예 1) 

insert pubs2.dbo.titles 

values("BU2222", "Faster!", "business", "1389", 

null, null, null, "ok", "06/17/87", 0) 

 

예 2) 

insert pubs2..titles 

(title_id, title, type, pub_id, notes, pubdate, 

contract) 

values (’BU1237’, ’Get Going!’, ’business’, 

’1389’, ’great’, ’06/18/86’, 1) 

 

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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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newauthors 

select * 

from authors 

where city = "San Francisco" 

 

예 4) 

insert test 

select * 

from test 

where city = "San Francisco" 

7.1.3 UPDATE 문 
Update  구문은 Oracle 이 지원하는 부분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므로 수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7.1.3.1 Update 구문비교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UPDATE 
{table_name | view_name | 
select_statement} 

SET [column_name(s) = {constant_value | 
expression 

select_statement | column_list | 

variable_list] 

{where_statement} 

update [[database.]owner.]{table_name | view_name}
set [[[database.]owner.]{table_name.|view_name.}] 
column_name1 = 
{expression1|NULL|(select_statement)} | 
variable_name1 = 
{expression1|NULL|(select_statement)} 
[, column_name2 = 
{expression2|NULL|(select_statement)}]... | 
[, variable_name2 = 
{expression2|NULL|(select_statement)}]... 
[from [[database.]owner.]{view_name [readpast]| 
table_name [readpast] 
[(index {index_name | table_name } 
[ prefetch size ][lru|mru])]} 
[,[[database.]owner.]{view_name [readpast]| 
table_name [readpast] 
[(index {index_name | table_name } 
[ prefetch size ][lru|mru])]}] 
...] 
[where search_conditions] 
[plan "abstract plan"] 
update [[database.]owner.]{table_name | view_name}
set [[[database.]owner.]{table_name.|view_name.}] 
column_name1 = 
{expression1 |NULL|(select_statement)} | 
variable_name1 = 
{expression1 |NULL|(select_statement)} 
[, column_name2 = 
{expression2 |NULL|(select_statement)}]... | 
[, variable_name2 = 
{expression2 |NULL|(select_statement)}]... 
where current of cursor_name 
 

Sybase Pre-Sales Confidential, Page: 47 Version: 0.1, 14 Jan 2004 



Sybase Pre-Sales Enterprise Solution Division 
Oracle to Sybase Adaptive Server Enterprise Migration Guide 

 

7.1.3.2 update 와 관련한 ASE 의 몇 가지 예 

예 1) 

update authors 

set au_lname = "MacBadden" 

where au_lname = "McBadden" 

 

예 2) 

update titles 

set total_sales = total_sales + qty 

from titles, salesdetail, sales 

where titles.title_id = salesdetail.title_id 

and salesdetail.stor_id = sales.stor_id 

and salesdetail.ord_num = sales.ord_num 

and sales.date in 

(select max(sales.date) from sales) 

 

예 3) 

update titles 

set price = 24.95 

where current of title_crsr 

 

예 4) 

update titles 

set price = 18.95 

where syb_identity = 4 

 

예 5) 변수를 사용하여 update 한 예제 

declare @x money 

select @x = 0 

update titles 

set total_sales = total_sales + 1, 

@x = price 

where title_id = "BU1032" 

 

예 6)  join update 

update titles set total_sales = total_sales + qty 

from titles t, salesdetail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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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title_id = sd.title_id 

 

7.1.3.3 참고사항 

 update  문에서는 최대 15 개의 테이블의 참조가 가능하다. 

 Update  문의 사용 시 선언된 변수를 통한  update 도 가능하다. 

예) declare @x int 

select @x=0 

update table1 

set C1=C1+@x, @x=@x+1 

where column2=xyz 

위 예제는 @x 의 값은 1 씩 계속 증가하면서 C1 컬럼에는 누적 합 값이 저장 된다. 

7.1.4 DELETE 문 
대부분의 경우에  DELETE 구문은 변경하여야 할 부분이 거의 없다.다만 select 구문을 
포함하는 delete 구문만 변경하면 된다. 

7.1.4.1  Delete 구문비교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DELETE [FROM] 

{table_name | view_name | 

select_statement} 

[WHERE clause]  

delete [from] 
[[database.]owner.]{view_name|table_name} 
[where search_conditions] 
[plan "abstract plan"] 
delete [[database.]owner.]{table_name | 
view_name} 
[from [[database.]owner.]{view_name [readpast]|
table_name [readpast] 
[(index {index_name | table_name } 
[ prefetch size ][lru|mru])]} 
[, [[database.]owner.]{view_name [readpast]| 
table_name [readpast] 
[(index {index_name | table_name } 
[ prefetch size ][lru|mru])]} ...] 
[where search_conditions] ] 
[plan "abstract plan"] 

 

7.1.4.2 Delete 와 관련한 ASE 의 몇 가지 예 

예 1) authors table 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 

delete authors 

 

예 2)  특정 데이터만을 삭제 

delete from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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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u_lname = "McBadden" 

 

예 3)  join delete 

delete titles 

from titles, authors, titleauthor 

where authors.au_lname = ’Bennet’ 

and authors.au_id = titleauthor.au_id 

and titleauthor.title_id = titles.title_id 

 

예 4)   커서사용시의 삭제구문 

cursor title_crsr: 

delete titles where current of title_crsr 

 

예 5) IDENTITY 가 4 인 로우를 삭제 

column and deletes it from the authors table. Note the use of the 

syb_identity keyword instead of the actual name of the IDENTITY 

column: 

delete authors 

where syb_identity = 4 

 

예 6)  데이터 락킹을 스킵 

delete from authors from authors readpast 

where state = "CA" 

7.1.5 TRUNCATE TABLE 문 
TRUNCATE TABLE syntax 는 Oracle 과 사이베이스가  별 차이 없다. TRUNCATE 
TABLE 은 특정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데 사용되어진다. 테이블과 인덱스는 
그대로 유효하다.  

7.1.5.1 Truncate table 구문비교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TRUNCATE TABLE table_name
[{DROP | REUSE} STORAGE] 

TRUNCATE TABLE table_name 

 

Truncate Table 은 delete 문장보다 수행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 이유는 데이터삭제에 따르는 
트랜잭션의 로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Oracle 은 Truncate table 을 수행시 그 사용공간을 
해제하는 옵션을 줄 수 있다. ASE 는 자동으로 그 데이터의 사용공간과  index 를 반환한다. 

예) truncate tabl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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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Identity 와 timestamp 컬럼의 데이터조작 
기본적으로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identity column 은 업데이트 되어질 수 없으며 
default 값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없다.ot be updated and the DEFAULT keyword cannot be used. 
디폴트로 identity 컬럼은 데이터의 직접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다.   Identity column 은 
자동으로 지정된 증가 값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만약 강제로 데이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옵션을 사용해야 한다. 

SET IDENTITY_INSERT table_name ON 

 IDENTITY_INSERT 옵션이 ON 이 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컬럼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 
중복된 데이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컬럼에  unique index 가 있어야만 한다. 이 
옵션의 존재 이유는 실수 혹은 관리상으로 인해 삭제되어진 데이터의 추가를 위해서 이다. 

다음은 채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성능이 우수한 채번 로직의 예이다. 

EXEC SQL BEGIN TRAN; 

EXEC SQL  

 UPDATE 채번테이블 

 SET  일련번호 = 일련번호 + 1 

 WHERE   구분 =  ?; 

EXEC SQL  

 SELECT 일련번호 INTO :seq 

 FROM 채번테이블 

 WHERE  구분 = ?; 

EXEC SQL COMMIT TRAN; 
채번 시 데이터의 동시사용성과 무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먼저 해당하는 레코드를 
업데이트하여 lock 을 발생시킨 후 그 해당 값을 선택 후 트랜잭션을 커밋 한다. 

7.1.7 Locking Requested Rows 
Oracle 의 select  구문에서의 FOR UPDATE 문은 특정데이터의 요청된 locking 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이런 구문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shared lock 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7.1.8 Aggregates function 과 Compute 절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COMPUTE 문은 row aggregate functions (SUM, AVG, MIN, 
MAX, and COUNT)을 위해 사용되어진다. 이 문법은 쿼리 결과 값들을 다시 연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세부 항목별 합계 같은 값을 구하는데 사용되어 진다. 

Oracle PL*SQL 에서는 이 문법을 지원하지 않는다. 

7.1.9 Join 구문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256 table 의 조인을 지원합니다. 

조인을 위한 *= 와 =* 같은 연산자 지원을 하며 다음과 같은 SQL-92 standard join 
operators 도 함께 지원한다.  

Sybase Pre-Sales Confidential, Page: 51 Version: 0.1, 14 Jan 2004 



Sybase Pre-Sales Enterprise Solution Division 
Oracle to Sybase Adaptive Server Enterprise Migration Guide 

7.1.9.1 Join 종류 

Join 
operation 

Description 

CROSS 
JOIN 

조건 절이 없는 조인을 이야기한다.  조인하고자 하는 테이블의 모든 row 가 
조인되는 형태를 cross join 이라고 한다. 

INNER 매치되는 row 들만 리턴 된다. 

LEFT 
[OUTER] 

조인 시 매치되지 않아도 모든 left table outer rows 들이 리턴 된다. 

RIGHT 
[OUTER] 

조인 시 매치되지 않아도 모든 right table outer rows 들이 리턴 된다. 

FULL 
[OUTER] 

Left outer  join 과 Right outer join 을 합친 결과를 이야기 하며, 서로 매치되지 
않는 컬럼은 null 로 표시된다.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 =*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ANSI SQL STANDARD 의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다. 

 

7.1.9.2 Join 구문비교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SELECT S.SSN AS SSN,FNAME, LNAME 

FROM STUDENT_ADMIN.STUDENT 
S,DEPT_ADMIN.CLASS 
C,STUDENT_ADMIN.GRADE G 

WHERE S.SSN = G.SSN(+) 

AND G.CCODE = C.CCODE(+) 

select s.ssn as ssn, fname, lname 

from student_admin.grade g 

right outer join student_admin.student s 

on g.ssn = s.ssn 

left outer join dept_admin.class c 

on g.ccode = c.ccode 
 

7.1.10 In-Line View/Derived Tab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과  Oracle 에서는 Derived Table(inline view)쿼리 수행 시 테이블의 
이름을 alias 로 사용해야 한다. (Oracle 은 옵션임)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SELECT SSN, LNAME, 

FNAME, TUITION_PAID, SUM_PAID 

FROM STUDENT_ADMIN.STUDENT, 

(SELECT SUM(TUITION_PAID) 
SUM_PAID 

FROM STUDENT_ADMIN.STUDENT) 

select ssn, lname, fname,tuition_paid, sum_paid

from student_admin.student, 

(select sum(tuition_paid) sum_paid 

from student_admin.student) sum_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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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이미지 데이터(BLOBs) 처리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는 Oracle 의 BLOB(RAW/LONG RAW) 타입의 대응으로 
text/image  타입을 사용할 수 있다.  Text/image 타입은 최대 2GB 까지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연산에는 제약이 따른다. 대량의 데이터를 읽어 오는 경우에는 
readtext 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text_pointer 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읽어 올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는  writetext 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 일반적인 DML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 크기의 제한이 있다.  

7.1.11.1 이미지 처리 예 

<readtext 의 예> 

Example 1 

column: 

declare @val varbinary(16) 

select @val = textptr(copy) from blurbs 

where au_id = "648-92-1872" 

readtext blurbs.copy @val 1 5 using chars 

 

Example 2 

declare @val varbinary(16) 

select @val = textptr(copy) from blurbs readpast 

where au_id = "648-92-1872" 

readtext blurbs.copy @val 1 5 readpast using chars 

 

<writetext 의 예> 

Example 1  

Then, writetext places the text string “hello world” into the text field 

pointed to by @val: 

declare @val varbinary(16) 

select @val = textptr(copy) from blurbs 

CHAPTER 15 Commands: shutdown – writetext 

where au_id = "409-56-7008" 

writetext blurbs.copy @val with log "hello world" 

 

Example 2 

declare @val varbinary(16) 

select @val = textptr(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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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blurbs readpast 

where au_id = "409-56-7008" 

writetext blurbs.copy @val readpast with log "hello 

world" 

7.2 Functions 
이번 섹션에서는 Oracle 과 사이베이스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함수들과 그 변환 함수에 
대해 설명한다. 

7.2.1 숫자/연산 Functions 
다음은 수학함수와 숫자관련 함수들의 변환 예이다. 

7.2.1.1 Function 비교 

Function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Absolute value ABS same 

Arc cosine ACOS same 

Arc sine ASIN same 

Arc tangent of n ATAN same 

Arc tangent of n and m ATAN2 atn2 

Smallest integer >= 
value 

CEIL ceiling 

Cosine COS same 

Hyperbolic cosine COSH cot 

Exponential value EXP same 

Largest integer <= value FLOOR same 

Natural logarithm LN log 

Logarithm, any base LOG(N) n/a 

Logarithm, base 10 LOG(10) log10 

Modulus (remainder) MOD use modulo (%) operator 

Power POWER same 

Random number N/A rand 

Round ROUND same 

Sign of number SIGN same 

Sine SIN same 

Hyperbolic sine SIN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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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 root SQRT same 

Tangent TAN same 

Hyperbolic tangent TANH n/a 

Truncate TRUNC n/a 

Largest number in list GREATEST n/a 

Smallest number in list LEAST n/a 

Convert number if 
NULL 

NVL isnull 

 

7.2.2 문자 Functions 
다음과 캐릭터 관련된 함수들의 변환 예이다. 

Function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Convert character to ASCII ASCII same 

String concatenate CONCAT (expression + expression) 

Convert ASCII to character CHR char 

Return starting point of character in 
character string (from left) 

INSTR charindex 

Convert characters to lowercase 
(LOWER) 

LOWER same 

Convert characters to uppercase 
(UPPER) 

UPPER same 

Pad left side of character string LPAD n/a 

Remove leading blanks LTRIM same 

Remove trailing blanks RTRIM same 

Starting point of pattern in character 
string 

INSTR PATINDEX 

Repeat character string multiple times RPAD REPLICATE 

Phonetic representation of character 
string 

SOUNDEX Same 

String of repeated spaces RPAD SPACE 

Character data converted from numeric 
data 

TO_CHAR STR 

Substring SUBSTR SUBSTRING 

Replace characters REPLACE Str_replace 

Capitalize first letter of each word in INITCAP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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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string 

Translate character string TRANSLATE N/A 

Length of character string LENGTH DATALENGTH or LEN 

Greatest character string in list GREATEST N/A 

Least character string in list LEAST N/A 

Convert string if NULL NVL ISNULL 
 

7.2.3 날짜 Functions 
다음은 Oracle 과 Sybase 에서 사용되어지는 date 관련 함수들의 비교표이다. 

Function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Date addition (date column +/- value) or 
ADD_MONTHS 

DATEADD 

Difference between dates (date column +/- value) or 
MONTHS_BETWEEN 

DATEDIFF 

Current date and time SYSDATE GETDATE() 

Last day of month LAST_DAY N/A 

Time zone conversion NEW_TIME N/A 

First weekday after date NEXT_DAY N/A 

Character string 
representation of date 

TO_CHAR DATENAME 

Integer representation of 
date 

TO_NUMBER(TO_CHAR)) DATEPART 

Date round ROUND CONVERT 

Date truncate TRUNC CONVERT 

Character string to date TO_DATE CONVERT 

Convert date if NULL NVL ISNULL 
 

7.2.4 전환 Functions 
다음은 Oracle 과 Sybase 에서 사용되어지는 Conversion 관련 함수들의 비교표이다. 

Function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Number to character TO_CHAR CONVERT 

Character to number TO_NUMBER CON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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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to character TO_CHAR CONVERT 

Character to date TO_DATE CONVERT 

Hex to binary HEX_TO_RAW CONVERT 

Binary to hex RAW_TO_HEX CONVERT 
 

7.2.5 기타 Row-Level Functions 
다음은 Oracle 과 Sybase 에서 사용되어지는 row-level 관련 함수들의 비교표이다. 

Function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Return first nonnull 
expression 

DECODE COALESCE 

Current sequence value CURRVAL N/A 

Next sequence value NEXTVAL Next_identity 

If exp1 = exp2, return null DECODE NULLIF 

User's login ID number UID SUSER_ID 

User's login name USER SUSER_NAME 

User's database ID number UID USER_ID 

User's database name USER USER_NAME 

Current User CURRENT_USER Same 

User environment (audit 
trail) 

USERENV N/A 

Level in CONNECT BY 
clause 

LEVEL N/A 

 

7.2.6 통합 Functions 
다음은 Oracle 과 Sybase 에서 사용되어지는 Aggredate 관련 함수들의 비교표이다. 

Function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Average AVG Same 

Count COUNT Same 

Maximum MAX Same 

Minimum MIN Same 

Standard deviation STDDEV N/A 

Summation SUM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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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VARIANCE VAR or VARP 
 

7.2.7 조건 Function 
Oracle 의 Decode 를 사용한 경우는 patindex 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이 
case when 구문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한다. 

7.2.7.1 조건 Function 구문비교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DECODE (test_value, expression1, value1

 [[,expression2, value2] […]]  

[,default_value]) 

CREATE VIEW 

STUDENT_ADMIN.STUDENT_GPA 

(SSN, GPA)AS  

SELECT SSN,  

ROUND(AVG(DECODE(grade,'A', 
4,'A+', 4.3,'A-', 

 3.7,'B', 3,'B+', 3.3,'B-', 2.7,'C', 2, 

'C+', 2.3,'C-', 1.7,'D', 1,'D+', 1.3,'D-',  

0.7,0)),2)  

FROM 

 STUDENT_ADMIN.GRADE 

GROUP BY SSN 

case test_value when expression1  

then value1 [[when expression2 then value2] [...]] 
[else default_value] end 

create view student_admin.student_gpa (ssn, gpa) 
as select ssn, round(avg(CASE GRADE WHEN 
'A' THEN 4  

WHEN 'A+' THEN 4.3 

WHEN 'A-' THEN 3.7 

WHEN 'B' THEN 3 

WHEN 'B+' THEN 3.3 

WHEN 'B-' THEN 2.7 

WHEN 'C' THEN 2 

WHEN 'C+' THEN 2.3 

WHEN 'C-' THEN 1.7 

WHEN 'D' THEN 1 

WHEN 'D+' THEN 1.3 

WHEN 'D-' THEN 0.7 

else 0 

end),2) 

from student_admin.grade 

group by ssn 
 

7.2.7.2 CASE 문 예 

Example 1  

select au_lname, postalcode, 

case 

when postalcode = "9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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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Berkeley Author" 

when postalcode = "94609" 

then "Oakland Author" 

when postalcode = "94612" 

then "Oakland Author" 

when postalcode = "97330" 

then "Corvallis Author" 

end 

from authors 

 

Example 2  

select stor_id, discount, 

coalesce (lowqty, highqty) 

from discounts 

 

Example 3  

select stor_id, discount, 

case 

when lowqty is not NULL then lowqty 

else highqty 

end 

from discounts 

 

Example 4  

select title, 

nullif(type, "UNDECIDED") 

from titles 

 

Example 5  

select title, 

case 

when type = "UNDECIDED" then NULL 

7.2.8 다른 데이터 타입의 변환 
어떤 특정한 타입으로의 컨버젼시 Sybase ASE 는 convert 함수를 사용하여 변환할 수 있다. 
Oracle 은 각각의 타입에 대응되는 개별 함수가 존재하나 Sybase ASE 는 Convert 함수 
하나만으로 모든 데이터변환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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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1  데이터변환 구분비교 

Conversion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Character to 
number 

TO_NUMBER('10') convert(numeric, '10') 

Number to 
character 

TO_CHAR(10) convert(char, 10) 

Character to 
date 

TO_DATE('04-JUL-97') 
TO_DATE('04-JUL-1997',  
'dd-mon-yyyy') 
TO_DATE('July 4, 1997', 
'Month dd, yyyy') 

convert(datetime, '04-jul-97') 

convert (datetime, '04-jul-1997') 

convert (datetime, 'july 4, 1997') 

Date to 
character 

TO_CHAR(sysdate) 

TO_CHAR(sysdate, 'dd mon yyyy') 

TO_CHAR(sysdate, 'mm/dd/yyyy') 

convert(char, getdate()) 

convert(char, getdate (), 106) 

convert(char, getdate (), 101) 

Hex to binary HEXTORAW('1F') convert(binary, '1f') 

Binary to hex RAWTOHEX(binary_column) convert(char,binary_column) 
 

 Oracle 에서는 default date format 이 "DD-MON-YY"이다.  만약 다른 포멧을 사용하려 
한다면, 적합한 데이트 포멧을 명시해야 한다. CONVERT function 은 명시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인 포맷으로 자동 컨버젼 한다.Date 타입을 character string 으로 컨버트하는 경우, 
기본 데이트 포맷은 "dd mon yyyy hh:mm:ss:mmm(24h)"이다. numeric style code 는 데이트 
타입의 포맷을 명시하기 위해 쓰여진다. 

 

 

7.2.8.2 ASE 데이트 포맷 

Without 
century 

With century Standard Output 

- 0 or 100 (*)  Default mon dd yyyy hh:miAM (or 
PM) 

1 101 USA mm/dd/yy 

2 102 ANSI yy.mm.dd 

3 103 British/French dd/mm/yy 

4 104 German dd.mm.yy 

5 105 Italian dd-mm-yy 

6 106 - dd mon 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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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century 

With century Standard Output 

7 107 - mon dd, yy 

8 108 - hh:mm:ss 

- 9 or 109 (*)  Default milliseconds mon dd yyyy hh:mi:ss:mmm 
(AM or PM) 

10 110 USA mm-dd-yy 

11 111 JAPAN yy/mm/dd 

12 112 ISO yymmdd 

- 13 or 113 (*)  Europe default  dd mon yyyy 
hh:mm:ss:mmm(24h) 

14 114 - hh:mi:ss:mmm(24h) 
 

 

7.2.9 사용자 정의 Functions 
Sybase ASE 는 Transact SQL 의 User defined  function 을 지원하지 않는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java user defined function 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은 
Oracle 의  함수 선언 예와  Sybase ASE 에서 의 함수 사용 예이다.  

Oracle 

SELECT ssn, fname, lname, tuition_paid, tuition_paid/get_sum_major(major) 
as    percent_major FROM student_admin.student 

CREATE OR REPLACE FUNCTION get_sum_major(inmajor varchar2)  

RETURN NUMBER 

AS sum_paid number; 

BEGIN 

SELECT sum(tuition_paid) into sum_paid 

FROM student_admin.student 

WHERE major = inmajor; 

RETURN(sum_paid); 

END get_sum_major; 
 

7.2.9.1 java 사용자 function 의 예. 

 
작업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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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바 소스 작성 

2. 컴파일 

3. ASE 에 Install 

4. ASE 에서 Java Function 활용 

 

자바 소스 작성(두개의 숫자를 입력 받아, 큰 값과 작은 값을 return 하는 함수) 

 

public class Misc implements java.io.Serializable 

{ 

 public static void Misc () { } 

 

    public static int maxNum(int a, int b) 

    { 

      if (a>b) 

    return a; 

   else 

    return b; 

     } 

 

    public static int minNum(int a, int b) 

    { 

      if (a Function 활용 

 

install 된 Java Class 의 확인 

$ isql –Usa –P  

1> sp_helpjava 

2> go 

 

* Function 을 호출. 

1> select Misc.maxNum(2,10) 

2> go 

1> select Misc.minNum(2,10) 

2>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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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integer  type 의 a,b 컬럼을 가진 testtbl 이라는 테이블이 존재한다면 

1> select Misc.maxNum(a,b), Misc.minNum(a,b) from testtbl 

2> go 

 

* 이미 ASE 에 Install 되어있는 class 를 OS 로 빼내려면 

$ extractjava –j 'jcs.jar' –f 'jcs.jar' –Usa –P –Ssyb_jinuki -Dtestdb 

 

* 이미 ASE 에 Install 되어있는 class 를 삭제하려면(isql 에서) 

$ remove java jar 'jcs.jar' 
 

 

7.3 비교연산자 
다음은 비교연산을 위한 Sybase ASE 와 Oracle 의 비교표이다. 상당부분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Operator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Equal to (=) Same 

Greater than (>) Same 

Less than (<) Same 

Greater than or equal to (>=) Same 

Less than or equal to (<=) Same 

Not equal to (!=, <>,^=) Same 

Not greater than, not less than N/A !> , !< 

In any member in set IN Same 

Not in any member in set NOT IN Same 

Any value in set ANY, SOME Same 

Referring to all values in set. != ALL, <> ALL, < ALL, > 
ALL, <= ALL, >= ALL 

Same 

Like pattern LIKE Same 

Not like pattern NOT LIKE Same 

Value between x and y BETWEEN x AND y Same 

Value not between NOT BETWEEN Same 

Value exists EXISTS Same 

Value does not exist NOT EXISTS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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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or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Value {is | is not} NULL IS NULL, IS NOT NULL Same. Also supports = 
NULL, != NULL for 
backward compatibility (not 
recommended). 

 

7.3.1 패턴비교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LIKE keyword 는 다양한 방식의 검색방법을 제공한다. ‘%’의 
와일트카드 캐릭터 뿐만 아니라 ‘_’,’[]’,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제공한다. 
 [ ] character set 은 정규 표현식에 준하며 명시한 범위 안에 해당하는 문자가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색인 한다. 예를 들어  a 부터 f 까지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스트링을 검색하려고 한다면 '[a-f]' 혹은 LIKE '[abcdef]'로 표현할 수 있다.  

7.3.1.1 패턴비교 예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SELECT * FROM 
STUDENT_ADMIN.STUDENT  

WHERE LNAME LIKE 'A%' 

OR LNAME LIKE 'B%' 

OR LNAME LIKE 'C%' 

SELECT * FROM 

STUDENT_ADMIN.STUDENT 

WHERE LNAME LIKE '[ABC]%' 

 

 [^] wildcard 는 포함되지 않는 문자 셑을 찾는데 사용되어 진다. 예를 들어, a 부터 f 까지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스트링을 찾고자 한다면 ,  LIKE '[^a - f]' 또는 LIKE '[^abcdef]'로 
표현하여 검색할 수 있다.  

7.3.2 NULL 을 이용한 비교 
Adaptive Server Enterprise 가 전통적으로 SQL-92-standard 를 따르고 있으며  일부분의 
nonstandard NULL 방식또한 지원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ODBC driver 와 OLE DB 
Provider 에서 기본적으로 SET ANSI_NULLS 을 ON 으로 설정한다. 이 설정은 
ODBC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다. DB-Library applications 에서는 SET ANSI_NULLS 
defaults 는 OFF 로 설정되어 진다.  

7.3.3 스트링 연결 
Oracle 은 (||) 문자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스트링을 합친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 
플러스 기호를 이용하여 이 기능을 쓸 수 있다.  컨버젼 시에는 단순히 || 기호를 +로 
변경하기만 하면 된다. 

7.3.3.1 스트링 연결 예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SELECT FNAME||' '||LNAME AS NAME select fname +' '+ lname a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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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TUDENT_ADMIN.STUDENT from student_admin.student 
 

7.4 제어문 
control-of-flow language 는 SQL statement(스토어드 프로시져, 블록 명령어) 의 수행 순서를 
제어한다.  PL/SQL 과 Transact-SQL 은 매우 다양한 명령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7.4.1 Keywords 
아래 표는 Sybase 와 Oracle 에서 사용되어지는 각종 명령어에 대한 비교표이다. 

Statement Oracle PL/SQL Adaptive Server Enterprise 
Transact-SQL 

선언변수 DECLARE declare 

문장 단위 BEGIN...END; begin...end 

조건처리 IF…THEN, 

ELSIF…THEN, 

ELSE 

ENDIF; 

if…[begin…end] 

else <condition> 

[begin…end] 

else if <condition> 

case expression 

무조건 탈출 RETURN return 

현재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무조건 
탈출 

EXIT break 

WHILE loop 에서 
다시 시작 

N/A continue 

특정 시간동안 
기다림. 

N/A (dbms_lock.sleep) waitfor 

반복 조건 WHILE LOOP…END LOOP; 

LABEL…GOTO LABEL; 

FOR…END LOOP; 

LOOP…END LOOP; 

while <condition> 

begin… end 

label… 

goto label 

프로그램 주석 /* … */, -- /* … */, -- 

Print 출력 RDBMS_OUTPUT.PUT_LINE PRINT 

프로그램 에러처리 RAISE_APPLICATION_ERROR RAISERROR 

프로그램 실행 EXECUTE EXECUTE 

종료구문 Semicolon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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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변수선언 
Transact-SQL 과 PL/SQL 에서 변수 선언은 DECLARE keyword 를 사용한다. 다만 
Transact-SQL variables 은  @로 변수 명을 시작한다.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DECLARE 

VSSN CHAR(9); 

VFNAME VARCHAR2(12); 

VLNAME VARCHAR2(20); 

VBIRTH_DATE DATE; 

VLOAN_AMOUNT NUMBER(12,2); 

Declare 

@vssn char(9), 

@vfname varchar2(12), 

@vlname varchar2(20), 

@vbirth_date datetime, 

@vloan_amount numeric(12,2) 
 

Transact-SQL 은  %TYPE 과 %ROWTYPE 변수 선언을 지원하지 않는다. Transact-SQL 
variable 은 DECLARE command 에서 초기화할 수 없다. Oracle NOT NULL 과 CONSTANT 
keywords 는  Adaptive Server Enterprise data type definitions 에서 쓸 수 없다. Oracle LONG 과 
LONG RAW 데이터 타입은  text 와 image 로 변경하여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PL/SQL 
style record 와 table 선언 또한 지원하지 않는다. 

7.4.3 변수 치환 
변수에 임의의 값을 대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7.4.3.1 치환 문 비교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Assignment operator (:=) SET @local_variable = value  

SELECT...INTO syntax for selecting 
column values from a single row 

SELECT @local_variable = expression 
[FROM…] for assigning a literal value, an 
expression involving other local variables, or a 
column value from a single row 

FETCH…INTO syntax FETCH…INTO syntax 
 

7.4.3.2 치환 문 예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DECLARE VSSN CHAR(9); 

VFNAME VARCHAR2(12); 

VLNAME VARCHAR2(20); 

BEGIN 

VSSN := '123448887'; 

SELECT FNAME, LNAME INTO 

DECLARE @VSSN CHAR(9), 

@VFNAME VARCHAR(12), 

@VLNAME VARCHAR(20) 

SET @VSSN = '12355887' 

SELECT @VFNAME=FNAME, 

@VLNAME=LNAME FROM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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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AME, VLNAME FROM STUDENTS 

WHERE SSN=VSSN; 

END;  

WHERE SSN = @VSSN 

 

7.4.4 문장 단위 
Oracle PL/SQL 과 Adaptive Server Enterprise Transact-SQL 는  BEGIN…END 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문장들을 블록화한다. 다만 Declare 문에서는 begin~end 를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 BEGIN…END 구문은 while 이나 if 문의 사용시 한 개 이상의 문장들을 사용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7.4.4.1 문장 단위 구문비교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DECLARE 
DECLARE VARIABLES ... 

BEGIN -- THIS IS REQUIRED SYNTAX

PROGRAM_STATEMENTS ... 

IF ...THEN 

STATEMENT1; 
STATEMENT2; 
STATEMENTN; 
END IF; 

WHILE ... LOOP 

STATEMENT1; 
STATEMENT2; 
STATEMENTN; 
END LOOP; 

END; -- THIS IS REQUIRED SYNTAX 

Declare 

declare variables ... 

begin -- this is optional syntax 

program_statements ... 

if ... 

begin  
statement1 
statement2 
statementn 
end  
while ... 
begin 
statement1 
statement2 
statementn 
end  
end -- this is required syntax 

 

7.4.5 조건처리 
Adaptive Server Enterprise Transact-SQL 의 조건 문에는 IF 와 ELSE 문을 사용한다.  다양한 
조건의 사용 시 case~when 문의 권장한다.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DECLARE 

VDEGREE_PROGRAM CHAR(1); 

VDEGREE_PROGRAM_NAME 
VARCHAR2(20); 

declare 
@vdegree_program char(1), 

@vdegree_program_name varchar(20) 

select @vdegree_program =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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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 

VDEGREE_PROGRAM := 'U'; 

IF VDEGREE_PROGRAM = 'U' THEN 

VDEGREE_PROGRAM_NAME :=  

'Undergraduate'; 

ELSIF VDEGREE_PROGRAM = 'M' 

THEN 

VDEGREE_PROGRAM_NAME :=  

'Masters'; 

ELSIF VDEGREE_PROGRAM = 'P' THEN

VDEGREE_PROGRAM_NAME := 'PhD'; 

ELSE VDEGREE_PROGRAM_NAME :=  

'Unknown'; 

END IF; 

END; 

select @vdegree_program_name = 

case @vdegree_program 

when 'u' then 'undergraduate' 

when 'm' then 'masters' 

when 'p' then 'phd'. 

else 'unknown' 

end 

 

7.4.6 반복 문 
Oracle PL/SQL 은 LOOP 과 FOR LOOP 을 이용하여 반복문을 수행한다. 이에 반해 
Transact-SQL 은 WHILE loop 과  GOTO 문을 이용하여 반복문의 기능을 수행한다. 

 

WHILE Boolean_expression 

 {sql_statement | statement_block} 

 [BREAK] [CONTINUE] 

 

 WHILE loop 문은 조건이 참인 동안에는 계속 반복하여 수행되어진다. 만약 여러 
명령문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BEGIN…END block 을 사용한다. 

7.4.6.1 반복 문 예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DECLARE 

COUNTER NUMBER; 

BEGIN 

COUNTER := 0 

WHILE (COUNTER <5) LOOP 

COUNTER := COUNTER + 1; 

declare 
@counter numeric 

select@counter = 1 

while (@counter <5) 

begin 
select @counter = @coun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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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LOOP; 

END; 

end 

 

명령어문의 수행은 BREAK 와 CONTINUE keyword 를 통해 제어 가능하다. BREAK 문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반복 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CONTINUE 문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WHILE loop 의 처음으로 되돌아가 수행하게 된다. BREAK 문은 Oracle PL/SQL EXIT 와 
동일하다. Oracle 에서는 CONTINUE 기능이 없다. 

7.4.7 GOTO Statement 
Oracle 과  Adaptive Server Enterprise 모두 GOTO 문을 지원한다. GOTO 문을 만나게 되면 
지정한 label 로 분기하게 된다. 

7.4.7.1 구문비교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GOTO label; 

<<label name here>> 

GOTO label 

:label 
 

7.4.8 PRINT 문 
Transact-SQL PRINT 문은  PL/SQL RDBMS_OUTPUT.put_line 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명령은 사용자가 명시한 문장을 화면에 보여준다. 메시지의 크기는 8,000(?)자 까지 이다. 
변수에 포함되어진 스트링 혹은 텍스트 변수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그외 타입들은 convert 
함수를 이용하여 타입변경 후 사용할 수 있다. 리터럴의 경우는 싱글 쿼테이션(‘) 혹은 더블 
쿼테이션 마크(“)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7.4.9 Stored Procedures 의 결과 값 리턴 
Adaptive Server Enterprise 와 Oracle 은 모두 RETURN 문을 지원한다. RETURN 문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프로그램 혹은 프로시져는 종료하게 된다.  RETURN 문은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종료 시킬 때 사용 되어진다. 따라서 Return  뒤에 존재하는 코드들은 수행 
되어지지 않는다.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RETURN expression: RETURN integer_expression 
 

7.4.10 프로그램 에러처리 
 Transact-SQL RAISERROR 문은 사용자가 정의한 에러를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Oracle 에서는 raise_application_error exception handler 를 사용하여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RAISERROR 문은 사용자가 미리 정의한 메시지를 사용해 그 에러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되어지는 문법은 다음과 같다. 

RAISERROR ({msg_id | msg_str}, severit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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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gument1 [, argument2]]) 

 [WITH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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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ursors 의 구현 

Oracle 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읽어 들이는지, 어떤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지에 관계없이 항상 select 문을  커서와 함께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Adaptive Server Enterprise 에서는 단순히 SELECT 문에 의해 클라이언트에 결과 
셋을 리턴해야 하는 경우는 커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가능한 
커서를 선호하는 Oracle 과는 매우 다르다.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커서의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커서를 T-SQL 배치에서 사용하거나 stored procedure 에서 사용할 
때, declare, open, 그리고 fetch 문을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특정 row 의 updates 와 deletes 를 
수행한다. 또 하나, 커서를 DB-Library, ODBC, 또는 OLE DB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 
Adaptive Server Enterprise 의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커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서버의 built-in function 을 call 한다. Oracle 에서 구현된 커서 로직을 T-SQL 로 
구현할 경우 반드시 커서를 사용해야 하는 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같은 기능의 
문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커서가 오직 특정 결과 셋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경우라면 T-SQL 에서는 커서가 아닌 단순 select 문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row-by-row 처리를 해야 하는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서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8.1 Cursor 의 종류 

8.1.1 Oracle cursor 의 종류 

8.1.1.1 암시적 cursor 

oracle 은 명시적으로 선언된 cursor 와 관련 없는 각 sql 문장을 수행하기 위해 cursor 를 
암시적으로 생성하여 사용한다. pl/sql 은 sql cursor 로써 가장 최근의 암시적 cursor 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해 준다. sql cursor 를 제어하기 위해 open, fetch, close 를 사용할 수 없지만 
가장 최근에 실행된 sql 문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cursor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 

8.1.1.2 명시적 cursor 

다중 행 select 문장에 의해 return 되는 각 행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명시적 cursor 를 
사용한다. 다중 행 질의에 의해 return 된 행의 집합은 result set 이라 한다. 그것의 크기는 
검색 조건에 일치하는 행의 수 이다. 

8.1.2 Adaptive Server enterprise cursor 의 종류 

8.1.2.1 Client cursors 

클라이언트 커서는 Open Client(CT lib)나 Embedded SQL 에서 호출되는 커서를 말한다. 
Open Client 는 Adaptive Server 로부터 결과를 받아 처리한다. 이 클라이언트 커서의 결과 셋 
중에서 Updates 와 deletes 역시 Open Client 호출에 의해서 처리된다. 

8.1.2.2 Server cursors 

커서를 사용한 stored procedure 를 클라이언트는 커서사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신경을 쓸 
필요 없이 stored procedure 를 호출하면 일반적인 select 의 결과 셋을 리턴 받는 것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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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Cursor 문법 
다음은 커서 문법의 비교표 이다. 

Operation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커서의 선언 CURSOR cursor_name 

[(cursor_parameter(s))]IS 
select_statemen 

FOR UPDATE [NOWAIT] [OF 
column1[,column2,. . . .]]; 

declare cursor_name cursor 

for select_statement 

[for {read only | update  

[of column_name_list]}] 

 

커서 열기 OPEN cursor_name 
[(cursor_parameter(s))]; 
 

open cursor_name 

패치 FETCH  cursor_name  INTO  
{variable1[,variable2, . . . .] | 
record_name}; 

fetch cursor_name [ into 
fetch_target_list ] 
 

Row update UPDATE table_name 

SET statement(s)… 

WHERE CURRENT OF 

cursor_name; 

update table_name 

set statement(s)… 

where current of 

 cursor_name 

Delete fetched 
row 

DELETE FROM table_name 

WHERE CURRENT OF 

cursor_name; 

delete from table_name  

where current of cursor_name 

커서 닫기 CLOSE cursor_name; close cursor_name 

커서 구조 
닫기 

N/A deallocate cursor_name 

 

8.3 Cursor 의 선언 
Transact-SQL DECLARE CURSOR 문에서는 arguments 처리를 지원하지 않지만 지역 변수 
사용을 허용한다. 이 지역 변수는 커서가 오픈 될 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UPDATE [OF 
column_list] 문을 사용하여 선언된 커서는 기술된 컬럼의 데이터만 변경이 일어날 수 
있으며 아무런 커럼의 기술이 없을 경우는 모든 컬럼이 변경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커서 선언 시  for READ ONLY 라고 명시하기 전에는 기본 사항이므로 for update 옵션이 
적용된다. 따라서 커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select list 에 포함된 테이블에 update 될 것인지 
확인하여 이 옵션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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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커서 열기 
Transact-SQL 은 커서 오픈 시 arguments 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PL/SQL 은 허용한다. 
커서가 선언된 다음 커서 결과 셋을 fetch, update, 또는 delete 삭제하기 위해서 오픈 되어야 
한다. 커서 오프닝은 Adaptive Server 로 하여금 커서에 선언한 select 문에 의해 결과 셋을 
만들도록 해 준다.  문법은 아래와 같다: 

open cursor_name 

이미 오픈 되어있는 커서나 선언되지 않은 커서는 오픈 할 수 없다. 또한 닫은 커서는 커서 
포지션을 reset 하므로 서 다시 열 수 있다. 

8.5 데이터 패치 
Oracle 과 adaptive server enterprise 모두 커서의 오픈 된 결과 값을 가져오는 방법은 
비슷하다. Adaptive Server 커서는 결과를 직접 해당 테이블에서 읽거나 임시 테이블을 
통해서 만들어 낸다. 패치 명령은 커서 결과 셋의 첫 번째 row 앞에 위치한다.  만약 쿼리에 
있는 테이블에 특별한 인덱스가 있다면 Adaptive Server 는 커서의 위치를 인덱스의  첫 번째 
키 값에 위치한다. 선택적으로 커서에서 로컬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를 패치 
후 커서는 마지막 row 에 위치한다. 만약 이 위치에서 또 다시 패치를 시도하면 Adaptive 
Server 는 @@sqlstatus 에 경고 메시지를 내보낸다. 

@@sqlstatus 값의 의미 

0 : 패치 문의 정상적인 수행 완료. 

1 : 패치 문의 에러. 

2 : 더 이상 패치 할 데이터가 없다.  즉 커서의 위치가 결과 셋의 마지막에 와  있을 때.  

8.6 커서 닫기 
Transact-SQL 에서 CLOSE CURSOR 문은 커서를 닫는다. 그러나 데이터를 다시 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메모리에 남겨 놓는다. Oracle 의 PL/SQL CLOSE CURSOR 문은 모든 
데이터 구조체를 지워 버린다. Transact-SQL 이 커서의 모든 데이터 구조체를 메모리에서 
지워 버리기 위해서는 DEALLOCATE CURSOR 문을 사용한다. 즉 DEALLOCATE 
CURSOR 문은 커서와 관련한 모든 데이터 구조와 커서에 대해 정의된 것들 을 지원 버린다.  

8.7 커서 예제 
다음은 PL/SQL 과 Transact-SQL Cursor 에 대한 예제이다. 

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DECLARE 

VSSN CHAR(9); 

VFNAME VARCHAR(12); 

VLNAME VARCHAR(20); 

 

CURSOR CUR1 IS 

declare curl cursor for 

select ssn, fname, lname 

from sales order by ssn 

 

declare 

@vssn cha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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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Adaptive Server Enterprise 

SELECT SSN, FNAME, LNAME 

FROM SALES ORDER BY LNAME; 

BEGIN 

OPEN CUR1; 

FETCH CUR1 INTO VSSN, VFNAME, 

VLNAME; 

WHILE (CUR1%FOUND) LOOP 

FETCH CUR1 INTO VSSN, VFNAME, 

VLNAME; 

END LOOP; 

CLOSE CUR1; 

END; 

@vfname varchar(12), 

@vlname varchar(20) 

 

open cur1 

fetch next from cur1 

into @vssn, @vfname, @vlname 

while (@@sqlstatus !=2) 

begin 

fetch next from cur1 

into @vssn, @vfname, @vlname 

end 

close cur1 

deallocate cu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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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ransact-SQL 튜닝 

이 섹션에서는 T-SQL 튜닝에 관한 몇 가지 기술과 튜닝을 할 수 있는 툴 들을 소개 하도록 
한다.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동적자원 할당과 자가 튜닝을 지원하는 RDBMS 이다. 
많은 경우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기본적인 구성 설정만 가지고도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은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이와 같은 고려가 없이 어플리케이션이 설계되고 코딩 된다면 목표하는 
시스템의 성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9.1 T-SQL 튜닝 툴 

9.1.1 SQL Expert 
Adaptive Server Enterprise for SQL Expert 는 문제가 있는 SQL 을 찾아내어 다시 작성하는 
완벽한 SQL 성능 튜닝 및 최적화 솔루션 이다. 피드백 엔진이 내장되어 있어 문제가 있는 
SQL 문을 최적화하는데 드는 수고를 덜어주므로 초보 수준의 SQL 프로그래머라 할지라도 
전문가와 같은 역량으로 SQL 을 구현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개발 과정에서 
SQL Expert 를 사용하여 SQL 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DBA 는 이 솔루션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실무 시스템에서 성능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문제가 있는 SQL 을 제거할 
수 있는 windows 용 제품 이다. 

모듈 명 기능설명 
SQL Editor 사용자 소스 SQL 문에 대한 대안으로 SQL 문을 생성. 소스 와 SQL 

Expert 가 생성한 SQL 문장을 사용자의 시스템에서 최상의 성능을 
찾기 위해서 인덱스와 메모리 구성을 사용하여 검증한다 

SQL Scanner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로 저장되어 있거나 text/binary 또는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에 있는 SQL 문장을 추출하며.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SQL 문장의 분석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되는 SQL 
을 찾아서 Syntactical SQL optimizer 에 넣어 검증할 수 있다 

SQL Monitor 현재 실행되고 있는 SQL 문장 모니터 
SQL Formatter SQL 문장 구성과 syntax 검증 
Database Explorer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9.1.2 showplan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SQL 문이 SQL 문에 속해있는 테이블들의 인덱스를 정확히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여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소개 한다. 

9.1.2.1 UNIX 에서 

$ isql -Uxx -Pxxxxxx 

dbcc traceon(3604)   --- Trace 정보를 화면에 Display 

go 

 

1> set showplan, noexec on – Query 실행은 하지 않고 Plan(Index 사용) 정보를 보기 
위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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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 

 

사용 예 

===== 

1> sp_helpindex sales 

2> go 

salesind    clustered, unique located on default 

                 stor_id, ord_num 

 

1> set showplan, noexec on  or sp_showplan spid,null,null,null 

2> go 

1> select * from sales where stor_id = "7302" and or_num = “HK-1001K” 

2> go 

 

QUERY PLAN FOR STATEMENT 1 (at line 1). 

 

 

    STEP 1 

        The type of query is SELECT. 

 

        FROM TABLE 

            sales 

        Nested iteration. 

        Using Clustered Index. 

        Index : salesind 

        Forward scan. 

        Positioning by key. 

        Keys are: 

            stor_id  ASC 

        Using I/O Size 4 Kbytes for index leaf pages. 

        With LRU Buffer Replacement Strategy for index leaf pages. 

        Using I/O Size 4 Kbytes for data pages. 

        With LRU Buffer Replacement Strategy for data pages. 

 

기타 

1> dbcc traceon(3604,302) – 사용할 Index 선택을 위한 Optimizer 의 Action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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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 

1> set statistics io on – Query 의 IO 정보  

2> go 

1> set statictics time on – Query 의 Elapsed, CPU Time 정보  

2> go 

 

 

9.1.2.2 windows 에서  

 Sybase windows tools 인 SQL Advantage 를  띄운다. 

 메뉴에서 File->Preferences->session 

 

show box 안에서 Query Process Plan 을 click 한다. 

 

 Session 창에 해당 쿼리를 입력한다. 

 메뉴 창에서 Query-> Execute Query(Ctrl+E) 

다음과 같은 Query plan 창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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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T-SQL 구현 기초 
아래에 나열된 항목들은 T-SQL 을 사용함에 있어서 보다 나은 성능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 이다. 

 

1. 크기비교 연산자 (>) 사용에 대하여. 

=> 가능한( >=) 을 사용한다 

예) Select pf_name, pf_role From foo Where x > 3(X) 

=> Select pf_name, pf_role From foo Where x >= 4(O) 

위 경우 X 가 3 보다 큰 값을 찾기 위하여 X=3 인 것을 모두 찾는다. 

 

2. Min, Max 함수를 함께 사용 하지 않는다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함수임 

예) select max(price),min(price) from titles(X) 

     select max(price) from titles(O) 

     select min(price) from titl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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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존재 유무를 알기 위해 Count(*) 를 사용하지 않는다 

=> “exists” 나 set rowcount 1 을 사용한다 

Count(*)은 모든 Row 를 찾지만 Exists 는 존재하면 바로 Stop 한다. 

예) if exists (select title_id  from titles  

where type = "business") 

begin 

     delete salesdetail where title_id in  

        (select title_id from titles  

         where type = "business")  

end 

   

4. 부정(not exists => exists , != => =)의 비교를 긍정문으로 바꿔라. 

=> “not exists” 는”exists” 로 “!=” 은 “=>” 또는 “=” 으로 구현한다. 

예) 

If not exists ( Select * From ...) 

Begin 

       ... /* statement group */ 

       End  

 

를 성능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If exists ( Select * From ...) 

        Begin 

         goto exists_label 

        End 

             ...  /* statement group */ 

            exists_label : 

 

5. 조건 절 속의 컬럼은 변형 하지 않는다. 

=> Where 절의 column 이 변형될 경우는 적절한 Index 를 사용하지 못함 

예) Select name From employee Where Salary * 12 > 10000 

 

6. Null 를 허용 하는 Column 과 Not Null Column 를 비교 하지 않는다. 

=> 정확한 비교 및 검색이 불가능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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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eate table test 

2> ( col1 char(04) default '', 

3>   col2 char(04) null) 

4> go 

1> insert test ( col1 , col2) values(“AB”,”AB”) 

2> go 

1> select * from test 

2> go 

col1 col2 

 ---- ---- 

 AB   AB 

1> select datalength(col1) , datalength(col2) from test 

2> go 

 ----------- ----------- 

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 길이의 차이에 의해서 정확한 equal 비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7. 데이터 타입이나 길이가 다른 컬럼의 비교나 조인을 하지 않는다. 

예) Float & Int , Char & Varchar, Binary & Varbinary 는 Datatype 이 상이함(6 번 항목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8.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한 variable 의 데이터 타입 & 길이 와 테이블의 Data type & 길이 
를 일치 시킨다. 

=> 정확한 비교 검색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다.(6 번 항목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9. Null 체크 루틴 사용을 없앤다. 

=> 테이블 설계 시 수치 Data type default 값으로 0 을 설정한다. 

 

10. Like 및 ad-hoc(비정형) query 사용을 없앤다. 

=> 쿼리 문장에 부분조건에 의한 찾기 및 한글 스캔 을 자제하고 코드 찾기에 의한 처리로 
유도.  

예) Select id, name from usertbl where address like “%중앙동”  

 

11. sub string 의 사용을 없앤다. 

=> table 설계 시 복합 컬럼 사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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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select * from usertbl where substring(acc_no,1,6) = ‘200202’ 

 

12. Transaction 내에 사용자 응답을 기다리는 형태의 logic 구사를 금지한다. 

=> 사용자의 응답이 일을 때까지 Lock 을 점유하고 있음 

예) 

exec sql exec begin tran; 

exec sql select id =:id from titles where  titile = “business”; 

gets(price) 

exec sql update titles set price =:price where id =:id; 

exec sql exec commit tran; 

 

13. 필요 이상의 Record(예, 수 천건)를 한번에 Client 로 Return 하지 않는다. 

=> 화면처리에 알맞은 개수 만큼의 result set 만 return 하게 하거나, 적절한 조건처리 또는 
‘set rowcount’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불필요한 network traffic 을 
줄인다. 

예) set rowcount 10 -> 10 건 만 return 

 

14. 같은 비즈니스 로직을 가진 프로그램이 매우 빈번히 또는 대량의 Data 를 처리하는 
Transaction 은 Stored Procedure 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한다. 

=>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통신처리 오버헤드의 절감효과와 빠른 성능을 위하여  

 

15. Index 컬럼 update 를 자제한다. 

=> index 분포의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 과 인덱스 관리를 위한 내부 오퍼레이션이 
많아지면서 성능 저하의 원인이  

 

16. Join 에 의한 Update 구현을 자제한다(주로 batch program 구현 시 자주 발생함) 

=> 성능저하의 원인. 동시 사용자 환경에서 lock 을 오래 유지하고 있어 동시성이 떨어짐 

 

17. Select list 에 반드시 필요한 컬럼 들만 명시한다. 

=> select ID, Name, Address from fuse(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트래픽 을 최소화 한다) 

예) select * from titles where….(X)  

 

18. Transaction isolation level 0 의 활용. 

=> 절대적으로 최종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transaction 외 에는 Query 시 transaction isolation 
level 0 로 처리 하므로 서 lock contention 과 서버 부하를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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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정 Transaction 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Table 엑세스 순서를 타 Program 과 비교하여 
일관되게 조정한다  

=> Dead lock 을 방지할 수 있다 

20. 가능한 Transaction 을 짧게 관리한다. 

=> Lock contention 을 줄이기 위하여 

 

21. 적절한 인덱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query 는 인덱스 힌트를 준다. 

예) 

1> select * from sales(index salesind) where  

2> go 

1> update sales set date = "20020101" 

2> from sales(index salesind) 

3> where stor_id = "8301" 

4> go 

 

22. 프로그램 모듈간 중복된 Logic 이나 변수처리, 테이블의 중복 접근 등에 관한 점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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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sing ODBC 
 

이번 섹션에서는 Oracle 과 Sybase ASE ODBC 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어떻게 변환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0.1 ODBC 설정 
1. 제어판의 ODBC 데이터 원본 관리자를 실행한다. 

 
2. 추가버튼을 클릭한 후 Sybase ASE ODBC Driver 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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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정보를 입력한다. 

 

 

 

 

 

 

 

 

 

 

 

 

 

 

 

 

 

 

 

 

 

 

 
 Data Source Name: ODBC DSN 명을 명시함 

 Network Library Name: Winsock 을 선택 

 Network Address :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리스닝하고 있는 IP Address 와 Port 명을 
기입한다. 이때 IP 와 Port 는 Comma(,)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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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상적으로 설정되었는지 Test Connect 버튼을 클릭한 후 로긴 ID 와 패스워드 입력후 OK 
버튼을 누른다.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디스플레이 된다. 

 

 

 

 

 

 

 

 

 

 

 

 

 
5. 기타 특기 사항 

 select method 

Direct  : ODBC Driver 는 T-SQL 문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가져옴 

Cursor : ODBC Driver 는 client cursor 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가져옴 

 

10.2 Manual Commit Mode 
Oracle 은   chained 모드가  default  모드이다. 이는 사용자가 begin tran 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항상 commit/rollback 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Sybase ASE 는 unchained mode 로서  명시적으로 begin tran/commit tran 을 써주지 
않는 경우 항상 별도의 트랜잭션으로 인식하며, 트랜잭션은 항상   begin tran 으로 시작하게 
된다. ODBC 의 autocommit 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Sybase ASE 에서 
chained/unchained 모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명령이 사용되면 
세션에만 종속된다. 

 Set chained [on/off] 

 ODBC 를 사용하는 경우는 autocommit 을 체크 하는 경우 unchained mode 가 되며, 
반대의 경우 chained mode 가 된다. 

 Java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도 autocommit 으로 제어 가능하다. 

 ESQLC 의 경우는 precompile 시 –m 옵션을 통해 제어 가능하다.(-m 옵션이 있는 경우 
unchained mode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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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의 전환 

이 섹션에서는 Oracle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11.1 Data 전환 
데이터의 이관은 Sybase PowerDesinger, PowerBuilder 의   Pipeline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MS 의 DTS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이관 시  데이터의 양이 매우 많거나 빠른 이관시간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Sybase DirectConnect for Oracle 과   Sybase BCP 툴을 사용하여 빠른 
데이터 이관 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 

11.2 Embedded SQL C 
Oracle embedded SQL 어플리케이션(Pro*C, Pro*Cobol)은  Sybase 의  ESQL/C, 
ESQL/COBOL 로 변경 가능합니다.  Pro*C 와 ESQL/C 는 ANSI standard SQL92 의 표준을 
따르므로 표준만을 사용한 경우는 소스코드의 변경 없이도 재 컴파일 후 사용 가능하다.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Oracle 에서만 지원하는 확장기능 부분이다. 

 

11.2.1 일반적인 컨버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pc 의 소스 확장자를  .cp 로 변경한다. 

2. makefile 을 sybase ase 에 맞는 library 와  precompiler 로 변경한다. (sybase precompiler 는 
cpre 이다) 

3. 소스의 변경 

4. 서버&유저 정보 변경 

5. .arr 과 .len 의 삭제 

6. transact sql 에 맞는  query 로 변경( 각종 함수, 쿼리등) 

7. 상이한 sqlcode 값을 변경한다. (아래 표 참조) 

8. 컴파일 후 디버깅 

 

 

11.2.2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1. 개별 변수의 array  binding 을 지원하지만 structure 형태의 binding 은 지원하지 않는다. 

2. 변수의 크기와 값을 지정해주는 .arr , .len  은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strlen(array)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3.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어지는 쿼리는 앞서 설명된 함수변환과 쿼리 변환방법을 
참조하여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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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ESQL/C Sqlca struncture 
Sqlca 와 sqlda 의 사용시 서로 상이한 부분은 아래 구조체를 참고하여 변경한다. 

typedef struct _sqlca 

{ 

        char    sqlcaid[8];    //sqlca 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 스트링 

        long    sqlcabc;       // sqlca 의 크기 

        long    sqlcode;       // 최종 명령문 수행에 따른 리턴 값 

 

        struct 

        { 

                long            sqlerrml;                 // 에러 메시지 길이 

                char            sqlerrmc[256];       // 에러 메시지 

        } sqlerrm; 

 

        char    sqlerrp[8];     // 에러나 경고메시지를 감지하는 프로시져 

        long    sqlerrd[6];     //sqlerrd[2] 는 최종 명령문 수행의 결과 Resultset 의 개수를 가짐 

        char    sqlwarn[8]; 

        char    sqlext[8]; 

 

} SQLCA; 

 

 

11.2.4 ESQL/C Sqlda struncture  

typedef struct _sqlda 

{ 

        CS_SMALLINT sd_sqln; 

        CS_SMALLINT sd_sqld; 

        struct _sd_column 

        { 

                CS_DATAFMT sd_datafmt; 

                CS_VOID *sd_sqldata; 

                CS_SMALLINT sd_sqlind; 

                CS_INT sd_sq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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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_VOID *sd_sqlmore; 

        } sd_column[1]; 

} syb_sqlda; 

 

11.2.5 SQLCODE 값 

값 설명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수행 

-n 에러 발생, 에러코드값에 따라 각각의 내용이 
틀림. 

100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 

 

11.3 Embedded SQL C 예 

11.3.1 Oracle PRO*C 의 예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include <string.h> 
#include <fcntl.h> 
#include <usrinc/atmi.h> 
#include <errno.h>       
#include <time.h>       
#include <sys/timeb.h> 
#include <signal.h>       
#include <sys/types.h>       
#include <sys/time.h>       
 
EXEC SQL INCLUDE sqlca; 
 
 
void    error_handler(); 
void    warning_handler(); 
 
 
void main(int argc, char *argv[]) 
{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char    bucd[4];           /* 부점코드 */                               
                char    seqno[7];          /* 일련번호 */ 
 
                char cust_id[15]; 
                char cust_name[40]; 
                char cust_sex[1]; 
                char cust_postcode[8]; 
                char cust_addr[50]; 
                char cust_phone[20]; 
                char cust_company[20]; 
                char cust_account[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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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 cust_startday[26]; 
                char cust_currday[26]; 
                char cust_balance[15];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char    sbujum[4];  /* 부점코드 */ 
        char    sgwamk[3];  /* 과목코드 */ 
        char    sseqno[7];  /* 일련번호 */ 
        char    outbuf[197];    /* Output Data */ 
        char    tmpbuf[16]; 
 
 
        int    rnd_value; 
        int    pid;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char    username[20]; 
                char    password[20]; 
                char    conn_str[20];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struct bmt_cust_01 bmtcust01; 
 
        strcpy(username, "username"); 
        strcpy(password, "password");  
        strcpy(conn_str, "servername"); 
 
        EXEC SQL WHENEVER SQLERROR DO error_handler(); 
        EXEC SQL WHENEVER SQLWARNING DO warning_handler(); 
   
        /*EXEC ORACLE OPTION(HOLD_CURSOR=YES); 
        EXEC ORACLE OPTION(RELEASE_CURSOR=NO);*/ 
 
        EXEC SQL CONNECT :username IDENTIFIED BY :password USING :conn_str; 
 
        if (sqlca.sqlcode != 0) 
        { 
                printf("ORACLE  Error....: [%d], [%s]\n", 
                        sqlca.sqlcode,sqlca.sqlerrm.sqlerrml);  
        } 
 
        SELECT  부점고객.주민사업자번호, 
                        부점고객.고객명, 
                        고객기본 T.성별,  
                        고객기본 T.자택우편번호, 
                        고객기본 T.자택동이하주소, 
                        고객기본 T.자택전화번호, 
                        고객기본 T.직장명, 
                        수신계좌공통 T.부점코드||'-'|| 
                        수신계좌공통 T.과목코드||'-'|| 
                        수신계좌공통 T.일련번호 "계좌번호", 
                        수신계좌공통 T.신규일, 
                        수신계좌공통 T.최종거래일, 수신계좌공통 T.잔액  
        INTO     
                :cust_id, 
                :cust_name, 
                :cust_sex, 
                :cust_postcode, 
                :cust_addr, 
                :cust_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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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_company, 
                :cust_account, 
                :cust_startday, 
                :cust_currday, 
                :cust_balance 
        FROM    수신계좌공통 T, 부점고객, 고객기본 T  
        WHERE   수신계좌공통 T.부점코드 = :rnd_bujum 
          AND   수신계좌공통 T.과목코드 = '18' 
          AND   수신계좌공통 T.일련번호 = :rnd_seqno 
          AND   수신계좌공통 T.부점코드 = 부점고객.부점코드  
          AND   수신계좌공통 T.고객일련번호 = 부점고객.고객일련번호 
          AND   부점고객.주민사업자번호 = 고객기본 T.주민사업자번호; 
 
 
 
        if (sqlca.sqlcode != 0) 
        { 
                printf ("DB Error[%d] : [%s]\n", 
                  sqlca.sqlcode, sqlca.sqlerrm.sqlerrml); 
                exit(-1); 
        } 
 
        EXEC SQL DISCONNECT ; 
} 
 
 
void error_handler() 
{ 
 
   fprintf(stderr, "\n** SQLCODE=(%ld)", sqlca.sqlcode); 
   if (sqlca.sqlerrm.sqlerrml) { 
      fprintf(stderr, "\n** SQL Server Error "); 
      fprintf(stderr, "\n** %s", sqlca.sqlerrm.sqlerrmc); 
   } 
 
        fprintf(stderr, "\n\n"); 
 
 
} 
 
void warning_handler() 
{ 
 
   if (sqlca.sqlwarn[1] == 'W') { 
      fprintf(stderr, "\n** Data truncated.\n"); 
   } 
 
   if (sqlca.sqlwarn[3] == 'W') { 
      fprintf(stderr, "\n** Insufficient host variables to store results.\n"); 
   } 
 
   retu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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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Sybase ESQL/C 로  전환한 예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include <string.h> 
#include <fcntl.h> 
#include <usrinc/atmi.h> 
#include <errno.h>       
#include <time.h>       
#include <sys/timeb.h> 
#include <signal.h>       
#include <sys/types.h>       
#include <sys/time.h>       
 
EXEC SQL INCLUDE sqlca; 
 
 
void    error_handler(); 
void    warning_handler(); 
 
 
void main(int argc, char *argv[]) 
{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char    bucd[4];           /* 부점코드 */                               
                char    seqno[7];          /* 일련번호 */ 
 
                char cust_id[15]; 
                char cust_name[40]; 
                char cust_sex[1]; 
                char cust_postcode[8]; 
                char cust_addr[50]; 
                char cust_phone[20]; 
                char cust_company[20]; 
                char cust_account[14]; 
                char cust_startday[26]; 
                char cust_currday[26]; 
                char cust_balance[15];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char    sbujum[4];  /* 부점코드 */ 
        char    sgwamk[3];  /* 과목코드 */ 
        char    sseqno[7];  /* 일련번호 */ 
        char    outbuf[197];    /* Output Data */ 
        char    tmpbuf[16]; 
 
 
        int    rnd_value; 
        int    pid; 
 
        EXEC SQL BEGIN DECLARE SECTION; 
                char    username[20]; 
                char    password[20]; 
                char    conn_str[20]; 
        EXEC SQL END DECLARE SECTION; 
 
        struct bmt_cust_01 bmtcust01; 
 
        strcpy(username, "username"); 
        strcpy(password,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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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cpy(conn_str, "servername"); 
 
        EXEC SQL WHENEVER SQLERROR CALL error_handler(); 
        EXEC SQL WHENEVER SQLWARNING CALL warning_handler(); 
  
        /*EXEC ORACLE OPTION(HOLD_CURSOR=YES); 
        EXEC ORACLE OPTION(RELEASE_CURSOR=NO);*/ 
 
        EXEC SQL CONNECT :username IDENTIFIED BY :password USING :conn_str; 
 
        if (sqlca.sqlcode != 0) 
        { 
                printf("ORACLE  Error....: [%d], [%s]\n", 
                        sqlca.sqlcode,sqlca.sqlerrm.sqlerrml);  
        } 
 
        SELECT  부점고객.주민사업자번호, 
                        부점고객.고객명, 
                        고객기본 T.성별,  
                        고객기본 T.자택우편번호, 
                        고객기본 T.자택동이하주소, 
                        고객기본 T.자택전화번호, 
                        고객기본 T.직장명, 
                        수신계좌공통 T.부점코드||'-'|| 
                        수신계좌공통 T.과목코드||'-'|| 
                        수신계좌공통 T.일련번호 "계좌번호", 
                        수신계좌공통 T.신규일, 
                        수신계좌공통 T.최종거래일, 수신계좌공통 T.잔액  
        INTO     
                :cust_id, 
                :cust_name, 
                :cust_sex, 
                :cust_postcode, 
                :cust_addr, 
                :cust_phone, 
                :cust_company, 
                :cust_account, 
                :cust_startday, 
                :cust_currday, 
                :cust_balance 
        FROM    수신계좌공통 T, 부점고객, 고객기본 T  
        WHERE   수신계좌공통 T.부점코드 = :rnd_bujum 
          AND   수신계좌공통 T.과목코드 = '18' 
          AND   수신계좌공통 T.일련번호 = :rnd_seqno 
          AND   수신계좌공통 T.부점코드 = 부점고객.부점코드  
          AND   수신계좌공통 T.고객일련번호 = 부점고객.고객일련번호 
          AND   부점고객.주민사업자번호 = 고객기본 T.주민사업자번호; 
 
 
 
        if (sqlca.sqlcode != 0) 
        { 
                printf ("DB Error[%d] : [%s]\n", 
                  sqlca.sqlcode, sqlca.sqlerrm.sqlerrml); 
                exit(-1); 
        } 
 
        EXEC SQL DISCONNE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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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error_handler() 
{ 
 
   fprintf(stderr, "\n** SQLCODE=(%ld)", sqlca.sqlcode); 
   if (sqlca.sqlerrm.sqlerrml) { 
      fprintf(stderr, "\n** SQL Server Error "); 
      fprintf(stderr, "\n** %s", sqlca.sqlerrm.sqlerrmc); 
   } 
 
        fprintf(stderr, "\n\n"); 
 
 
} 
 
void warning_handler() 
{ 
 
   if (sqlca.sqlwarn[1] == 'W') { 
      fprintf(stderr, "\n** Data truncated.\n"); 
   } 
 
   if (sqlca.sqlwarn[3] == 'W') { 
      fprintf(stderr, "\n** Insufficient host variables to store results.\n"); 
   } 
 
   return; 
} 

 
위의 샘플에서도 볼 수 있듯이 PRO*C 를 Sybase ESQLC 로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인 쿼리 
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변경해야 될 사항이 많지 않다. 

 

11.4 JDBC 를 사용한 프로그램 
jConnect 는 sybase 의 jdbc driver 이다. 이 driver 는 100%로 java 로 되어있으며 jdbc 
standard 와 완전히 호환된다. jconnect 는 TDS 을 통해 sybase 의 data source (ase sever, direct 
connect)와 직접 통신이 가능하다. TDS 는 sybase 의 protocol 로 sybase client, 
middleware 제품과 database server 간의 self-describing 형태의 protocol 이다. 추가적으로 
jconnect 는 jit(just-in-time)방식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단지 200kb 의 크기이므로 
client 부분의 어떤 설치작업이 필요 없이 browser 에 java applet 과 함께 download 하는 것이 
가능하다 

 

11.4.1 jConnect 의 2-TIER 구성 
JAVA APPLET 과 jConnect 가 CLIEN 에 DOWNLOAD 되어있고, DATASERVER 위치는 
APPLET 이 DOWNLOAD 된 MACHINE 과 같은 위치에 있어 JAVA SECURITY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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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jConnect 의 3-TIER 구성 
DATASERVER 위치가 WEB SERVER 와 다른 곳에 있어 JAVA SECURITY 제한을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많은 FIREWALL 이 TDS 를 통과하게 해주었는데 몇몇 개는 
HTTP 만을 통과시키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위해 jConnect 안에는 GATEWAY 를 
포함한다. HTTP 안에 TDS PROTOCOL 을 감싸는 방법으로 “HTTP TUNNELED TDS”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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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jConnect 의 3-TIER SERVER SIDE 구성 
BUSINESS LOGIC 이 APPLET 과 SERVELET 으로 나뉘어진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APPLET 과 SERVELET 은 ACTIVEX(DCOM) 또는 CORBA(IIOP)로 통신한다. 이런 
환경에서 jConnect 는 DATASERVER 연결 시에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11.4.4  Sybase JDBC driver 를 사용하기위해 어떤 Class 를 사용해야 하나? 
사용하려는 jConnect Version 에 따라 다르다.  

jConnect 4.x 인 경우는 com.sybase.jdbc.SybDriver 를 사용하며,  

jConnect 5.x 인 경우는 com.sybase.jdbc2.jdbc.SybDriver 를 사용하면 된다 

 

11.4.5 Database 와 Connection 을 하려고 할 때 어떤 URL 을 사용해야 하나? 
 

jdbc:sybase:Tds:<hostname>:<port#> 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alder 라는 server 에 port# 6689 에 있는 ASE 에 접속하려면, 

 

Connection _con; 

String  url = `jdbc:sybase:Tds:alder:6689`; 

_con = DriverManager.getConnection(url,`sa`,``); 

 

로 기술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DB 까지 명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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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url = `jdbc:sybase:Tds:alder:6689/DB_NAME`; 

로 기술하면 됩니다 

 

 

11.4.6 JDBC 를 사용하는 java sample 은? 

JAVA Applet 으로 Isql.java 가 있고, Java  Application 으로는 IsqlApp.java 를 사용한다 

 
1) IsqlApp.java 를 compile 한다 

 

 
2) 연결하려는 ASE 의 PORT 가 4901 이고,Machine 의 ip 가 158.77.50.115 인 경우에 
tempdb 에 IsqlApp 를 이용해 접속한다 

 

11.4.7 왜 jConnect 를 사용해야 하는가? 
jConnect 는 thin client Java applet 과 application 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것입니다. 
client 관리와 유지 비용이 전혀 없다. multi-tier 환경에서 중요 business application 에 
scalable 과 높은 performance 를 제공한다. jConnect 는 JDBC Standard 를 따르고 network-
based business application 적용에 바른 선택이다 

11.4.8 일반적인 JDBC 보다 무엇이 더 좋은가? 
 

 Performance : jConnect 는 Sybase ASE 에 native TDS protocol 을 사용해 직접적인 접근을 
하므로 PERFORMANCE 에 잇점이 있다. 대부분의 다른 JDBC 는 CT-LIB/DB-LIB 를 
사용하거나 더 느린 ODBC Driver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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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용이성 : client machine 에 별도의 odbc driver 나 ctlib/dblib 를 설치하지 않고 
network 에서 설치되거나 upgrade 될 수 있다 

11.4.9 언제 JDBC Gateway 가 필요한가? 
연결하려는 database 가 web server 와 다른 machine 에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 

11.4.10 jConnect 설치 시 환경설정 

 
jConnect 는 2 개의 directory jConnect-4_2,jConnect-5_2 에 VERSION 별로 있다. 
2 개의 Version 을 제공하는 이유는 JDK version 에 따라 선택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jdk 1.2 이상은 jConnect 5.2 를 사용하고 보통 jdk 1.2 이하는 jConnect 4.2 를 사용한다 
  
다음의 몇 개의 환경 변수 값을 Setting 하여 jConnect 를 사용할 수 있다  
  
1) JAVA_HOME  :  JDK 설치 Directory 
2) JDBC_HOME  :  JConnect 설치 Directory 
3) CLASSPATH   :  jConnect runtime class  OR  jar file  과 

               JDK 1.1.x 에 대한 Java Home Library 
  
     Case >>>> jConnect 4.x 및 JDK 1.1.x   
               Unix            :    $JAVA_HOME/lib/classes.zip:$JDBC_HOME/classes 
               Windows    :    %JAVA_HOME%\lib\classes.zip:%JDBC_HOME%\classes 
  
     Case >>>> jConnect 4.x 및 JDK 1.2    

Unix            : $JDBC_HOME/classes 
Windows    : %JDBC_HOME%\classes 

  
     Case >>>> jConnect 5.x 및 JDK 1.2    

Unix            : $JDBC_HOME/classes/jconn2.jar 
Windows    : %JDBC_HOME%\classes\jconn2.jar 

  
         *) 예제나 TDS 터널링 서블릿을 실행하려면,       
               Unix            : $JDBC_HOME/classes/jconn2.jar:$JDBC_HOME/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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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  %JDBC_HOME%\classes\jconn2.jar:%JDBC_HOME%\classes        
 

 

11.4.11 jConnect 로 연결하려는 Dataserver 에 수행시켜야 하는 script 는 ? 
요구되는 stored procedure 와 table 을 설치하기 위해서 script 가 제공된다 

 sql_server.sql : ASE12 미만 VERSION 에서 수행시킨다 

 sql_server12.sql : ASE12 이후 VERSION 에서 수행시킨다 

 sql_anywhere.sql : SQL Anywhere 에서 수행시킨다 

 

11.4.12 한글처리 
database 가 eucksc charset 으로 설치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하면 된다. 

Properties props = new Properties(); 
props.put("user", _user); 
props.put("password", _password); 
if (_charset != null) 
    { 

props.put("CHARSET", _charset); 
      } 
props.put("CHARSET","eucksc"); 

 

11.4.13 jConnect 를 사용한 예제 
import java.io.*; 
import java.sql.*; 
  
  public class SampleCod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ry 
          { 
          /* 
           * Open the connection. May throw a SQLException. 
           */ 
             Connection con = DriverManager.getConnection( 
                 "jdbc:sybase:Tds:myserver:3767", "sa", ""); 
          /* 
           * Create a statement object, the container for the SQL 
           * statement. May throw a SQLException. 
           */ 
             Statement stmt = con.createStatement(); 
          /* 
           * Create a result set object by executing the query. 
           * May throw a SQLException. 
           */ 
             ResultSet rs = stmt.executeQuery("Selec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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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cess the result set. 
           */ 
 
             if (rs.next()) 
             { 
                int value = rs.getInt(1); 
                System.out.println("Fetched value " + value); 
             } 
         } 
     /* 
      * Exception handling. 
      */ 
         catch (SQLException sqe) 
         { 
             System.out.println("Unexpected exception : " + 
                         sqe.toString() + ", sqlstate = " + 
                             sqe.getSQLState()); 
             System.exit(1); 
         } 
         System.exit(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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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 가용시스템 구현 

지속적인 비즈니스의 연속은 현재의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옵션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손실은 단순히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매우 큰 손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 다운타임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만일에 닥칠지 모르는 다양한 위협요소로부터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Oracle 은 RAC(Real Application 
Cluster)를 가지고 위에서 설명한 이른바 무정지 시스템 구현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Sybase Adaptive Server Enterprise 는 HA, Replication 
Server 등 의 제품을 site 의 형편과 요구하는 BCP 상황에 맞게 제안을 하고 있다. 

12.1 클러스터 시스템의 유형 

12.1.1 Shared Disk Clusters 
이 경우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기계가 디스크를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일반적인 구성 
방식에는 두개의 기계가 두개의 디스크를 서로 다른 연결을 통해서 공유하며 이 두 기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장애대응 능력을 제공한다.  즉 이 구성 방법은 아주 짧은 
fail-over time 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이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지는 않는다. 이 경우 
하나 이상의 기계에서 같은 디스크 블록을 접근할 경우 동기화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 
의미는 어떤 기계의 메모리에 있는 블록이 디스크로 쓰여지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기계에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Oracle RAC 방식, Sybase ASE 15 version 에서 채택 
출시예정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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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Message-passing systems 
Shared nothing clusters 는 memory 또는 storage 를 공유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Messages 란 meta 정보를 의미한다. Shared Nothing clusters 는 OLTP or Mixed 
Workload type systems 에서 어떠한 성능이나 각각의 시스템에서 접근하는 디스크 블록에 
대한 락킹 등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현재 Sybase ASE 12.5.x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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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HA 지원의 차이점 
설명한 바와 같이 클러스터는 동일한 중복요소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는 하드웨어 클러스터와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 
클러스터는 수 년 전부터 사용 되어져 왔다. 예를 들자면 fault tolerant system 의 클러스터는 
다중 CPU , 중복 disk 또는 file system 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예로 다중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다중 
인스턴스 어플리케이션의 클러스터가 가능하다. 그 중 가장 새로운 형태의 클러스터는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인데 상식적인 수준의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링은 하나의 
데이터서버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형태로 수행한다. 만약에 하나의 데이터 
서버가 정전되면 다른 서버가 쿼리를 수행하고 트랜잭션을 쓴다. 이것은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바구니 안에 넣겠다는 것 이다. 그러나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가 하나이므로 logical 하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하면 복구 불능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위한 방안을 세워 놓기 
전에는 오라클 RAC 과 같은 클러스터 서버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의 클러스터링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은 될지 모르나 데이터베이스 
장애 극복을 위한 가용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따라서 사이베이스는 
Adaptive Server Enterprise HA 와 Replication Server 에 의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링 솔루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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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그 외 Sybase HA/DR 솔루션 제품 

12.3.1 Replication Server 

Replication Server 는 Open Server Application 의 하나로서 데이터의 무결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면서 분산 시스템의 여러 데이터베이스 들에 복제된 데이터를 유지하거나 
분산되어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여 클라이언트 Application 이 로컬의 
데이터를 접근하게 함으로서, 네트워크 부하와 컴퓨터 시스템의 중앙 집중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고가용 시스템, 재난/재해 백업센터 
솔루션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또한 Replication Server 는 이기종의 데이터 
복제를 지원한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들과 Application 들로부터 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기업의 확장과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의 요구에 부합 되도록 데이터 서버들과 
Replication Server 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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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Open Switch 

Open Switch 는 Open Server Library 에 근간하여 Client 로부터 들어오는 Connection 들을 
관리해 주는 제품이다. 즉 Client Application 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데이터와의 Connection 
Migration 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도록 해주는 middleware 제품 이다. 이러한 connection 
migration 은 ASE 혹은 OS 의 장애 발생 시 관리상의 목적에 부합 되도록 자동으로 
처리되거나 수동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Open Switch 자체로서는 HA solution 이 
되지 않지만 기존의 HA solution 과 연동하여 장애 시에도 client 와 서버사이의 connection 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buffer 와 같이 작동하여 fail-over process 를 투명하게 진행시키는 
수준의 Connection Migration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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