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학습과정명
데이터베이스
실습

구분

의

계

교재명

주교재

Doit!오라클로배우는
데이터베이스입문

획

서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이지훈

지스퍼블리

2019

비고

본 과목은 데이터베이스의 기초를 익히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유형, 데이터베
이스 시스템 모델의 학습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모델, DBMS, SQL
을 이해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습득한다. 또한,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컴퓨
학습목표

터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이해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학습하여 정
보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를 조작, 정의, 제어하는 SQL문을 학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직접 삽입, 수
정, 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핵심에 대해서 학습한다.

학점

3학점

정원

40명

주당 시수 / 총 시수

5시간 / 7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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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학기: 3월 ~ 6월 (15주)
수업 기간
(※학사일정 참고)

2. 여름 계절학기: 7월 ~ 8월 (8주)
3. 2학기: 9월 ~ 12월 (15주)
4. 겨울 계절학기: 1월 ~ 2월 (8주)

교·강사명

김은환 등 5명
성적평가 방법(평가요소)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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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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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명

비고
기타수시시험

데이터베이스실습

■ 주차별 수업(강의 • 실험 • 실습 등) 내용
주

차

별

시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강의주제: 데이터베이스 이해
강의목표: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DBMS의 대해 학습한다.

1

강의세부내용(이론): 데이터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본다. 데이터와
정보에 대해서 구별 해보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통합하며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파일
시스템과 DBMS에 데이터 관리 방식에 대해서 비교하고 실습한다.

1

2

강의주제: 데이터베이스
강의목표: 데이터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SQL의 개념을 학습한다.

3

강의세부내용(실습): 계층형 데이터 모델과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학습하고 객체 지향형 데이터 모델과 관계형 데이터

4
5
2

1

모델에 개체, 속성, 관계에 대해서 학습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SQL의 개념을 학습하고 DQL, DML, DDL. TCL, DCL의 대한 이해와
어떤 명령어가 있는지를 학습 한다.
강의주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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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강의목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요소를 학습하고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다.
강의세부내용(이론): 테이블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여 알아보고
행과 열 의미 알아보고 그 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열, 키에 대해
공부한다. 한발 더 나아가 응용하는 방법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버전에 대해서 학습한다.
2

강의주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도구 프로그램 설치
강의목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Toad for Oracle 설치 및 실행한다.

3
4
5

강의세부내용(실습):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설치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 그 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접속 및 SCOTT계정을 설정하고 Toad for Oracle를
설치해 본다.
강의주제: SELECT문의 기본형식
강의목표: 실습용 테이블을 살펴보고 데이터를 조회하는 3가지
방법을 학습한다.

1

강의세부내용(이론): 사원 정보가 들어있는 EMP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보고 회사 부서 정보가 들어있는 DEPT 테이블과 급여 정보가
들어있는 SALGRADE 테이블의 대해서 학습한다. 그 후, 행 단위로
조회하는 셀렉션, 열 단위로 조회하는 프로젝션, 두 개의 이상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조회하는 조인을 활용한다.

3

강의주제: SELECT문의 기본형식
2

강의목표: SELECT문의 기본형식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습한다.
강의세부내용(실습): *로 테이블 전체 열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3

실습하고 테이블 부분 열을 출력하는 실습.
DISTINCT로 열 중복을 제거해보고 ALL로 중복되는 열 제거 없이

4

그대로 출력하는 실습.
열에 연산식을 사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곱하기를
사용하지 않고 출력하기 실습.

5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렬해보고 각 열을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을 실습한다.
강의주제: 더 정확하고 다양하게 결과를 출력하는 WHERE 절과
연산자

1

강의목표: WHERE, AND, OR 연산자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습한다.
강의세부내용(이론): WHERE절, AND, OR연산자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부정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4
2

강의주제: 데이터 처리와 가공을 위한 오라클 함수
강의목표: 오라클 함수를 학습하고 문자 데이터를 가공하고 숫자

3

데이터를 연산하는 함수 실습한다.

4

강의세부내용(실습): 함수의 개념과 함수의 종류, 내장 함수의
종류에 대해 학습. 그 후 대, 소문자를 바꿔 주는 UPPER, LOWER,

5
5

1

INITCAP 함수를 활용하는 법을 익힌다.
강의주제: 데이터 처리와 가공을 위한 오라클 함수
강의목표: NULL함수를 실습해보고 DECODE함수와 CASE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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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고 실습 한다.
강의세부내용(이론): 특정 위치에서 반올림하는 ROUND함수, 특정
위치에서 버리는 TRUNC 함수 지정한 숫자와 가까운 정수를 찾는
CEILMFLOOR함수, 숫자를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는 MOD 함수를
사용하고 실습한다.
2

강의주제: 다중행 함수와 데이터 그룹화
강의목표: 다중행 함수, GROUP BY절, HAVING절 등 그룹화에

3
4
5

관련된 여러 함수를 학습하고 실습한다.
강의세부내용(실습): 합계를 구하는 SUM함수 데이터 개수를 구해
주는 COUNT 함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는 MAX,MIN 함수를
사용하여 실습 한다.
강의주제: 여러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처럼 사용하는 조인
강의목표: 조인에 대해서 학습하고 조인의 종류와 QL-99표준 문법
조인에 대해 학습한다.

1

강의세부내용(이론): 집합 연산자와 조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 테이블을 사용할 때의 FROM절 대해서 학습, 조인
조건이 없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테이블의 별칭을

6
2

설정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수시시험 (10점) -

강의주제: SQL문 속 또 다른 SQL문, 서브쿼리

쪽지시험 실시

강의목표: 서브쿼리에 대한 개념을 잡고 다양한 서브쿼리를
3

실습한다
강의세부내용(실습):서브쿼리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고, 서브쿼리의

4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단일행 서브쿼리와 날짜형
데이터,단일형 서브쿼리와 함수, IN연산자,ANY,SOME연산자에

5

대해서 실습 한다.
강의주제: SQL문 속 또 다른 SQL문, 서브쿼리
강의목표: SQL문의 사용하는 서브쿼리와 FROM의 사용하는

1

서브쿼리를 학습하고 실습한다
강의세부내용(이론): FROM절에서 사용하는 서브쿼리와 WITH에
대해서 학습, SELECT절에 사용하는 서브쿼리에 대해서 학습한다.

7

2

강의주제: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데이터 조작어
강의목표: 테이블에 데이터를 조작 가능한 조작어에 대해서

3

학습하고 실습
강의세부내용(실습):테이블 생성해보고 INSERT문 실습 전 유의점에

4

대해서 학습,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INSERT문을 사용하여
테이블 생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5

8

1
2
3
4
5

토론주제 :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토론.

중간고사

강의주제: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데이터 조작어
9

1

강의목표: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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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세부내용(이론): UPDATE문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데이터 전체 수정해보고 수정한 내용을 리뷰하고 데이터 일부분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2
3

강의주제: 트랜잭션 제어와 세션
강의목표: 트랜잭션를 제어와 세션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습한다.
강의세부내용(실습): 트랜잭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트랜잭션을

4
5

제어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학습, 그 후 세션에 개념을 암기하고
읽기 일관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습한다.
강의주제: 데이터 정의어
강의목표: 객체를 생성, 변경, 삭제하는 정의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1

테이블을 생성하는 정의어에 대해서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이론): 객체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객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어를 데이터를
정의어에 대해서 알아본다.

10
2
3

강의주제: 데이터 정의어
강의목표: 테이블을 수정하는 다양한 정의어를 학습하고 실습한다.
강의세부내용(실습): 테이블을 변경하는 ALTER함수를 실습해보고 열

4

이름을 변경하는 RENAME 열과 자료형을 변경하는 MODIFY, 특정

5

열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DROP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강의주제: 객체 종류
강의목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사전을 제작하고 검색을
해본다.

1

강의세부내용(이론): 데이터 사전에 대해 공부하고 USER_접두어를
가진 데이터 사전 ALL_접두어를 가진 데이터사전 DBA_접두어를
가진 데이터 사전을 학습한다. 더 빠른 검색을 위하여 인덱스를

11

학습하고 실습한다.
2
3

강의주제: 객체 종류
강의목표: 뷰, 시퀸스, 동의어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습한다.
강의세부내용(실습): 뷰의 개념, 사용 목적과 보안성에 대해

4

학습하고 생성하는 실습을 한다. 이 후, 시퀸스 개념과 동의어에

5

대해 알아보고 직접 생성, 삭제하는 실습을 한다.
강의주제: 제약조건
강의목표: 다양한 제약조건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1

강의세부내용(이론): 제약조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테이블을
생성해 본다. 제약조건을 지정하고 테이블을 생성하며 제약조건의
확인, 중복을 거를 수 있는 UNIQUE를 사용하여 실습한다.

12

2

강의주제: 사용자, 권한, 롤 관리
강의목표: 다양한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습한다.

3

강의세부내용(이론): 사용자 개념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4

개념에 대해서 학습한다. 사용자를 생성해보고 사용자 정보 조회를
해본다. 시스템 권한에 대해 알아보고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고

13

5

취소해보며 객체 권한에 대한 학습을 한다.

1

강의주제: PL/SQL 기초

※과제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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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표: PL/SQL의 개념과 기초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습한다.
강의세부내용(이론): 블록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Hello, PL/SQL
출력과 주석을 다는 실습을 한다. 또한, 변수를 선언해보고 값을
대입하여 보고 여러 가지 상수에 대해서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IF조건문문, CASE조건문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11~19장까지의
실습보고서, 실습
프로젝트 과제.
(14주차 제출, 기한 내

2

강의주제: 레코드와 컬렉션

미제출 시: 2점 감점,

3

강의목표: 레코드와 컬렉션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습함

미제출 시: 10점 감점)

4

강의세부내용(실습): 레코드에 대해서 개념을 학습한다. UPDATE

5

레코드를 포함하는 INSERT 레코드에 대해서 사용하고 실습한다.
강의주제: 커서와 예외 처리
강의목표: 커서와 예외 처리에 대해 기본지식을 익히고 실습한다.

1

강의세부내용(이론): 커서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 SELECT INTO
방식에 대해서 학습, 명시적 커서와 묵시적 커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학습한다.

2
14

강의주제: 서브프로그램
강의목표: 서브프로그램에 대한 개념과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습한다.

3

강의세부내용(실습): 저장 서브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념을 학습하고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시저와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4

프로시저를 학습하고 프로시저 오류 정보를 확인한다. 더불어
함수의 개념을 학습하고 패키지 구조를 이해하여 직접 생성하여서

5

프로시저를 오버로드하는 코드를 작성하여 본다.
토론주제 : 데이터베이스인 SQL에 대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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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주차별 내용은 교·강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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