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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전에

본인이 다른 일 밥벌어 먹고 살기 에 요즘 정신이 없는지라 이책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고로( -_-;) .

본 문서의 내용중에 틀린 내용이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의 문서를 올리는 이유는 아쉬우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부랴부랴 올립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제대로된 검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매뉴얼을 올릴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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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책한번 써보고 싶었다 뭐 책써서 돈 벌어보자는 것도 아니었고 이름 한번 날려봅쉐 이런것도 아니었고. ~

그냥 말 그대로 마음이 동해서 책이란거 한번 내보고 싶었다.

닝기뤼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글재주랑 능력으로는 재수좋아 그런거 내봐야 디립다 욕만 처먹고 라

면냄비 받침대로 쓰일 확률이 겁나 클것같았다.

괜히 사서 욕먹지 말자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래 서점에 파는 책만 어디 책이더냐 좋아 좋아. !!

을 만들자 어차피 대부분이 매뉴얼 번역해서 편집한 거 밖에 없는데 어디 이게 내 책이라고 할수e-Book

있는것도 아니고 번역자일 뿐인데...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출판사 섭외하는 능력도 없거니와 번역 내용에 대해 책임질 자신 이게 주된 이유다(

도 없거니와 이것 저것 짬뽕된 귀차니즘으로 인해 로 만들어 뿌리기로 결정했다 좋잖아 오탈-_-;;) PDF .

자가 있어도 띠불 그래도 공짜로 보자나 디져볼텨 라고 똥배짱도 부려볼수 있고 히쭉! ? .

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눈을 돌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필자 라고 적으니 상당히 쑥스럽구Firebird (

낭 가 주로 애용하던 모 데이터베이스의 라이센스 정책이 헛갈리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필) M .

자 쓸려면 얼마면 얼마 내놔 라는 단도직입적인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라 상당히 그런 라이센스 정책이 맘!

에 안들었다 뭐 맘에 안들어봐야 내가 어쩔수 있겠냐만은 다행히 그때 이 라는 데이터베이스가. . Firebird

내 눈에 들어와 주었고 이것 저것 참 마음에 드는 녀석이로구나 잘 쓰고 있다 하지만 어느정도 익숙해.. .

지기 까지 상당히 고전을 했더랬다 가 에서 갈라져 나온넘인것은 알겠는데 당. Firebird Borland Interbase

췌 이 란넘에 대한 한글 매뉴얼도 변변찮은게 없으니 맨땅에 헤딩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Interbase .

그래도 몇 년간 데이터베이스 짬밥을 먹었다고 페이지 보면서 뒤비니 어느 정도 까지는 알겠는데 아man

그게 발전이 없네 발전이 그래서 맘먹고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 .

제일 처음 시작한게 인터넷에 올라온 영문 을 죄다 출력해서 제본을 떴다 묵직한넘이Interbase6 PDF .

다섯권이나 되네 쓰읍 안되는 영어 가지고 원서 번역 할려니 똥쭐빠지데 그거 참 번역툴을 써볼까도 했.. .

지만 그건 또 내 스타일이 아닌지라 무식하게 한페이지씩 번역해 나갔다 일단 매뉴얼을 번역. Interbase

을 한다음 에서 변경된 것들을 하나 하나 확인해 나갔다 를 배포하는 홈페이지의 자Firebird 1.5 . Firebird

료들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많은 지식들을 온라인 포럼에서 가져왔다 이게 일이었다 일( !).

배포사이트에 보니 외산 서적이 몇 개 보이긴 하던데 외국사이트에 결제할수 있는 카드가 없어서 그냥 겉

표지 구경만 했다 이 책 코드도 없지만 그래도 문서라고 부르지 말고 책이라고 불러도 은 이렇게. (! ISBN )

탄생했다 쥘쥘 가난한 냐웅군. ㅠㅠ

필자 별로 문장실력이 없고 토익 토플 책한번 사본적 없는지라 번역된 내용들이 부실한 부분도 있고 오역

된 부분도 있을것이다 어쩔수 없다 그래도 공짜잖냐 그냥 보시기 바란다. . ! .

좀 장난스럽게 적었지만 필자 이 수십페이지 적는데 몇 달간을 고생했다 비록 내가 고생을 했지만 이것.

으로 인해 를 배우려는 다른 사람들이 좀더 편해졌다는 말을 들을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려한Firebird

다 필자의 홈페이지는. http://www.cool4u.co.kr 이며 전자우편 주소는 duf2wjs@cool4u.co.kr 이다 행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족한 지식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을것이다 메일을 보낼때는 반드시 메일제목에 냐. [

웅군 이라고 붙여주기 바란다 하루 천통이 넘는 스팸에 시달리다 보니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쓰레기] .

통으로 들어가는 메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년 월 일 냐웅군 씀200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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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구성

는 총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부터 권으로 나누고자 했던건 아니었으나 번역E.BOOK Firebird1.5 3 . 3

을 하다보니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뭉떵거려 한권으로 모아놓기엔 뭔가

어성퍼 보이기도 하고 시간상 한번에 다 펴낼수 없을것 같아서 일단 중요도가 높은것부터 적다보니 그냥(

한마디로 하면 능력이 딸려서다 그렇게 됐다-_-;; ) .

권 일반1 . FIREBIRD

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권과 권의 내용들도 일부 포FB . 2 3

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설치 설정 접속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보안 구문들에 대해 다루었다, , , , , DCL, DML .

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예제들을 통해 손쉽게 학습할수SYSDBA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노력만( )

권2 . STORED PROCEDURE, TRIGGER, UDF

와 의 세부적인 함수들을 예제를 통해서 다룬다STORED PROCEDURE TRIGGER .

에서는 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들과 함께UDF (USER DEFINE FUNCTIONS) FB UDF Delphi

를 이용해서 자신만의 를 제작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것이다UDF , .

권3 . INSTALL, LANGUAGES, DSQL, EMBEDED FIREBIRD

권에서는 주로 와 외부인터페이스와의 연결방법에 대해서 다룬다3 FIREBIRD .

설치에 대해서는 권에서도 다루지만 권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시스템에서의 세부적인1 3 Linux

설치방법과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한다.

부분에서는 다양한 언어에서 를 사용하기 위한 연동설치와 콤포넌트의 설치에 대LANGAUGE FB

해서 설명한다 출판 버전이 올라갈수록 더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FIRST EDITION

에서는 에서 를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예제들PHP, Perl, JAVA, Delphi, Kylix, C, C++ FB

에 대해서 설명하고 등의 세팅방법에 대해서 다룰것이ODBC, JDBC, DBI, Embeded Firdbird

다.

책읽는법

본 책은 다음의 표시방법으로 기술하였다.

표시방법 내용

CHARACTER 또는 등으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예약어 명령어DCL DML /

{CHAR|CHAR} 명령어의 옵션으로 로 구분된 옵션중에 개를 선택할수 있다| 1 .

[CHARACTER] 생략이 가능한 명령어 옵션

character 사용자가 직적 입력해야 하는 입력값 로 표시된것은 숫자형, integer

<option> 별도의 형식을 가지는 옵션으로써 해당내용은 에 대한 세부설명을 참조option

중요한 부분은 Important 라는 박스내에 기재하였다 이 부분들은 꼭 읽어보고 넘어가기 바란다. .

관련된 팁들은 TIPS 라는 박스내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였다.

메인내용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을것 혹은 관련표들은 로 넣었다APPEND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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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이하 로 표시하도록 하겠다 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오픈소스 데이터베FirdBird1.5 ( FB ) Borland Interbase

이스이다 라이센스는 를 따르고 있다 버전은 로 제작되었으나 버전부터는. Interbase Public License . 1.0 C 1.5 C

코드들이 거의 모두 로 재작성되었다C++ .

공식적인 문서와 릴리즈 정보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firebirdsql.org

는 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두 데이터베이스의 아키텍쳐 및 사용법은 대단히FB Interbase .

유사하다 버전 까지는 파일명까지 와 동일할 정도로 쌍둥이 처럼 비슷했음으로 본격적으로. FB 1.0 Interbase FB

가 제모습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시점은 버전부터라고 볼수 있겠다1.5 .

버전의 가장 최근 릴리즈는 버전이며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동안 버전이 릴리즈 되었다는1.5 1.5.2 2.0 Alpha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라는 굴지의 기업에서 만든 엔진을 통해 태어난 는 현재로서는 라는 데이터베이스Borland Interbase FB Interbase

의 한 지류라는 점에서 명확한 한계점 웬지 오래된 데이터베이스라는 느낌의 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말할수 없다( ) .

하지만 분명 는 의 안정적인 기능을 물려받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될것이라고 필자FB Interbase

는 확신하는 바이다.

실제 의 윈도우용 설치파일의 크기는 정도이다 정식으로 릴리즈되는 것들중 가장 오래된FB 2.7MByte . MySQL 4.0

윈도우용 버전이 버전이 압축판 인것이 비하면 라는 용량의 데이25MByte/ Postgresql 7.3.9 10MByte (bz2 ) 2.7M

터베이스가 까지 모두 지원한다는 것은 대단하다 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VIEW, TRIGGER, STORED PROCEDURE

방법이 없다.

물론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 문제나 국내에 사용자가 적다는점 그리고 쓸만한 툴들이 많지DEAD LOCK , GUI

않다는점은 단점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성능의 문제에서 오는 것들은 아님으로 빠른시간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

된다.

또한 는 의 아키텍쳐를 대부분 상속하였음으로 기존의 용으로 제작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FB Interbase Interbase

과의 연결 라이브러리를 거의 수정없이 사용할수 있다.

1. Language Support

언어 연결모듈 콤포넌트/ 기타

C/C++ fbclient.dll, libfbclient.so

PHP 함수 사용ib_x 의 모듈로 탑재Apache

Perl DBI, DBD-ibase

Delphi ZeosDBO

Kylix ZeosDBO

Java/JSP JDBC

2. OS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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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배포형태 기타

Windows Install Shield

Linux Src, Binary, RPM

Solaris

HP-UX

BSD

기본적인 성능 및 제한3.

Value Description

동시접속가능 클라이언트의 수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제한은 없으며 사용하는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한번에, (

열릴수 있는 최대의 소켓수만큼 수만큼 접속이 가능하다) .

데이터베이스의 최대크기

시스템- Window95/98 : 2GByte

이상의 시스템- WindowNT/ 2000 : 4GByte

시스템- Unix/ Linux : 4Gbyte

단 운영체제 및 파일시스템이 만들 수 있는 최대값과 동일하다- , .

에서 제송하는 멀티파일시스템을- FB 1) 사용할 경우 수십테라바이트까지 가능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생성할수1

있는 멀티파일의 갯수

파일을 포함해서 총- Shadow 216 개의 멀티파일을 생성할수 있다(65,536)

운영체제에서 이 값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체제가 동시에-

다룰수 있는 파일의 개수와 동일하다

한 트랜젝션당 열수있는 데이터

베이스의 수
시스템 리소스의 제한만을 받으며 데이터베이스 내에서의 제한은 없다-

한 데이터베이스에 생성가능한

테이블의 수
- 216 개의 테이블을 생성가능 하도록 디자인되었다(65,536)

테이블당 생성가능한 필드수 - 232 개까지 생성가능

테이블당 생성가능한 인덱스 - 216 개까지 인덱스의 생성이 가능하다(65,536)

데이터베이스당 생성가능 인덱스 - 232 개까지 생성가능

인덱스 키의 최대 사이즈

기본적으로 에서 시작해서 개의 키를 만들때마다 가 소요된다256 bytes 1 -4byte .

이때 싱글컬럼에 대한 인덱스가 아닌 다중컬럼인덱스일 경우에는 컬럼4byte*

의수 만큼 소요되며 사용하는 언어셑이 멀티바이트언어일 경우에는 다시 언어,

바이트수를 나누어 주면 된다

계산식 최대인덱스키의 사이즈 컬럼수 언어바이트수) = (256-( *4))/

예 한글을 사용하고 개의 컬럼에 인덱스를 걸었을때 최대인덱스키의 사이즈) 2

(256-(2*4))/2 = 124byte

프로시져와 트리거 코드 최대크기 까지 가능- 48Kbyte

최대 저장가능 사이즈BLOB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 사이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1 Kbyte Page size => 64 Mbyte

2 Kbyte Page size => 512 Mbyte

4 Kbyte Page size => 4 Gbyte

8 Kbyte Page size => 32 Gbyte

가능한 테이블의 최대수JOIN 기본적으로 제약은 없으나 개 내외까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것이 확인되었다16

1) 멀티파일시스템 에서는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여러 개의 파일로 나뉘어서 저장할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IB/FB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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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전 변경된 사항4. Interbase6 /

Platform Module FireBird1.0 FireBird 1.5 Special Notes

All
E n v i r o n m e n t

Variables

INTERBASE

INTERBASE_LOCK

INTERBASE_MSG

INTERBASE_TMP

FIREBIRD

FIREBIRD_LOCK

FIREBIRD_MSG

FIREBIRD_TMP

설치된 절대경로

의 위치Lock File

메시지 파일의 위피

정렬을 위한 임시 사용 폴더

All Security database isc4.gdb security.fdb

All Message File interbase.msg firebird.nsg

All Server log file interbase.log firebird.log

All ODS Version 10 10.1

Linux CS binary gds_inet_server fb_inet_server

Linux Class lock manage ib_lock_mgr fb_lock_mgr

Linux SuperServer Control ibmgr.bin fbmgr.bin

Linux SuperServer Binary ibserver fbserver

Linux Configuration File isc_config firebird.conf

Linux Client library libgds.so
libfbclient.so

libfbembed.so

Windows Guardian ibguard.exe fbguard.exe

Windows SuperServer binary ibserver.exe fbserver.exe 지원하지 않음SMP

Windows ClassServer binary N/A fb_inet_server.exe 지원SMP

Windows Client library gds32.dll fbclient.dll

Windows Configuration file ib_config fbclient.conf

Windows Local IPC port InterbaseIPI FirebirdIPI

Window Registry Key

HKLM₩SOFTWARE

₩Borland₩InterBa

se

HKLM₩SOFTWARE₩Firebi

rd Project₩Firebird

Server₩Instances

5. LICENSE

는 가 아닌 보다 보다 유연한 이라는 자체 라이센스 정책을 사FB GPL (General Public License) GPL IPL

용하고 있다 에서 파생된 에. MPL (Mozilla Public License v.1.1) IPL (Interbase Public License) v1.0

서는 사용자가 를 사용함에 있어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소스의 수정 및 재배포가 가능하도FB ,

록 규정하고 있다 의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에 원문을 그대. FB APPENDIX

로 올려놨음으로 시간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6. URLS

http://www.firebirdsql.org 의 최신버전과 써드파티 툴들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다FB .

http://www.ibphoenix.com 와 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과 문서들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다FB Interb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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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NSTALL

1. MS Window System

INSTALL‣
윈도우 운영체제에서의 설치는 클릭만으로로 설치가 가능할만큼 편리한 인스톨러를 제공한다.•

현재의 시스템에 이전버전의 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삭제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것이FireBird

좋다.

설치중 서버와 접속을 위한 별도의 파일을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 디폴트 설치FB fbclient.dll .•

에는 체크박스가 풀려있음으로 반드시 체크를 해서 같이 설치를 해주는것이 편리하다.

만약 가 폴더에 설치가 되지 않았다면 가 설치된 폴더의 폴더에fbclient.dll SYSTEM32 FB lib•

가면 이 파일이 있음으로 폴더로 복사해 주도록 한다 이때 별도의 재부팅 절차는SYSTEM32 .

필요하지 않다.

START/STOP‣
시작과 종료를 위한 별도의 트레이 아이콘이 생기지 않는다 제어판 에서 의 시작 종료 프. [ ] FB /•

로그램을 찾을수 있다.

그림[ 3 제어판에서 의 동작을 제어할수 있는 제어탭이 있다] FB

제어탭을 더블클릭하면 왼쪽과 같은 제어창이 뜬다.‣
Use the Guardian :•

as a Service :•

as an application :•

윈도우의 시작과 동시에 를 시작Automatically : FB•

사용자가 필요할 때 시작Manual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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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x/Linux

시스템에서의 설치는 소스를 컴파일하는 방법과 각각의 운영체제별 패키지매니저를 통한 설치방법Unix/Linux

이 있다 만약 와 와 연동할 경우에는 소스컴파일을 하는것을 권장한다. FB PHP .

Distribute Version Class Server Super Server

RedHat

7.x No No

8.0 Yes Yes

9.0 Yes Yes

RHEL WS Yes Yes

RHEL AS Yes Yes

RHEL ES Yes Yes

Mandrake
8.x No No

9.x Yes Yes

SuSE

7.3 Needed Some Work Unknown

8.0 Yes Yes

8.1 Unknown Unknown

표 8 리눅스 버전별 지원여부]

‣ 을 이용한 설치rpm

•

‣ START/STOP
시스템에서 는 데몬모드로 동작하게 된다Unix/Linux FB .•

툴을 사용해서 제어를 하게되는데 프롬프트상에서 작업을 할수도 있고 쉘상태fbmgr fbmrg•

에서 바로 작업을 할수도 있다 옵션들중 옵션은 생략해도 된다 만 작업을 할. user (SYSDBA

수 있음으로 무조건 유저는 로 인식을 하게된다SYSDBA )

시작은 나 유저로 로그인해서 다음과 같이 쉘상에서 명령하면된다 가급적이면root firebird .•

가 아닌 유저로 시작하도록 하는것이 보안상좋다root firebird .

shell> fbmgr -shart

종료는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순서만 약간 다를뿐임으로 자신이 편한 것으로 사용한다3 .•

shell>fbmgr

FBMGR>shut -password masterkey

또는

shell>fbmgr

FBMGR>password masterkey

FBMRG>shut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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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fbmgr -shut -password maeterkey

옵션으로 종료를 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모든 트랜젝션들을 시키고 서버를shut ROLLBACK•

즉시 종료를 시키게 된다 만약 현재 진행중인 트랜젝션들을 모두 정상처리 시킨후 데이터베.

이스를 셧다운 시키려고 할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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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MMAND LINE TOOLS

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가지의 관리 프로그램들이 같이 설치가 된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의IB/FB . EM,

와 같은 툴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그리고 불편한 툴로 여겨질것이고 사용TOAD GUI ( ) , Unix/Linux

자와 같이 쉘커맨드 작업에 익숙한 사용자들은 그리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을것이다.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 만으로도 관리 백업 복구 쿼리등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할수 있음으로, , , IB-FB

등의 툴에 익숙해지기 보다는 기본 제공되는 커맨드라인 툴의 사용법을 반드시 익히는것이 좋다Expert GUI .

버전의 경우 이것 이외에도 몇가지 복잡한 작업을 쉽게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쉘프로그램들도 제공됨으Unix/Linux

로 이것들도 한번 열어서 내용을 확인해 보는것도 좋을것이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커맨드라인 툴은 가 설치된 폴더의 폴더안에 위치한다FB bin .

isql

은 쉘커맨드 도스창 에서 운영되는 쿼리실행기이다 별다른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isql ( ) SQL .

하지 않는 이상 을 통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본 책에서도 모든 설명을 을 기준으로 하게됨으isql , isql

로 기본적인 사용법은 꼭 숙지를 하는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을 배우는 과정에서 설명하게 됨으로 이장에서는 단순히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DCL, DDL

서만 알아보도록 한다

Examples

shell>isql
SQL>CONNECT c:₩fb_data₩employee.fdb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SQL>quit;

gbak

은 데이터베이스의 백업과 복구를 위한 툴이다 이 툴은 멀티파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완벽한gbak .

백업과 복구를 지원함으로 과거 에서 사용되었던 커맨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Interbase gsplit .

은 와 각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주만이 이 툴을 사용해서 백업과 복구가 가능하다gbak SYSDBA .

일반적으로 에서 백업파일의 확장자는 를 사용한다 백업용 옵션과 복구용 옵션이 따로 존재함으로FB fbk .

다음의 옵션리스트들을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GRANT‣ SYSDBA / NORMAL

SYNTAX‣ CONNECT database_file USER user_name PASSWORD db_password;

GRANT‣ SYSDBA / NORMAL

SYNTAX‣ gbak <options> -user userid -password password source destination

TYPE :‣ NORMAL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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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 BACKUP OPTION

-b[ackup_database]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한다.

-co[nvert] 를 내부테이블로 변환해서 백업한다External File Table .

-e[xpand] 백업파일을 압축하지 않는다.

-fa[ctor] n 테입장치에 백업할 때 를 지정한다BLOCK FACTOR .

-g[arbage collect] 백업하는동안 작업을 하지 않는다SWEEPING (GABAGE COLLECTION) .

-ig[nore] 백업중 발생하는 에러들을 모두 무시한다CHECKSUM .

-l[imbo] 백업중에 발생하는 트랜젝션들을 모두 무시한다LIMBO .

-m[etadata] 테이블의 스키마만 백업하고 저장된 데이터들은 백업하지 않는다.

-nt 모드가 아닌 일반 모드로 백업한다Transfortable .

-t[ransportable] 모드로 백업한다Transfortable .2)

표 12 의 백업용 옵션 리스트] gbak

Examples

gbak -v -t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①

192.168.1.101:/db/warehouse.fdb c:₩backups₩warehouse.fbk

gbak -v -t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②

-y c:₩backups₩warehouse.log

dbserver:/db/warehouse.fdb c:₩backups₩warehouse.fbk

멀티파일 데이터베이스 백업③

2) 는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한다 백업시 모드로 백업을 하게 되면 다른 플랫폼과 버전에 어느 버전Transfortable Mode : FB . Transfortable (

까지 포용을 한다는것인지는 필자도 확인해 보지 못했다 서도 사용할수 있도록 백업파일을 생성해준다 모드일 경우에) . Non-Transfortable

는 동일한 플랫폼 동일 버전의 에서만 할수 있다 가급적이면 로 백업하길 권장한다, FB RESTORE . Transfortable Mode .

-pa[ssword] <password>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role <role> 을 통해 권한을 부였했을 경우 해당 이름ROLE ROLE

-se[rvice] <hostname>:service_mgr 백업될 파일이나 복구할 원본 파일이 있는 서버의 호스트와 서비스

-u[ser] <username> 데이터베이스의 OWNER ID

-v[erbose] 백업이 진행될 동안 작업에 대한 진행설명을 볼것인지 설정

-y <filename>
작업시 발생하는 메시지들을 특정 파일에 저장할것인지 세팅한다.

단 설정된 파일이 미리 존재해서는 안된다, .

-y suppress_output 로 작업이 진행된다SILENT MODE .

-z 현재 사용중인 툴의 버전을 보여준다gbak .

표 11 의 일반옵션 리스트] gbak

TYPE :‣ RESTORE OPTION

-bu[ffers] 복구 작업시 사용될 캐시버퍼 사이즈를 지정해준다 많을수록 빠른건 당연.

-c[reate_database] 강제로 복구시킨다

-i[nactive] 복구시 들을 모두 모드로 변경한다INDEX INACTIVE .

-k[ill] 원본 에 쉐도우 파일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이것들을 무시하고 생성하지 않는다DB .

-mo[de] read_write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모드로 만든다 디폴트Read-Writ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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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s

gbak① -c -v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c:₩backups₩warehouse.fbk dbserver:/db/warehouse2.fdb

gbak② -c -r -v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c:₩backups₩warehouse.fbk dbserver:/db/warehouse.fdb

gbak -c -v③ -mode read_only -use_all_space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c:₩backups₩warehouse.fbk c:₩files₩warehousedb.fdb

gfix

GRANT‣ SYSDBA

SYNTAX‣ gfix <options> -user username -password password database

데이터베이스의 작동을 제어하는 툴이다 이 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들을 수행할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실행시키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할 때의 값을 설정할수 있다Default Cache .•

처리되지 않은채 메모리에 남아있는 쓰레기정보들을 수동으로 청소하거나 자동청소 주기를 설정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충돌이나 오동작을 검사한다.•

미처리된채 공중에 떠있는 트랜젝션들을 처리한다.•

DATABASE SHUTDOWN

Examples

-mo[de] read_only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모드로 만든다Read-Only .

-n[o_validity] 리스토어시 데이터의 유효성 제약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o[ne_at_a_time] 원타임으로 복구한다 테이블간 연관조건등이 걸려있을 경우 사용할수 있다.

-p[age_size] <size>
타겟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 사이즈를 지정한다 사이즈는. 1024, 2048, 4096, 8192

중에서 선택할수 있고 디폴트 값은 이다1024 .

-r[eplace_database]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덮어쓰기를 실행한다

-use_[all_space] 타겟 데이터베이스가 가진 모든 페이지사이즈를 사용할수 있도록 설정한다.

표 13 의 복구용 옵션 리스트] gbak

-at[tach] <seconds>

옵션과 같이 사용되며 지정된 시간 초 만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된 커넥션들이 접속-shut ( )

을 끊기를 기다린다 만약 지정된 시간까지 커넥션들이 존재할 경우 셧다운은 자동으로 취소.

된다.

-f[orce] <seconds>
옵션과 동일하지만 지정된 시간 후에도 접속 커넥션들이 존재하더라고 강제로 데이터베-at

이스를 셧다운 시켜버린다.

-o[nline] 셧다운중 취소되었을때 다시 원상태로 동작을 복구시킨다

-sh[ut] 데이터베이스를 셧다운 시킨다

-tr[an] <seconds>
옵션과 같이 사용되며 지정된 시간 초 만큼 트랜젝션들이 종료되기를 기다린다 만약-shut ( ) .

지정시간 까지 트랜젝션들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셧다운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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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ix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db/mydb.fdb① -shut -attach 60

gfix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db/mydb.fdb② -shut -force 60

gfix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db/mydb.fdb③ -shut -force 0

gfix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db/mydb.fdb④ -online

DATABASE REPARE, SWEEPING

Examples

gfix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db/mydb.fdb① -v -f

gfix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db/mydb.fdb② -s

gfix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db/mydb.fdb③ -h 50000

gfix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db/mydb.fdb④ -h 0

데이터베이스의 유효성 검사 실시①

작업을 지금 바로 실시한다SWEEPING .②

작업을 트렌젝션이 일어날때마다 실시한다SWEEPING 50,000 .③

자동 작업을 시킨다SWEEPING OFF .④

ETC OPTIONS

-f[ull] 옵션과 같이 사용되며 모든 레코드 페이지 레코드 프레그먼트들을 검사한다-v , , .

-h[ousekeeping] 0 자동 을 하지 않도록 세팅한다SWEEPING .

-h[ousekeeping] <n>
자동으로 되는 시점을 회의 트랜젝션이 일어난 후로 세팅한다 디폴트는SWEEPING n .

으로 설정되어 있음 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음20000 -h 0

-i[gnore] 시 발생하는 에러들을 무시한다SWEEPING CHECKSUM .

-m[end] 시 충돌이 발생하는 레코드들은 마크를 한다REPARE .

-n[o_update]
옵션과 같이 사용된다 모든 레코드와 페이지들을 검사하고 에러리포팅까지 해주지만 체-v .

크만 하고 치료 복구 작업은 하지 않는다( ) .

-s[weep] 실행과 동시에 작업을 실시한다SWEEPING .

-v[alidate] 데이터베이스의유효성을 검사한다 검사와동시에 에러리포팅과 치료 복구 작업을실시한다. ( ) .

-b[uffers] <pages> 데이터베이스의 캐시버퍼 사이즈를 지정한다.

-c[ommit] <id> 로 지정한ID Limbo3) 트랜젝션을 강제로 시켜버린다COMMIT .

-c[ommit] all 모든 트랜젝션을 강제로 시켜버린다Limbo COMMIT .

-l[ist] 모든 트랜젝션의 들을 출력해준다Limbo ID

-mo[de] read_write 데이터베이스를 모드로 변경한다Read-Write .

-mo[de] read_only 데이터베이스를 모드로 변경한다Read-Only .

-pa[ssword] <password> 데이터베이스 접속 비밀번호의 지정

-p[rompt] 동작 프롬프트의 출력을 지정한다.

-r[ollback] <id> 로 지정한 트랜젝션을 시켜버린다ID Limbo ROLLBACK .

-r[ollback] all 모든 트랜젝션을 시켜버린다Limbo ROLLB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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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s

gfix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db/mydb.fdb① -shut -attach 60

gfix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db/mydb.fdb② -shut -force 0

gfix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db/mydb.fdb③ -mode read_only

gfix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db/mydb.fdb④ -online

gfix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db/mydb.fdb⑤ -sql_dialect 3

gfix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db/mydb.fdb⑥ -write sync

gfix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db/mydb.fdb⑦ -write async

①

②

③

④

⑤

⑥

⑦

gsec

는 임으로 사용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이 툴을 사용해서 하게된다FB Multi-User Database System .

이 툴은 만이 사용할수 있으며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퍼미션을 설정해두는것이 좋다SYSDBA , .

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점은 쿼리문과 착각해서 마지막에 세미콜론 을 붙이지 않는것이다gsec (;) .

의 유저관리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대단히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되어있다FB .

모드로 접속GSEC

shell>gsec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3) 시 성공하지 못한 트랜젝션을 림보 람보 트랜젝션이라고 한다Limbo Transaction : COMMIT ( ? ) .ㅋㅋ

GRANT‣ SYSDBA

SYNTAX‣ command <options> <parameters>

-s[ql_dialect] 1 Sets SQL dialect 1 for the database

-s[ql_dialect] 3 Sets SQL dialect 3 for the database

-t[wo_phase] <id> Performs automated two-phase recovery for limbo transaction with the given <id>

-t[wo_phase] all Performs automated two-phase recovery for all limbo transactions

-user <name> 데이터베이스 접속 유저 아이디를 설정한다.

-w[rite] sync 강제쓰기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

-w[rite] async 강제쓰기 기능을 비활성화 시킨다.

-z 현재 사용하는 의 버전을 출력해준다gf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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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 Description

add 새로운 유저를 등록할 때 사용

delete 기존의 유저를 삭제할 때 사용

display 현재 등록된 유저리스트를 확인

modify 등록된 유저의 정보변경

help 명령어사용법을 본다GSEC

z 의 버전을 확인FB

quit 모드 종료GSEC

표 19 의 명령어목록] GSEC

Parameters Description

-pw <password> 비밀번호

-uid <UID> 시스템 UID

-gid <GID> 시스템 GID

-fname <FirstName> 성

-mname <MiddleName> 가운데이름

-lname <LastName> 마지막이름

표 20 명령에서 사용되는 공통] GSEC Parameter Flag

Examples

GSEC>① add testid -pw testpw

GSEC>② add testid -pw testpw -uid 600 -gid 600

GSEC>③ add testid -pw testpw -uid 600 -gid 600 -fname Nya -mname Woong

실제 필요한 정보는 와 비밀번호이며 나머지 정보들은 그냥 관리용 정보들로써 굳이 입력* ID (!)

하지 않아도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GSEC>① delete testid

유저가 삭제되도 해당 유저가 사용하도록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는 삭제되지 않는다* .

GSEC>① modify testid -pw new_password

GSEC>② modify testid -uid 601 -gid 602

와 완전히 동일하다 변경할 정보들만 해당 옵션에 채워주면 된다* add . .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경우에는 시스템계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Unix/Linux FB .

단순히 유저만 생성해준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작성하고 이용할수 있는것은 아니며 생성후*

와 명령을 이용해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와 권한을 설정해주는 작업이 별CREATE DATABASE GRANT

도로 필요하다.

번거롭게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 커맨드창 쉘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 GSEC / .

는 앞에 하이픈 을 붙여주고 뒤에 정보를 적어주면된다command (-) sysdba .

ex) shell>gsec -display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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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at

는 데이터베이스의 통계정보를 검색하고 리포팅해주는 커맨드라인 툴이다 이 툴을 사용하기 위해gstat .

서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실질적인 접근권한이 있는 유저만이 사용할수 있다 즉 에 등록된 유. , FB

저이면서 해당 파일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시스템에READ . Unix/Linux

서 운영되는 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를 이용해서 권한이나 혹은 유저로 스위칭 한후FB su - root firebird

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stat -v•

gstat -all c:₩data₩sample.fdb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gstat -data c:₩data₩sample.fdb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gstat -system c:₩data₩sample.fdb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GRANT‣ SYSDBA, OWNER (SYSTEM ACCESSABLE)

SYNTAX‣ gstat [options] database

Option Description

-all 와 옵션을 모두 넣은 것으로 간주한다 기본출력값-index -data .

-data 데이터테이블에 대한 통계정보만을 보여준다

-header 리포트에 헤더정보를 추가해서 보여준다

-index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 정보들도 보여준다

-log 로그페이지에 대한 정보도 추가해서 보여준다

-pa[ssword]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비밀번호

-system 유저가 생성한 테이블과 인덱스 외에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에 대한 정보도 보여준다

-user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

-z 의 버전을 보여준다g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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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USER MANAGEMENT

의 설치가 완료되면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할 작업이FB DBA4)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다 에서는 설치시 기. FB

본적으로 로 지정되어 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시스템일 경우에는 반드시ID : sysdba, PASSWORD : masterkey .

이 용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DBA .

앞서 툴의 사용법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다루었음으로 옵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는gsec gsec

다 통상적으로 에서의 명의 유저가 여러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수 있고 옵션을 통해 자신의 데이. FB 1 , GRANT

터베이스가 아닌 다른 소유자의 데이터베이스에도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장에서는 유저의 생성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접근권한까지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음으로 는 반드SYSDBA

시 이 장을 정확하게 학습해야 한다.

‣ 용 비밀번호의 변경DBA 5)

일단 를 설치하고 난후 가장 먼저 해야할일은 무조건 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것이다FB SYSDBA .

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나 와 같은 사용자임으로 비밀번호의 변경은SYSDBA root Administrator

필수이다.

모드로 접속1) GSEC

shell>gsec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2) 다음의 명령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GSEC>modify sysdba -pw NewPassword

Examples

GSEC>① modify sysdba -pw NewPassword

GSEC>② modify sysdba -pw NPass

GSEC>③ modify sysdba -pw ‘NPass’

shell>④ gsec -user sysdba -password ₩‘Npass₩’

비밀번호는 앞의 자리만을 인식함으로 비밀번호중 까지만 비밀번호로8 NewPassw①

인식하게 된다.

비밀번호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함으로 입력시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②

이경우 비밀번호가 글자 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글자 가 입력된NPass (5 ) ‘NPass‘  (7 )  ③

다 이런 경우에 모드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와 같이 슬래시로 를 시. GSEC Escape④

4)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운영정책과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용 계정 에서는DBA (DataBase Administrator) : , FB ID : sysdba, PASS :

로 기본 세팅되어 있다masterkey .

5) 비밀번호 설정시 주의사항

의 비밀번호를 정할 때 다음의 규칙을 모르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음으로 미리 알고 있도록 한다FB

비밀번호는 앞의 자리까지만 인정되고 자리 이외의 문자는 무시된다- 8 8

대소문자를 다르게 인식한다- .

문자열내의 특수문자들도 모두 글자로 인식을 한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나 로 감싸서는 안된다- 1 . ‘ “ .

실수로 비밀번호에 나 문자를 넣었을 경우에는 슬래시로 시켜서 로그인해야 한다- ‘ “ Escape .

모드에서는 마지막에 세미콜론 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지막에 습관적으로 를 입력했다면- GSEC (;) . ;

세미콜론까지 비밀번호에 포함됨으로 주의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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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서 로그인을 해야 한다.

‣ 새로운 유저의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관리할 소유유저를 생성해야 한다.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유저와 시스템그룹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 방법은 권Unix/Linux

장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시스템유저와는 독립된 관리용 유저를 생성하여 관리하도록 하. DB

는것이 좋다.

모드로 접속한다1) GSEC

shell>gsec -user sysdba -password dba_password

현재 등록된 유저리스트를 확인한다2)

GSEC>display

새로운 유저를 등록한다3)

GSEC>add test_user -pw testpass -fname Nya -lname Woong

‣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일단 모드는 유저만을 관리하기 위한 것임으로 실제 유저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주GSEC

기 위해서는 가 아닌 툴을 사용해야 한다 일단 쉘상태로 빠져나온 다음에 로gsec isql . SYSDBA

에 로그인한다isql .

shell>isql

shell>CREATE DATABASE 'c:₩fb_data₩sample.fdb' USER 'test_user' PASSWORD 'mypass';

폴더에 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생성하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주를c:₩fb_data sample.fdb

위에서 모드에서 생성했던 라는 유저에게 할당해 주었다GSEC test_user .

앞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려면 라는 아이디와 라는 비밀번호로 접속하면test_user mypass

된다.

실제로 명령에는 더 많은 옵션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기본개념을 익히기 위한CREATE DATABASE

것임으로 가장 단순한 옵션만을 주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다.

‣ 데이터베이스의 작업권한 부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게 되면 소유주는 기본적으로 등의INSERT, SELECT, UPDATE, DELETE

명령어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에서는 보다 정밀한 권한의 부여DML . FB 6)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을 유지할수 있다.

‣ 데이터베이스의 삭제
이제까지 테스트를 위해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다.

ISQL>DROP DATABASE 'c:₩fb_data₩sample.fdb' USER 'test_user' PASSWORD 'mypass';

‣ 유저의 삭제
6) 에서는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작업권한 이외에 테이블과 필드단위까지 작업권한을 정해줄수 있다F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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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삭제되었으면 다시 모드로 돌아와 유저를 삭제한다 이때 알GSEC .

아둘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된다고 해서 유저가 같이 삭제되거나 그 반대로 유저가 삭제된다

고 해서 해당 유저의 소유로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음으로 순서에 의거해

서 생성과 삭제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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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DATABASE MANAGEMENT

이장에서는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다 의외로 까다롭게 구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

석을 첨부했음으로 참고하기 바란다.

이름명명 규칙Important - Object

등 의 이름을 짓는데는 다음의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Object (Table, View, Trigger, Procedure, Generator ) .

첫글자는 반드시 알파벳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1) . A-Z, a-z

이름에 사용되어질수 있는 문자는 영문자 숫자 를 사용할수 있다2) , , $, _ .

지정할수 있는 길이는 일반적인 경우 까지 일 경우에는 글자까지 가능하다3) 31 bytes , CONSTRAINTS 27

다른 와 같은 이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이 다르더라도 이름이 같아서는 안된다4) Object . (Object Type )

자체에서 대소문자의 구별은 하지않으나 굳이 구별을 하고 싶으면 싱글쿼터 로 감싸면된다5) FB (‘) . 7)

1. CREATE DATABASE

는 실제 유저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해주는 명령이다 이 유저CREATE DATABASE . MySQL

와 테이블을 디렉토리와 파일단위로 관리하는데 비해 는 오라클 과 같이 개의 메인파일 멀티파FB /MSSQL 1 (

일도 가능 로 생성하고 관리한다) .

에서는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 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하나의 명령어로 처리하며 개행시 맨첫줄의isql (;)

프롬프트는 로 그 다음부터는 으로 표시된다SQL> , CON> .

실제 데이터베이스 생성예를 보면서 각 옵션들이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7) 는 더블쿼터 를 사용하고 에서는 싱글쿼터 를 사용한다InterBase (“) FireBird (‘) .

GRANT‣ SYSDBA (or root)

SYNTAX‣

CREATE {DATABASE|SCHEME} 'filespec'

[ USER 'username' [PASSWORD 'password'] ]

[ PAGE_SIZE integer ]

[ LENGTH integer [PAGE[S] ]

[ DEFAULT CHARACTER SET charset ]

[ <secoundry file> ]

<secoundry file> FILE 'filespec' <file info>

<file info>
LENGTH integer [PAGE[S]]

STARTING [AT [PAGE]] integer <file info>

‣ database file 입력형태 문자열:

생성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절대경로와 파일명을 적는다.•

윈도우시스템일 경우에는 폴더위치를 적는 구분자는 로 의 경우에는 로 적는다₩ , Unix/Linux / .•

파일명과 위치는 임의로 지정해 줄수 있다 단 시스템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 Unix/Linux .•

소규모의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을 경우에는 특정 폴더를 정해서 그곳에 모아두는것이 좋다.•

급의 데이터가 저장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옵션을 통해 멀티파일로 분산시켜준다GB FILE .•

확장자는 를 사용한다.f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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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PASSWORD 입력형태 문자열:

생성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주와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비밀번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특수문자까지 포함함으로 비밀번호를 지정할 때 주의한다.•

원격지 접속이 필요한 경우 비밀번호는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SQL> CREATE DATABASE 'sample.fdb' USER 'test_user' PASSWORD 'mypass';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파일명만 지정하면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 볼수 있다* DB .

효과적인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만들때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옵션들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 PAGE_SIZE 입력형태 숫자: 기본값 : 1024

중에 하나를 세팅할수 있다1024, 2048, 4096, 8192 Byte .•

페이지 사이즈가 증가하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음으로 적절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인덱스가 더 빨리 동작한다- .

큰사이즈의 레코드를 저장할 때 더 효율적으로 가 일어난다- Read-Write .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더 효율적으로 동작한다- BLOB .

소량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대량의 쿼리가 일어날때는 페이지 사이즈가 작을수록 더 작은 메모리와 캐시를-

사용하게 됨으로 이런 경우에는 페이지 사이즈를 작게 하는것이 유리하다.

SQL> CREATE DATABASE 'sample.fdb' USER 'test_user' PASSWORD 'mypass'

CON> PAGE_SIZE 2048;

‣ LENGTH 입력형태 숫자:

이 옵션은 멀티파일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사용된다.•

멀티파일에서 개의 파일에서 다음의 파일로 저장 포인터를 넘기기 위한 기준값으로 사용이 된다1 .•

맨마지막의 파일의 경우 이 값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입력레코드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LENGTH .•

명령이 옵션문으로 사용될수 있다 빼도 상관없음START AT PAGE, PAGES ( )•

SQL> CREATE DATABASE 'sample.fdb' USER 'test_user' PASSWORD 'mypass'

CON> FILE 'sample2.fdb' STARTING AT 10001 PAGE LENGTH 10000 PAGES;

‣ DEFAULT CHARACTER SET 입력형태 지정된 문자열: 기본값 : NONE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언어셑을 지정한다.•

아무것도 지정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로 설정된다NONE .•

테이블 필드를 생성할 때 별도의 언어셑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이때 설정된 값이 테이블 필드의 언어셑이 된다, , .•

필드에서 언어별로 제대로된 정렬을 원한다면 반드시 지정해 주어야한다CHAR, VARCHAR, BLOB TEXT .•

시스템 테이블중 테이블에서 기본적으로 등록된 언어셑들을 확인할수 있다RDB$CHARACTER_SET .•

테이터베이스의 백업과 복구시 동일한 언어셑이 아니면 복구가 되지 않음으로 백업시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SQL> CREATE DATABASE 'sample.fdb' USER 'test_user' PASSWORD 'mypass'

CON> PAGE_SIZE 10000 LENGTH 10000

CON> DEFAULT CHARACTER SET KSC_5601;

SQL> CREATE DATABASE 'sample.f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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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입력형태 문자열:

멀티파일로 만들 경우 서브파일들을 지정한다.•

각 서브파일에 값을 두어 다음의 서브파일로 넘어갈수 있도록 세팅할수 있다LENGTH .•

제일 마지막의 서브파일에 해둔 설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LENGTH•

범위를 벗어나도 계속증가할것임으로(LENGTH )

파일을 포함해서 최대 개까지의 서브파일들을 지정할수 있다SHADOW 65,536 .• 8)

네트웍파일시스템에는 서브파일들을 만들 수 없다• 9).

타입이 아닌 등의 저장매체에는 서브파일을 만들 수 없다HDD TAPE .•

숫자 옵션을 통해 시작점을 정확히 지정해 줄수도 있으나 권장하지는 않는다STARTING AT PAGE < > .•

SQL> CREATE DATABASE 'sample.fdb' USER 'test_user' PASSWORD 'mypass'

CON> PAGE_SIZE 10000 LENGTH 10000 DEFAULT CHARACTER SET KS5601

CON> FILE 'sample2.fdb' LENGTH 10000 PAGES

CON> FILE 'sample3.fdb';

SQL> CREATE DATABASE 'sample.fdb' USER 'test_user' PASSWORD 'mypass'

CON> PAGE_SIZE 10000 LENGTH 10000 DEFAULT CHARACTER SET KS5601

CON> FILE 'sample2.fdb' STARTING AT PAGE 10001 LENGTH 10000 PAGES

CON> FILE 'sample3.fdb';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는 모드에서 명령으로 확인해 볼수 있다isql show database; .

root@localhost bin]# isql
Use CONNECT or CREATE DATABASE to specify a database
SQL> create database '/opt/fb_data/sample.fdb' user 'test_user' password 'mypass';

SQL> connect '/opt/fb_data/sample.fdb';
Commit current transaction (y/n)?y
Committing.
Database:  '/opt/fb_data/sample.fdb'

SQL> show database;

Database: /opt/fb_data/sample.fdb
        Owner: DUF2WJS                       
PAGE_SIZE 4096
Number of DB pages allocated = 146
Sweep interval = 20000
Forced Writes are OFF
Transaction - oldest = 3
Transaction - oldest active = 4
Transaction - oldest snapshot = 4
Transaction - Next = 7
Default Character set: NONE      

Examples

CREATE DATABASE 'employee.fdb';①

CREATE DATABASE 'employee.fdb' LENGTH 10000;②

CREATE DATABASE '/opt/employee.fdb' USER 'myuser' PASSWORD 'mypassword';③

8) 멀티파일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개일 경우 운영체제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크기로 늘어나거나 가 수용할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증하1 , HDD

가는것을 막기위한 방법이다 멀티파일을 사용함으로써 여러개의 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분산할수 있음으로 저장공간의 가용성을 증대. HDD

시킨다 파일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

보다 빠른 복구를 위해서는 과 같이 사용되는것이 바람직하다SHADOWING .

9) 네트웍파일시스템 에서는 상에서 멀티파일의 구현이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는 않는다: UNIX/Linux NFS/S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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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DATABASE 'employee.fdb'④

FILE 'employee2.fdb' STARTING AT PAGE 10001 LENGTH 10000 PAGES

FILE 'employee3.fdb' LENGTH 10000 PAGES;

FILE 'employee4.fdb';

CREATE DATABASE 'employee.fdb' LENGTH 10000⑤

FILE 'employee2.fdb' LENGTH 10000 PAGES

FILE 'employee3.fdb' STARTING AT 10001 LENGTH 10000 PAGES

FILE 'employee4.fdb';

CREATE DATABASE 'employee.fdb' LENGTH 100001⑥

FILE 'employee2.fdb' LENGTH 10000 PAGES

FILE 'employee3.fdb' LENGTH 10000 PAGES

FILE 'employee4.fdb';

CREATE DATABASE 'sample.fdb'⑦

FILE 'sample2.fdb' STARTING AT PAGE 10001

FILE 'sample3.fdb' STARTING AT PAGE 20001

FILE 'sample4.fdb' STARTING AT PAGE 30001;

CREATE DATABASE 'employee.fdb' LENGTH 100001⑧

FILE 'employee2.fdb' LENGTH 10000 PAGES

FILE 'employee3.fdb' LENGTH 10000 PAGES

FILE 'employee4.fdb' LENGTH 10000 PAGES;

의 생성방법은 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경우이다 원격지 접속을 위해서는 반드SYSDBA .①②

시 유저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함으로 로컬사용일 경우에만 유효하다.

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의 데이터베이스 생성방법이다 원격 로컬 모두 사용가능하다. , .③

은 멀티파일을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표현방법만 다를뿐 셋다 모두 동일.④⑤⑥⑦

한 형식을 지닌 멀티 파일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각 파일들은 페이지를 지니게 되며 데이터가 페이지를 넘게 되면 자동으로 다음10000 , 10000

파일로 저장 포인터가 넘어가게 된다.10)

멀티파일의 경우 맨 마지막 파일에는 옵션을 줄 필요가 없다 옵션을 사LENGTH . LENGTH⑧

용해도 에러는 나지 않지만 마지막 파일에서의 옵션은 시스템에 의해 무시된다LENGTH .

2. ALTER DATABSE

이미 생성되어진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는 명령어이다.‣
이 명령을 통해 기존의 싱글파일 데이터데이스를 멀티파일 데이터베이스로 확장하거나 프리머리 파일에‣

10) 기본 페이지 사이즈는 다 옵션을 이용해서 로 변경할수 있다 멀티파일인 경우1024 bytes . PAGE_SIZE 1024, 2048, 4096, 8192 bytes .

페이지사이즈와 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파일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수 있다 물론 제일 마지막 파일의 경우에는 이 계산과LENGTH .

무관하게 사이즈가 계속 증가된다.

까지 증가할수 있음FILE_SIZE = PAGE_SIZE*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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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 다수개의 세컨드리 파일을 추가할수 있다.

3‣ 개 이상으로 구성된 멀티파일일 경우 저장포인터가 넘어갈 값을 지정해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LENGTH .

GRANT‣ SYSDBA, OWNER

SYNTAX‣

ALTER {DATABASE|SCHEME} ADD <add_claus>

<add claus> FILE 'filespec' <file info>

<file info>
LENGTH integer [PAGE[S]]

STARTING [AT [PAGE]] integer <file info>

Examples

ALTER DATABASE 'sample.fdb'①

ADD FILE 'sample2.fdb' STARTING AT PAGE 10001

ADD FILE 'sample3.fdb' STARTING AT PAGE 20001;

ALTER DATABASE 'sample.fdb' LENGTH 10000②

ADD FILE 'sample2.fdb' LENGTH 10000

ADD FILE 'sample3.fdb';

3. DROP DATABASE

현재 접속한 데이터베이스 일반 또는 특정 데이터베이스 의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OWNER) (SYSDBA)‣
파일 로그파일을 모두 삭제한다SHADOW , .

멀티파일 데이터베이스인 경우 프리머리 파일명 명시해주면 세컨드리 파일들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GRANT‣ SYSDBA, OWNER

SYNTAX‣ DROP DATABASE database;

Examples

DROP DATABASE sample.fdb

4. BACKUP/RESTORE

이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구조와 백업 복구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가 꼭 알아두어야, . SYSDBA

하는 부분임으로 주의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Important

데이터베이스가 동작할 때 등의 복사나 압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옮기는 방식cp, tar, winzip

으로 백업을 시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방식은 데이터베이스에 을 유발함으로 데이터가 손실될수 있. File Lock

으며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으로 백업한것 보다 수배에서 수십배 이상 파일 용량이 클수도 있다SWEEPING gb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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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에서의 백업은 툴을 사용하게 된다FB gbak .‣
를gbak‣ 이용해서 백업을 하게 되면 처리됨으로 본래의 데이터베이스 용량보다 용SWEEPING

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 데이터베이스 전체백업
SYNTAX gabk -B <source> <target> <size> -user <owner_id> -password <password>

멀티파일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맨 처음의 프리머리 파일만 적어주면 된다.•

하나의 파일에 모두 백업을 할경우에는 를 적어주지 않고 멀티파일로 백업할 경우에만<size>•

값을 적어준다 의 단위로는 를 지정해줄수 있다<size> . size k(KByte), m(MByte), g(GByte) .

ex1) gbak -B c:₩sample.fdb c:₩sample.bak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ex2) gbak -B c:₩sample.fdb c:₩sample.bak 1024g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Option [parameters] Description

-b[ackup_database]

-co[nvert]

-e[xpand]

-fa[ctor] n

-g[arbage_connect]

-ig[nore]

-l[imbo]

-m[etadata]

-nt

-ol[d_descriptions]

-pa[ssword] text

-role name

-se[rvice] service name

-t[ransportable]

-u[ser] user_name

표 36 백업과 관련된 옵션들 된 부분은 생략된 부분이다] gbak . [] .

• -service 옵션은 원격지의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때 사용하는 옵션으로 백업된 파일을 원격지

서버 클라이언트의 하드디스트 제 의 서버에 저장할수 있는 옵션이다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 , 3 .

으면 툴이 사용되는 컴퓨터에 백업파일이 저장된다 전송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gbak . TCP/IP,

를 지원한다SPX .

대용량의 파일의 백업일 경우 네트웍을 통해서 전송됨으로 백업시간이 오래걸리거나 중간에 문

제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백업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서.

버에 백업파일을 저장하도록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반대의 경우 서버의 저장공간이,

충분하지 않을때는 옵션을 사용하지 말고 바로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백업파일이 저장-service

되도록 하는것이 좋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원격지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항목에서 설명하였. [ ]

다.

멀티파일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는 경우 프리머리 데이터베이스 파일명만 입력하면 도 다 서.• 
브파일들은 백업파일명이 자동으로 지정되어 백업된다 에서는 파일을 분할하기 위해 더. (FB1.5

이상 툴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gsplit )

백업사이즈의 기본유닛은 이다 단위로 정해주고 싶을때Byte . Kbyte, Mbyte, GByte• k,m,g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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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사이즈 옵션의 뒤에 덧붙여준다.

백업된 파일의 보안을 위해서는 백업파일의 퍼미션을 시스템 이나600 (Unix/Linux ) READ•

윈도우 시스템 모드로 변경해주는것이 좋다ONLY( ) .

는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함으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서로 다른 운영체제로 임포트 되어FB•

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다 에서 설치되서 사용되던 데이터베이스를 윈도우 운영체( Linux

제에 설치된 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 실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수있다 이FB . ).

경우에는 -transportable 옵션을 주면 서로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별다른 문제없이 바로 임포트

가 가능하도록 백업을 받을수 있다.

‣ 의 백업External File

SYNTAX gabk -CO <source> <target> -user <owner_id> -password <owner_password>

EXAMPLE gbak -CO c:₩table.edb c:₩table.bak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이란 특정한 테이블을 메인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아닌 별도의 외부 파일로 만든것External File•

을 의미한다 이런 테이블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옵션으로는 백업이 되지 않고 반드시 옵. -CO

션을 통해서 백업을 하도록 한다.

‣ 원격지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서버에서 백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버의 저장•

용량이 부족하거나 포팅을 위한 경우라면 옵션을 사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백업과 리-service

스토어 작업을 수행할수 있다.

백업파일을 클라이언트 툴을 실행하는 컴퓨터 에 저장할 경우의 예 백업된 파일은 자신(gbak ) .•

의 하드 툴이 위치한 폴더에 저장된다, gabk .

gbak -B -USER myid -PA mypass 192.168.1.1:/data/sample.fdb sample.bak

백업파일을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되 저장될 폴더를 별도로 지정해주고자 할때 백업된 파일은 자.•

신의 하드 폴더에 저장된다, c:₩backup .

gbak -B -USER myid -PA mypass 192.168.1.1:/data/sample.fdb c:₩backup₩sample.bak

백업파일을 특정한 원격지서버 혹은 백업받으려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서버 에 저장하려면 다( )•

음과 같이 사용한다 백업될 서버와 저장될 서버가 동일할 경우에는 네트웍트래픽이 거의 발생.

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시스템에서는 등으로 접속해서 쉘상태에서 바로 백업. ( Unix/Linux SSH

을 하는것이 더 편리하다 원격지 서버가 윈도우일 경우에는 이 방법은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

을것이다.)

gabk -B -USER myid -PA mypass -se 192.168.1.1:service_mgr /data/sample.fdb

/backup/sample.bak

RESTORE

SHADOWING

에서 가장 특이할만한 기능중의 하나가 바로 이 쉐도윙이라는 실시간 자동 백업 복구 기법FB /‣
이다 쉐도윙은 실시간으로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미러파일을 생성하고 메인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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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파일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실시간으로 미러링된 쉐도우 데이터베이스가 메인데이터베이스

처럼 동작을 하게 된다.

의 쉐도윙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가 동작하지 않고 메인 데이터베이스의 핸들러FB‣
가 쉐도우 파일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메모리를 잡아먹지 않는다 하지만 의. HDD

용량은 메인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사이즈로 잡아먹기 때문에 쉐도윙 파일들은 반드시 메인

데이터베이스와는 물리적으로 다른 에 만들도록 한다HDD .

사실 쉐도윙은 가 망가졌을 경우를 대비한것임으로 동일한 에 만든다는 것 자체가( HDD HDD

말이 안된다고 볼수있다)

쉐도윙 기법은 기법으로 부분적인 복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등All or Nothing . NFS, SMB‣
의 네트웍 파일시스템에는 만들 수 없고 장치같은 직접접근이 불가능한 매체에는 생성, TAPE

할 수가 없다.

메인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생성법과 마찬가지로 쉐도우 파일도 멀티파일을 지원한다 쉐도우는.‣
이름이 아니라 숫자를 로 사용하게 된다 의 옵션들을 그대로Identifier . CREATE DATABASE

따른다.

쉐도우 파일의 확장자는 를 사용하고 메인 데이터베이스와 이름이 동일해야만 해당 데이.shd‣
버테이스의 쉐도우 파일로 인식을 하게 된다.

GRANT‣ SYSDBA

CREATE‣ CREATE SHADOW set_number [AUTO|MANUAL] 'filespec' <options>

DROP‣ DROP SHADOW set_number

Examples

① CREATE SHADOW 1 'sample.shd';

② CREATE SHADOW 1 'sample.shd'

FILE ‘sample2.shd' STARTING AT PAGE 20000

FILE 'sample3.shd';

③ CREATE SHADOW 1 'sample.shd' LENGTH 10000

FILE ‘sample2.shd' LENGTH 20000

FILE 'sample3.shd';

은 일반적인 단일파일 쉐도우 파일을 생성하는는 방법이다.①

은 멀티파일 쉐도우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두가지도 표현방법만 다를뿐 동작 다음 파. (②③

일로 저장 포인터가 넘어가는것 은 둘다 동일하다) .

쉐도윙방식을 또는 로 지정해줄수 있다 로 설정했을 경우 메인 데이터AUTO MANUAL . AUTO‣
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쉐도우파일이 메인데이터베이스로 동작하게 되지만

모드일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동으로 처리해주기 전까지 모든 데이터베이스로의 접속MANUAL

을 거부하고 대기모드로 기다리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로 설정하는것이 편하지만 이 경. AUTO

우 관리자가 문제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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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 둘중에 적절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

Examples

① CREATE SHADOW 1 AUTO 'sample.shd';

CREATE SHADOW 1 MANUAL 'sample.shd';②

메인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문제가 발생해서 쉐도우 파일이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해서 동작‣
할 경우 그렇다면 이 대체된 쉐도우파일에 사실 대체된 그 시점부터 쉐도우 파일은 더 이상(

쉐도우 파일이 아닌 메인파일이 된다 대한 쉐도윙은 어떻게 동작할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것이다 이런 애매한 경우를 대비해서 에서는 대체된 쉐도우 파일에 대해 또다른 쉐도우 파. FB

일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이라는 옵션을 제공한다CONDITIONAL .

Examples

① CREATE SHADOW 2 CONDITIONAL 'sample.shd';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쉐도윙을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 시켜야 할 경우에는 툴의gfix‣
또는 옵션을 사용한다 이 옵션은 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오너-activate -a . SYSDBA

만이 사용할수 있다11)

Examples

① shell>gfix -activate <primary_shadow_file_name>

shell>② gfix -activate 'c:₩sampe.shd'

만들어진 쉐도우 파일은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명령으로 해당 쉐도show database‣
우 파일의 와 기본정보들을 확인할수 있다Identifier .

메인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가 커져서 쉐도우 파일을 멀티파일로 다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
을 경우에는 현재의 쉐도우 파일을 명령을 이용하여 삭제하고DROP SHADOW CREATE

명령으로 새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SHADOW . 12)

6. MAINTENANCE

DATABASE FILES

에서 단일 파일로 저장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는 까지이다 실제 데이터베이스FB 4GByte .‣
파일의 크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페이지 페이지사이즈 가 된다 페이지사이즈는 데이터* . (

베이스를 생성할 때 옵션으로 정해줄수 있고 툴이나 명령어로 변경, gbak ALTER DATABASE

도 가능하다)

싱글파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할 경우 관리와 구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으로 대량의 데이‣

11) 파일을 활성화 시킬때는 반드시 메인데이터에비스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한다 만약 메인 데이터베이스가 활성화SHADOW .

되어 있는 상태에서 쉐도우 파일을 활성화 시키면 충돌이 일어나서 동작을 멈추게 될수도 있다.

12) 애석하게도 에서는 와 같은 명령을 버전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제될것이 없는것이 어차피 쉐도우FB ALTER SHADOW 1.5 .

파일은 미러링된 파일이기 떄문에 일시적으로 드롭되고 새로 생성을 한다고 해도 메인 데이터베이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드롭,

되는데 있어 어떠한 예비작업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렇게 둔것이 아닐까 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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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저장될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멀티파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는 개 멀티파일까지 감안한다면 개의 데이터베이스 파일그룹이라고 표현하는FB 1 ( 1‣
것이 더 맞는다 의 파일에 모든 테이블과 필드들을 관리하지만 특수한 경우) external tables

옵션을 이용하여 특정한 테이블만을 외부의 파일로 저장할수 있다 에 대한 장. External Table

단점과 사용되는 예는 탭을 참조하기 바란다CREATE TABLE .13)

READ-WRITE/READ-ONLY DATABASE

에서는 모드와 읽기전용 모드로 데이터베이스를 세팅할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시FB RW .‣
특별한 옵션이 없을때는 모드로 생성되지만 등으로 백업된 데이터베이스일 경우RW CDROM

에는 모드로 연결할수 있다READ-ONLY .

백업이나 복구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바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의해야할‣
점은 해당 파일에 퍼미션이 가 동작하는 소유자가 읽고쓸수 있는 퍼미션을 주어야한FireBird

다. 14)

모드는 읽기전용 매체에 백업된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접속할 경우나 외부작업자READ-ONLY‣
에게 권한만을 주고자 할때 사용되어진다 주의할점은 이전의 버전에서SELECT . InterBase 6

는 모드의 데이터베이스를 읽어들일수 없다READ-ONLY .

모드와 모드의 변경은 나 툴을 이용해서 할수 있다READ-WRITE READ-ONLY gbak gfix .‣

Examples

gbak -create -mode read_only sample.fdb sample.fdb

gfix -mode read_only sample.fdb

SWEEP INTERVAL

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시간이 지난 레코드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여 데이터SWEEPING‣
베이스를 콤팩트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다.

구버전에서 신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특정레코드에 나 가 일어UPDATE DELETE

날 때 는 일시적으로 이 레코드들의 상태를 저장해두고 새로운 버전의 레코드를 생성한다FB .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저장된 레코드들로 인해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것들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상적으로 된 레코드들이 에추가되고 된 것들COMMIT GARBAGE COLLECTION (ROLLBACK

은 제외된다)

장점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는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수 있다:‣
단점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킬수 있다: .‣

AUTOMATIC HOUSEKEEPING

트랜젝션이 일어날 때 되지도 되지도 않은 트랜젝션이 발생해서 시스템COMMIT ROLLBACK‣
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트랜젝션들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역할을 한

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디폴트 값. SWEEP INTERVAL

은 개의 쓰레기 트랜젝션들이 쌓이게 되면 수행되도록 되어있다20,000 .

은 별도의 쓰레드를 생성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음으로 하는 동안 데SWEEPING SWEEPING‣
13) 의 경우 나 구문은 사용할수 없고 와 만을 사용가능하다 또한 인덱스를 만들 수 없External Table DELETE UPDATE SELECT INSERT .

다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따르지만 파일로 저장됨으로 엑셀등에서 바로 편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ASCII .

14) 에서 는 가 아닌 라는 유저의 소유로 동작하게 되어있다 명령을 이용해서 복구한 파일의 소유권을Unix/Linux FB root firebird . chown

유저로 세팅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가 가능하다firebird READ-WR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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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의 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백업시에는 자동으로 처리가된 깨끗한 데이터들만 백업이 된다 따라서 백업전에SWEEPING .‣
별도의 을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만약 시스템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SWEEPING .

을 하지 않으려면 가끔 백업 리스토어 과정을 거치면 데이터베이스AUTOMATIC SWEEPING ->

의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수도 있다.

은 툴을 사용하여 설정할수 있다SWEEPING INTERVAL gfix .‣

-h 0
을 하지 않도록 설정한다AUTOMATIC SWEEPING

gfix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dbserver:/db/mydb.fdb‣ -h 0

-h <number>
만큼의 트랜젝션이 일어난 이후에 한번씩 하도록 설정한다number .

‣ gfix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dbserver:/db/mydb.fdb -h 50000

-s
명령과 동시에 을 실행시켜준다SWEEPING

gfix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dbserver:/db/mydb.fdb‣ -s

-i 중에 발생하는 에러들을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다SWEEPING

표 39 과 관련된 옵션리스트와 사용예제] SWEEPING gfix

CACHED DATABASE PAGE

캐시될 페이지의 수를 지정해준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마다 지정해 줄수 있으며 사용하는 서.

버의 종류 와 에 따라 기본 설정값이 다르다(Super Server Classic Server) .

버전 Interbase 6.0 FireBird1.5 Super Server FireBird1.5 Classic Server

기본설정값 256 Page 2048 Page 75 Page

개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캐시페이지 사이즈를 지정할 때 툴을 이용(gfix )‣

Examples

gfix -buffers <page_size> <database_name> -user <user_name> -password <password>

ex) gfix -buffers 1024 c:₩fb_data₩sample.fdb -user sysdba -password masterkey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모두 적용시킬때‣
의 설치폴더에 있는 파일을 열어서 다음의 부분을 수정후 주석을 제거하고FB firebird.conf

를 재시작시킨다FB

#DefaultDbCachePages=2048

DefaultDbCachePages=1024

세팅된 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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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CONNECT <database> -user sysmaster -password masterkey;

SQL> SET STATS ON;

SQL> COMMIT;

위의 명령으로 나온 결과라인들중 라인이 캐시페이지 수를 나타낸다Bu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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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TABLE, FIELD MANAGEMENT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테이블과 필드의 생성법과 삭제법 변경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1. DATATYPE

에서 세부적인 타입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RDB$TYPES .

각 타입별로 사용가능한 명령이나 제어절이 있으며 이것들은CONSTRAINTS CREATE TABLE 장에서 다

루도록 한다.

DATATYPE RANGE SUB DESCRIPTION

CHAR (n) 1~32,767
고정길이 문자형•

멀티바이트 언어일 경우 저장공간은 바이트수n/•

VARCHAR (n) 1~32,767
가변길이 문자형•

멀티바이트 언어일 경우 저장공간은 바이트수n/•

SMALLINT -32,768 ~ 32,767 16 bit Signed Short Integer•

INTEGER -2,147,483,648 ~ 2,147,483,647 32 bit Signed Long Integer•

DECIMAL (P,S) Precision = 1~18, Scale = 0~18
소숫점이 있는 실수형•

전체자릿수 소숫점부의 자릿수P : , S :•

NUMERIC (P,S) 15) Precision = 1~18, Scale = 0~18
소숫점이 있는 실수형•

전체자릿수 소숫점부의 자릿수P : , S :•

FLOAT 1.175*10-38 ~ 3.402*1038
32 bit Single Precision•

자리까지7•

DOUBLE PRECISION 16) 2.225*10-308 ~ 1.795*10308
64 bit Single Precision•

자리까지15•

DATE 년 월 일 월 일AD 100 1 1 ~ AD 32768 12 29
64 bit•

시간•

TIME AM 0:00 ~ PM 23:59.9999
64 bit•

시간•

TIMESTAMP
년 월 일 월AD 100 1 1 ~ AD 32768 12 29

일

64 bit•

날짜 시간+•

BLOB

-1 마이너스가 붙은것은 유저정의 형식으로 사용•

0 • 일반 바이너리 데이터

1 형식의 데이터TEXT•

2 BLR•

3 Access Control List•

4 현재 정의되어 있지 않음•

5 현 테이블의 메타데이터를 인코딩해서 저장•

6 멀티파일 데이터베이스의 트렌젝션•

‣ Character DataType
CHAR/VARCHAR/BLOB

15) 과 타입의 차이점은DECIMAL NUMERIC ......

16) 타입은 플렛폼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수 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를 지원함으로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DOUBLE PRECISION . 64 B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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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은 고정길이 문자형 타입은 가변길이 문자형이다CHAR , VARCHAR .•

타입중 이 인 경우에도 문자형 데이터를 저장할수 있다BLOB SUB TYPE 1 .•

타입일 경우 절에서는 사용할수 없다BLOB TEXT WHERE, ORDER BY, GROUB BY .•

타입은 다른 과는 달리 문으로 내용을 바로 확인할수 있다BLOB TEXT BLOB SUB TYPE SELECT .•

문자형 타입일 경우 각 필드에 를 적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언어셑과 다른CHARACTER SET•

언어셋을 지정하여 사용할수 있다 언어셑은 정렬순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언어셑을 적용할 경우 최대 지정 사이즈는 언어셑의 바이트수로 나누어진 값이다.•

타입을 사용하면 타입을 사용할때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존재한다VARCHAR CHAR .•

장점 디스크공간의 절약- :

가변형임으로 페이지 사이즈를 보다 정확하게 맞출수 있다.

검색시 디스크 를 보다 적게 소모한다I/O .

단점 데이터의 수정시 보다 수행속도가 느리다- : CHAR .

• 는 이라고 읽는다 필자는 그냥 바캐릭터 라고 읽어버리지만VARCHAR CHARACTER VARYING . ( :-D)

를 사용해서 입력값을 필터링할수 있다 의 의 기능수행가능CHECK CONSTRAINTS (MySQL ENUM )•

Examples

CREATE TABLE sample ( FIRST_NAME VARCHAR(10) CHARACTER SET ISO8859_1 );①

② CREATE TABLE sample ( FIRST_NAME VARCHAR(16383) CHARACTER SET KSC_5601 );

③ CREATE TABLE sample ( FIRST_NAME VARCHAR(16384) CHARACTER SET KSC_5601);

CREATE TABLE sample BLOB SUB TYPE 1;④

CREATE TABLE sample (⑤

SEXUAL VARCHAR(10) DEFAULT 'M' NOT NULL

CHECK ( SEXUAL IN ('M','F') )

);

이라는 언어셑을 지정해서 테이블을 생성했다ISO8859_1 .①

은 언어셑이 멀티바이트 언어일때의 사이즈에 대한 설명이다 번은 정상이지만 번의 경우.②③ ② ③

언어셑이 바이트 언어임으로 타입이 가질수 있는 최대길이인KS5601 2 VARCHAR 언어32,767 / 2(

바이트 수 내림처리 돼서 까지만 가능 를 넘어섬으로 의 경우는 오류) = 16,383.5 ( 16,383 ) ③

가 나게된다 따라서 의 데이터타입을 사용할때는 언어셑의 바이트수를 미리. CHAR, VARCHAR

계산해서 최대값을 알아두고 정하는 것이 좋다.

데이터타입에서 를 로 주면 형을 바로 입출력할수 있다BLOB SUB TYPE 1 TEXT , .④

를 사용해서 특정값만 입력가능 하도록 제어할수 있다 예에서는 과 값CHECK CONSTRAINTS . M F⑤

둘중에 하나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입력값을 체크한다.

‣ NUMERIC DataType
SMALLINT/INTEGER

• 관계부호 를 사용해서 대소관계의 비교 를 할수 있다( =, <, >, >=, <=) (CHECK CONSTRAINTS) .

숫자형 필드간에는 별도의 캐스팅• 17) 없이 바로 수식연산 가감승제 을 할수 있다( ) .

절을 이용해서 정렬할수 있다ORDER BY .•

이나 처럼 데이터길이를 지정하지 않는다 지정하면 오류발생CHAR VARCHAR .•

를 사용하여 입력값을 체크할 수 있다CHECK CONSTRAINTS .•

Examples

① CREATE TABLE sample ( AGE INTEGER );

CREATE TABLE sample ( AGE INTEGER(3) );②

CREATE TABLE sample ( AGE INTEGER③

DEFAULT '0'

17) 서로 다른 데이터타입간의 연산에서 형식간에는 자동으로 타입캐스팅을 해줌으로 별도의 캐스팅은 필요없다INTEGER, FLOAT, CHAR .

굳이 캐스팅을 해주려면 시에 함수를 사용해서 타입캐스팅을 해주면 된다SELECT CA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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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NULL

CHECK ( AGE < 100 )

);

CREATE TABLE sample ( AGE INTEGER④

DEFAULT '0'

NOT NULL

CHECK ( AGE BETWEEN 20 AND 100 )

)

‣ Fixed-Decimal DataType
NUMERIC/DECIMAL

소숫점까지 표현되는 숫자형을 입력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타입이다/ .•

소숫점 을 제외한 정수부와 소수부의 자릿수 자리 까지 가능PRECISION : (.) . 1~18•

소수부의 자리수 의 값은 보가 같거나 작아야 한다SCALE : . SCALE PRECISION .•

은 전체자리수와 소수부의 자리수가 정확히 지켜지지만 은 융통성을 가지고 전NUMERIC DECIMAL•

체자리수 내에서 소수부가 보다 작거나 늘어도 상관없이 처리된다SCALE .

NUMERIC [ (precision [, scale]) ]•

DECIMAL [ (precision [, scale]) ]•

임베디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데이터 타입들을 나 데이터타입으로 처리함으SMALLINT INTEGER•

로 부분이 작을 경우 사용할 수 없거나 인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임베디드PRECISION .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데이터타입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의 값을 이상으로 잡아주PRECISION 10

어야 한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 아래의 표를 잘 살펴보고 알맞은 데이터타입으로 변•

경을 해주는 것이 좋다.

정수부자릿수 사용데이터타입

1~4 SMALLINT

5~9 INTEGER

10~18 DOUBLE PRECISION

정의방식 실제 저장되는 형식

NUMERIC INTEGER

NUMERIC(4) SMALLINT

NUMERIC(9) INTEGER

NUMERIC(10) DOUBLE PRECISION

NUMERIC(4,2) SMALLINT

NUMERIC(9,3) INTEGER

DECIMAL INTEGER

DECIMAL(4) INTEGER

DECIMAL(9) INTEGER

DECIMAL(10) DOUBLE PRECISION

DECIMAL(4,2) INTEGER

DECIMAL(9,3) INTEGER

DECIMAL(10,4) DOUBLE PRECISION

표 45 형의 경우 실제 저장될때는NUMERIC/DECIMAL SMALLINT/INTEGER/DOUBLE

으로 각각 자리수에 맞는 숫자형으로 변형되어 저장된다PRECISION .

‣ Floating-point Data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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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DOUBLE PRECISION

소숫점형식을 표한하는 데이터타입이다 소수부에 대한 정확한 자릿수에 대한 규제가 없는 타입임으.•

로 가변소숫점 소숫점 이하의 데이터가 정확히 표현되어야 할때 타입에서 사용한다( ) .

와 의 유일한 차이점은 저장할수 있는 값의 범위이다FLOAT DOUBLE PRECISION .•

는 정수부 소수부 합해서 자리 은 정수부 소수부 합해서 자리까지FLOAT + 7 , DOUBLE PRECISION + 15•

를 사용해서 입력되는 데이터값을 필터링할수 있다CHECK CONSTRAINTS .•

‣ DATE/TIME/TIMESTAMP DataType
DATE/TIME/TIMESTAMP

세 타입모두 사이즈를 가진다32 bit LongWords .•

• 현재의 날짜를 입력하고 싶은 경우 옵션을 사용하면 시스템의 값을 입력해준다DEFAULT 'now' DATE, TIME .

각 타입간의 변환이 필요할때는 문에서 명령을 사용해서 변환된 값을 얻을수 있다SELECT CAST() .•

를 사용해서 입력되는 데이터값을 필터링 할수 있다CHECK CONSTRAINTS .•

Examples

CREATE TABLE sample ( ORDER_DATE TIMESTAMP DEFAULT 'now' NOT NULL);①

‣ BLOB DataType
BLOB

데이터를 읽고 쓸때는 일반 쿼리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BLOB .•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내에 로 나뉘어서 저장이 되며 를 통해 작업이 이BLOB segment BLOB ID•

루어진다.

사이즈와 시스템의 성능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segment•

최대 지정가능한 사이즈는 킬로바이트 까지 가능하다segment 32 (32,767 bytes) .•

Examples

CREATE TABLE sample ( PHOTO BLOB );①

CREATE TABLE sample ( PHOHO1 BLOB ,②

PHOTO2 BLOB SEGMENT SIZE 512 );

CREATE TABLE sample ( PHOHO1 BLOB ,③

PHOTO2 BLOB SEGMENT SIZE 512,

PHOTO_TEXT BLOB SUB_TYPE 1 );

CREATE TABLE sample ( PHOHO1 BLOB ,④

PHOTO2 BLOB SEGMENT SIZE 512,

PHOTO_TEXT BLOB

SUB_TYPE 1 SEGMENT SIZE 100 CHARACTER SET KS5601 );

일반적인 타입을 생성하는 방법BLOB①

옵션을 주어서 사이즈를 변경시켰다SEGMENT SIZE segment .②

옵션을 이용해서 의 타입을 변경할수 있다 예제에서는 타입으로 설정SUB_TYPE BLOB . TEXT③

과 옵션을 동시에 사용할때는 반드시 의 선언이 먼저 나오SUB_TYPE SEGMENT SIZE SUB_TYPE④

고 그 다음에 옵션이 나와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오류가 발생한다SEGMENT SIZE . .

‣ ARRAY DataType
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타입에서 생성가능BLOB

에는 라는 별도의 데이터타입이 없고 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타입을 형으로FB ARRAY BLOB ARRAY•

선언해서 사용할수 있다.

로 선언된 필드는 개의 필드내에서 로 저장되거나 혹은 라는 것ARRAY 1 single element array s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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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되어서 저장된다.

중 는 사용할수 없다2 ARRAY .•

최대 단위 다중 지정이 가능하다16 ARRAY .•

에서의 는 를 기준으로 한 배열이다 과 같은 특정한 언FB multi-dimension ARRAY ROW . FORTRAN•

어는 을 기준으로 한 정렬을 요구하기도 함으로 필드에 값을 입력할때는 연동되는COLUMN ARRAY

언어가 어떤것을 기반으로 값을 처리하는지 먼저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의 경우 범위를 지정해서 생성할수도 있다 각 범위는 콤마 로 구분된다multi-dimension ARRAY . (,) .•

Examples

CREATE TABLE sample ( CHAR_ARR CHAR(10)[4] );①

CREATE TABLE sample ( CHAR_ARR CHAR(10)[4,5]);②

CREATE TABLE sample ( CHAR_ARR CHAR(10)[4,5,6]);③

CREATE TABLE sample ( CHAR_ARR CHAR(10)[0:3] );④

CREATE TABLE sample ( CHAR_ARR CHAR(10)[0:3, 0:3] );⑤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필드를 생성한다4 ARRAY .①

다중 필드로써 총 개의 개의 엘리먼트가 저장된다 총 개의 값을 저장할수 있음ARRAY 4 ROW, 5 . 20②

다중 필드로써 총 개의 값을 저장할수 있다ARRAY 120 .③

에서 필드의 엘리먼트는 과 의 배열을 지정한것과 동일하다CHAR_ARR 0,1,2,3 0,1,2,3-0,1,2,3 .④⑤

2. CREATE TABLE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는 명령어이다 이 명령에는 대단히 많은 옵션들이 존재하며 기재하는 순서를 반.

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도 있음으로 주의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대부분의 옵션은 구문에서. ALTER TABLE

사용하는 옵션과 거의 유사하다.

SYNTAX‣
(NON BLOB)

BASE CREATE TABLE table_name (

FILE OPTION EXTERNAL [FILE] 'filespec'

MAIN field_name datatype [(length)]

OPTION
COMPUTED BY (calculation)

    DEFAULT { literal | NULL | USER }

CONSTRAINTS
    NOT NULL
    UNIQUE
    CHECK (check_expr)

PK     PRIMARY KEY (field1, field2....)

FK
    FOREIGN KEY field_name REFRENCES other_table.other_field
              ON DELETE <action>
              ON UPDATE <action>

BASE );

SYNTAX‣
(BLOB)

BASE CREATE TABLE table_name (

MAIN
    field_name BLOB
               SUB_TYPE sub_type
               SEGMENT SIZE segment_size

B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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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A TABLE table_name (
생성할 테이블명을 입력한다 모두 대문자로 인식하게 되며 특별하게 소문자로 테이블.

을 만들경우에는 테이블명을 홅따옴표 로 감싸주면된다(‘) .

EXTERNAL [FILE] 'filespec'

메인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외부에 따로 테이블 파일을 생성한다.

반드시 고정길이를 가지는 데이터타입을 사용해야 하며 배열은 사용할수 없다.

외부 파일로 만들어진 테이블의 경우 와 만을 사용할수 있으며INSERT SELECT

와 문은 사용할수 없다UPDATE DELETE .

표준 트랜젝션에 따르지않음으로 시킬수 없다ROLLBACK .

명령시 이 파일은 자동으로 삭제가 되지 않는다DROP TABLE .

field_name datatype (length)
일부 데이터타입의 경우 를 적어주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다Length .

-INTEGER, DATE, TIME

COMPUTED BY (calculation)

필드가 동일또는 다른테이블의 값을 계산해서 입력되는 필드일 경우에 사용한다 내부.

적인 트리거로 처리되며 상호의존성이 추가됨으로 참조되는 필드는 일방적으로 삭제,

될수 없다.

로 지정된 필드는 가 될수 없다COMPUTED BY PK .

ex) COMPUTED BY (table2.salary+table3.day)

DEFAULT {literal | NULL }
입력되는 값이 없을때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본값이다 반드시 문보다 먼저. NOT NULL

와야한다 순서가 바뀌면 에러난다. .

NOT NULL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NULL .

UNIQUE
속성을 추가한다 속성을 가진 필드는 가 될수는 있지만 두 개의UNIQUE . UNIQUE PK

속성이 동시에 세팅이 될수는 없다.

CHECK (check_expr)

입력되는 값에 조건을 부여하여 거부할수 있도록 한다 단 숫자형. , (smaillint, integer

등 데이터타입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ex) CHECK field > 10

입력되는 값이 보다 작으면 입력되지 않는다10 .

PRIMARY KEY (field1, field2....)

로 지정한다 여러개의 필드를 묶어서 하나의 로 만들 수 있다Primary Key . PK

타입은 안된다- BLOB

반드시 이어야 한다- NOT NULL

로 만들어지는 필드는 가 될수없다 - COMPUTED BY PK

FOREIGN KEY field_name

해당 필드의 값을 다른 테이블의 필드값을 참조하도록 로 설정한다FK .

로 지정되는 테이블에 가 주어져야 한다- FK REFERENCES GRANT .

가 되려는 필드는 반드시 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거나- FK PK .(PK UNIQUE)

REFRENCES table2.field2
참조할 다른 테이블과 필드를 지정한다 가운데 점 을 붙여서 테이블과 필드를 구분. (.)

한다.

ON DELETE <action>

참조하는 필드의 값이 삭제되었을때 처리할 명령 내부 트리거 옵션을 정한다 다음의( ) .

옵션 중에서 선택할수 있다 기본값은 이다. NO ACTION .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가장 최근의 값이 보존된다NO ACTION : .

같이 삭제된다CASCADE : .

로 지정한 값이 들어간다SET DEFAULT : DEFAULT .

로 필드의 값을 변경한다SET NULL   : NULL

ON UPDATE <action>
참조하는 필드의 값이 수정되었을때 처리할 명령 내부 트리거 옵션을 정한다 옵션은( ) .

의 옵션과 동일하다ON DELETE .

field_name BLOB

데이터타입이 일 경우에만 사용한다 필드의 경우에는 필드BLOB . BLOB NON BLOB

들에 적용되는 명령을 사COMPUTED BY, DEFAULT, NOT NULL, UNIQUE, CHECK

용할수 없다.

SUB_TYPE sub_type

타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서브타입을 선택할수 있도록 한다 입력하지BLOB .

않았을때는 이 들어가게 된다 옵션은 반드시 보다 먼0 . SUB_TYPE SEGMENT SIZE

저와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에러난다 지원하는 서브타입은 장을 참조하. . DATATYPE

기 바란다.

SEGMENT SIZE segment_size
가 저장되는 세그먼트의 사이즈를 설정한다 설정하지 않았을떄의 기본값은BLOB . 80

가 지정된다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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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해당 테이블을 메인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아닌 별도의 외부 파일로 분리해서EXTERNAL FILE‣
테이블을 생성한다 즉 메인 데이터베이스외에 따로 테이블 파일이 생성된다 이 파일의 형식은. , . ASCII

타입이며 로 만들어진 테이블은 작업상의 많은 제약을 가짐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EXTERNAL FILE

권장하지 않는다.

의 레코드 처리는 문자를 통해서 레코드를 인식하게 된다 문제는EXTERNAL FILE EOL (End Of Line) .‣
운영체제마다 문자가 다른 경우 윈도우의 경우 의 경우 가 발생하게 되EOL ( ₩n, Unix/Linux ₩r₩n)

는데 시스템에 있는 을 윈도우 시스템에서 읽어서 등으로 바로 저장하는Linux EXTERNAL FILE (SMB )

경우 문자가 꼬이게 돼서 데이터베이스가 이것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음으로 주의EOL

해야 한다.

를 사용하여 다른 테이블 필드의 값을 참조할 경우에는 해당 테이블 필드에 대한 접근권REFERENCES / /‣
한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지정가능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디폴트. GRANT .

상태에서는 참조 필드를 생성할 수 없다REFRENCES .

와 필드의 경우 사용할수 있는 옵션이 전혀 다름으로 주의해야 한다BLOB NONE BLOB .‣
명령은 단순히 명령으로 대체시킬수 있다 자기가 편한대로 쓰면된다FOREIGN KEY REFRENCSE ( )‣

특정 속성의 경우 서로 대립되거나 다른 속성이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만 지정할수 있는것들이 있음으로‣
이점에 대해 미리 숙지해야 한다 예 는 반드시 이어야 한다( : PK NOT NULL ).

특정 테이블 필드에 제약조건이나 의존성에 대한 정보는 명령으로 확인할수 있다/ show tables .‣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후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것COMMIT; .‣

Examples

CREATE TABLE item_list ( seq INTEGER,①

title CHAR(150) CHARACTER SET KS5601 );

CREATE TABLE item_list ( EXTERNAL FILE② 'c:₩item_list.txt'

seq INTEGER,

item_name CHAR(150) CHARACTER SET KS5601 );

라는 파일로 테이블을 생성했다 해당 파일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보라c:₩item_list.txt .•

CREATE TABLE order_list ( seq INTEGER,③

price INTEGER,

ea INTEGER DEFAULT '0' NOT NULL ,

sum_price INTEGER COMPUTED BY (PRICE*EA)

);

를 이용해서 다른 필드의 값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값을 채워준다COMPUTED BY .•

CREATE TABLE order_list (seq INTEGER,④

price INTEGER CHECK (price>0) );

를 이용해서 해당 필드의 값을 입력전에 먼저 체크한다CHECK CONSTRAINTS .•

CREATE TABLE order_list ( seq INTEGER,⑤

price INTEGER CHECK (price>0),

eq INTEGER DEFAULT '0' NOT NULL,

sum_price INTEGER COMPUTED BY (PRICE*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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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_num INTEGER DEFAULT '0' NOT NULL,

sum_avg INTEGER COMPUTED BY (PRICE*EA/SELL_NUM)

);

절은 보다 다양한 수식계산이 가능하다COMPUTED BY .•

CREATE TABLE order_list ( seq INTEGER NOT NULL PRIMARY KEY,⑥

order_id VARCHAR(50) REFRENCES member (member_id)

ON UPDATE CASCADE,

ON DELETE NO ACTION,

cash_id VARCHAR(50) UNIQUE,

price INTEGER,

ea INTEGER DEFAULT '0' NOT NULL,

sum_price INTEGER COMPUTED BY (price*ea),

sell_num INTEGER DEFAULT '0' NOT NULL,

sum_avg INTEGER COMPUTED BY (price*ea/sell_num),

reg_date DATE DEFAULT 'NOW' NOT NULL,

FOREIGN KEY (order_id) REFRENCES member (member_id)

ON UPDATE CASCADE,

ON DELETE NO ACTION);

CREATE TABLE order_list ( seq INTEGER NOT NULL PRIMARY KEY,⑦

order_id VARCHAR(50),

cash_id VARCHAR(50) UNIQUE,

price INTEGER,

ea INTEGER DEFAULT '0' NOT NULL,

sum_price INTEGER COMPUTED BY (price*ea),

sell_num INTEGER DEFAULT '0' NOT NULL,

sum_avg INTEGER COMPUTED BY (price*ea/sell_num),

reg_date DATE DEFAULT 'NOW' NOT NULL,

PRIMARY KEY (seq),

FOREIGN KEY (order_id) REFRENCES member (member_id)

ON UPDATE CASCADE,

ON DELETE NO ACTION);

AUTO INCREMENT FIELD‣
자동증가 필드의 경우 에서는 라는 별도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FireBird GENERATOR•

다 의 경우에는 라는 옵션을 주어서 필드를 생성하면 별다른 처리없. (MySQL auto increment

이 해당 필드의 값이 자동증가처리가 되지만 에서는 이에 비해 약간 까다로운 작업이FireBird

필요하다)

자동증가된 값은 테이블이라는 특수한 테이블을 사용하여 증가값들을 처리하는GENERATOR•

방법을 사용한다 테이블에는 가장 최근에 사용한 숫자가 저장되어 있으며 자동. GENERATOR

으로 이 값에서 된 값을 되돌려 주게 된다 주의할점은 개의 필드에 개의+1 . 1 1 GENERATOR

테이블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제대로된 증가값을 얻을수 있음으로 개의 테이블1 GENERATOR

을 여러개의 자동증가 필드에 연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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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s

① CREATE TABLE test_table ( test_field integer );
② CREATE GENERATOR gen_test;
③ INSERT INTO test_table (test_field) VALUES (GEN_ID(gen_test,1));

테이블을 생성하고 라는 필드를 형으로 만든다test_table test_field Integer .①
라는 새로운 를 생성한다gen_test GENERATOR .②
라는 내장함수를 이용해서 로부터 증가값을 가져온gen_id gen_test GENERATOR③

다 이때 이면 자동으로 증가된 값을 가져오고 을 넣으면 이 입력된다. 1 0 Null .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과 해당 필드를 다음과 같이 트리거로GENERATOR•

처리하도록 하면 된다 아래의 예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

Examples

SQL>① CREATE TRIGGER trig_gen_test FOR test_table
CON>② ACTIVE BEFORE INSERT POSITION 0
CON>③ AS BEGIN
CON>④ IF ( test_table.test_field IS NULL) THEN

   CON>⑤ test_table.test_field = GEN_ID(gen_test,1);
CON>⑥ END;

라는 트리거를 용으로 만든다trig_gen_test test_table .①
트리거가 동작하는 시점은 입력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도록 옵션을 정했다.②
트리거 바디의 시작을 알려준다③

의 의 값이 일때 라는 로 부터test_table test_field NULL gen_test GENERATOR④⑤
증가값을 가져와서 넣어준다 이때 맨 마지막에 들어간 세미콜론 은 문이 끝. (;) SQL
났음을 알리는 문자가 아닌 트리거 바디가 끝났음을 알리는 문자이다.
트리거 바디의 끝.⑥

3. ALTER TABLE

기존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명령어로써 다음의 작업을 수행할수 있다.

새로운 필드의 추가‣
기존 필드의 삭제‣
테이블 또는 필드의 제약조건 삭제‣
필드의 이름 데이터타입 포지션의 변경, ,‣

명령을 수행하기전에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먼저 확인하도록 한다 잘못 작업해서 데이터ALTER TABLE .

가 날라가 버리면 아무도 책임 안져준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할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
기존의 스키마들을 백업받아 둔다.‣
해당 필드에 연결된 제약조건 이나 의존성이 있는 경우 이것들을 먼저 해제해야만 정상적인 작업이 가‣
능하다 에서는 이러한 제약조건을 명령으로 확인이 가능함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작업. (FB show tables

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역시 제일 좋은건 가장 최근의 를 참조하면서 작업을 하는것. E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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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명과 데이터타입을 한번에 변경할수 없고 하나씩 순서대로 변경해 나가야 한다, .‣
비문자형 데이터타입을 문자형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문자형은 비문자형으로 변경할수 없다.‣
데이터길이를 줄일수는 없다.‣

SYNTAX‣
(NON BLOB)

BASE ALTER TABLE table_name (

FILE OPTION EXTERNAL [FILE] 'filespec'

MAIN field_name datatype [(length)]

OPTION
COMPUTED BY (calculation)

    DEFAULT { literal | NULL | USER }

CONSTRAINTS
    NOT NULL
    UNIQUE
    CHECK (check_expr)

PK     PRIMARY KEY (field1, field2....)

FK
    FOREIGN KEY field_name REFRENCES other_table.other_field
              ON DELETE <action>
              ON UPDATE <action>

BASE );

SYNTAX‣
(BLOB)

BASE ALTER TABLE table_name (

MAIN
    field_name BLOB
               SUB_TYPE sub_type
               SEGMENT SIZE segment_size

BASE );

Examples

4. DROP TABLE

특정 테이블내의 모든 필드정보 데이터 메타데이타 인덱스 해당 테이블을 기반으로 한 트리거 와 데( , , , )

이터 정보를 삭제한다.

GRANT‣ SYSDBA / OWNER

SYNTAX‣ DROP TABLE table_name ;

다음의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다.‣
트랜젝션이 진행중일때는 트랜젝션 처리가 끝날때까지 삭제할 수 없다.•

다른 테이블에 의해 제약조건에 걸린 경우 프로시저에 걸린 경우에는COMPUTED BY, VIEW, ,•

삭제할수 없다 이 경우에는 걸려있는 다른 테이블의 의존성 참조정보를 먼저 삭제하거나 해. ,

제시켜야만 테이블의 삭제가 가능하다.

로 지정된 필드가 다른 테이블의 로 사용되고 있을때UNIQUE, PRIMARY KEY FOREIGN KEY•

는 삭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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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의 생성시 옵션으로 외부파일로 테이블을 생성시켰을 경우 이 외부 파일은 자동EXTERNAL FILE‣
으로 삭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동으로 이 외부 파일을 삭제시켜 주어야 한다“ ”. .

Examples

DROP TABLE COUNTRY;

5. CREATE DOMAIN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메인이란 이런식의 웹사이트의 주소를 도메인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hani.co.kr

터베이스에서 이야기 하는 도메인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필드의 형식을 미리 정의해 둔것을 의미한다 풀어.

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개의 테이블에서 동일한 타입과 똑같은 형식을 가지는 여러개의 필드를 만들때

무식하게 일일이 구문에서 타이핑을 할수도 있지만 미리 정의들을 집합시켜놓고 이것을CREATE TABLE

불러다가 쓸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다 생성된 도메인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전역정의.

가 된다.

도메인명은 이전에 사용되지 않은 이름으로 정해야 되며 중복되는 이름이 지정될수 없다, .‣
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데이터타입을 사용할수 있다FB .‣

이외의 속성은 사용할수 없다 등은 사용할수 없다DEFAULT, NOT NULL, CHECK, COLLATE . (PK, FK )‣
이나 문에서 으로 지정해서 사용할수 있다CREATE TABLE ALTER TABLE field_name DOMAIN_NAME .‣

GRANT‣ SYSDBA / OWNER

SYNTAX‣

CREATE DOMAIN domain_name [AS] <datatype>

[ DEFAULT {literal | NULL | USER} ]

[ NOT NULL ]

[ CHECK <search_condition> ]

[ COLLATE collation ];

<datatype> 에서 지원하는 모든 데이터타입을 사용가능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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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Descripion

DEFAULT

아무런 값이 입력되지 않았을때 무조건 입력할 값을 정해준다.

특정문자를 입력한다 사용자 지정값literal : .

필드로 처리한다NULL : NULL .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가 입력된다USER : OWNER USER ID .

NOT NULL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주의할점은 값이 로 정의되어 있다면 여기NULL . DEFAULT NULL

다가 다시 을 처리하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NOT NULL .

CHECK

입력되는 값이 정상적인지 체크한다 도메인은 필드의 속성만을 정의하는 것임으로 도메인.

의 정보에는 필드명이란 것이 명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에서 필드명이 명시되어. CHECK

야 하는 부분은 라는 예약어로 대치된다 다음의 조건절들을 사용할수 있다VALUE . .

operator =, <, >, <=, >=, !< , !> , <>, !=

status

[NOT] BETWEEN a AND b

[NOT] LIKE a

[NOT] IN ( a, b, c, d .....)

IS [NOT] NULL

OR, AND

Examples

CREATE TABLE Table1 ( seq INTEGER DEFAULT '1' NOT NULL );①

CREATE DOMAIN DOM_seq AS INTEGER DEFAULT '1' NOT NULL;②

CREATE TABLE Table1 ( seq Dom_seq );③

번과 번으로 통해 만들어진 테이블의 결과는 동일하다 자주 사용되는 컬럼형식.① ②③

을 도메인으로 지정해두면 과 같이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필드의 형식을 지정할 수③

있다 도메인을 사용했을때 얻을수 있는 가장큰 장점은 바로 노가다를 줄여주는것. !

CREATE DOMAIN DOM_custno AS INTEGER CHECK ( VALUE >100);④

CREATE DOMAIN DOM_custno AS INTEGER⑤

DEFAULT '9999' CHECK ( VALUE >1000);

CREATE DOMAIN DOM_prodtype AS VARCHAR(12)⑥

CHECK ( VALUE IN ('software','hardware','other','N/A') );

CREATE DOMAIN DOM_like AS VARCHAR(25)⑦

CHECK ( VALUE LIKE '%, CA');

CREATE DOMAIN DOM_title AS CHAR(50)⑧

CHARACTER SET DOS437 COLLATE PDOX_INTL;

6. ALTER DOMAIN

현재 등록된 도메인의 속성들을 변경하거나 추가한다 에서 실질적인 제약조건문은 뿐임. DOMAIN CHECK

으로 옵션으로 되는 제약조건은 무조건 절로 정의된 부분을 의미한DROP CONSTRAINT DROP CHECK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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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SYSDBA / OWNER

SYNTAX‣

ALTER DOMAIN domain_name {

[ SET DEFAULT {literal | NULL | USER} ]

[ DROP DEFAULT ]

[ ADD [CONSTRAINT] CHECK (<search_condition>) ]

[ DROP CONSTRAINT ]

new_field_name

TYPE data_type

Examples

ALTER DOMAIN DOM_seq SET DEFAULT 9999;①

ALTER DOMAIN DOM_seq TO DOM_neq;②

ALTER DOMAIN DOM_seq TYPE CHAR(20);③

ALTER DOMAIN DOM_seq DROP DEFAULT;④

ALTER DOMAIN DOM_seq ADD CHECK ( VALUE > 8888);⑤

ALTER DOMAIN DOM_seq DROP CONSTRAINT;⑥

7. DROP DOMAIN

생성된 도메인을 삭제하는 명령이다.

삭제하려는 도메인이 현재 실제 다른 테이블에서 필드정의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해당 도메인을 필드정의로 사용하고 있는 필드들을 찾아서 명령으로ALTER TABLE

하나씩 도메인으로 정의된 내용을 변경해 준다음 도메인을 삭제해야 한다.

GRANT‣ SYSDBA / OWNER

SYNTAX‣ DROP DOMAIN domain_name;

Examples

① DROP DOMAIN DOM_seq;

8. GENERATOR

는 자동증가값을 만들어 주기 위한 특수한 테이블로써 최초 사용시 값은 으로 세팅되어 있GENERATOR 0

다 에서 는 유니크한 값을 생성해서 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사. FB GENERATOR PRIMARY KEY

용된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라는 에 현재 이라는 값이 세팅되어 있는데 쿼리나 트리거에GEN_A GENERATOR 1

서 함수로 한번 호출하면 이 에는 인 를 리턴시켜주고 자신은 로 세팅GEN_ID() GENERATOR 1+1=2 2 2

이 된다는 이야기다.

문에서 사용된다SEL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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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SYSDBA / OWNER

SYNTAX‣

CREATE CREATE GENERATOR generator_name;

MODIFY SET generator_name TO integer_value;

DROP DROP GENERATOR generator_name;

VIEW
SHOW GENERATOR; OR

SELECT RDB$GENERATOR_NAME FROM RDB$GENERATORS;

SYS_TABLE RDB$GENERATOR

FUNCTION‣ GEN_ID(generator_name,Interval)

여러개의 테이블에서 동일한 를 사용하게 될 경우 리턴되는 숫자의 간격이 커질수 있음으GENERATOR‣
로 가급적이면 테이블 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1 -1GENERATOR .

에서 현재 저장된 값의 자동증가값을 가져오는 함수는GENERATOR GEN_ID(‣ generator_name,Interval)

이다 은 증가되는 값의 범위를 나타낸다 일 경우 증가되지 않음 일 경우 씩 증가된 값을. Interval . 0 , 1 1

가져옴 기타 숫자를 세팅할수 있다, .

목록에서 인 것들은 에서 사용되는 것들로서 이GENERATOR RDB$SYSTEM_FLAG=1 FB GENERATOR‣
를 삭제하거나 값을 변경시켜서는 안된다.

트리거를 이용한 값의 자동입력 방법은 트리거 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트리거로 필드와GENERATOR .‣
연결했을 경우 이 필드는 다른 의존관계 가 없더라도 해당 트리거를 삭제하기 전까지는 삭제가 되지 않
음으로 주의하도록 한다.

Examples

CREATE GENERATOR GEN_table1;①

SET GENERATOR GEN_table1 TO 100;②

DROP GENERATOR GEN_table1;③

show generator;④

CREATE TRIGGER TRIG_empno FOR employees⑤

BEFORE INSERT POSITION 0 AS

BEGIN

NEW.empno = GEN_ID(GEN_table1, 1);

END;

8. DEPENDENT

9. CONSTRAINTS

10. ETC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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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VIEW
뷰는 한 개 또는 여러개의 테이블의 정보를 재조합하여 그 결과값들로 구성된 논리적인 테이블이다 일반 테이블과.

달리 사용에 있어서 제약이 존재하며 와 로 나뉠수 있다, Read-Only View Updatable-View .

1. CREATE VIEW

GRANT‣ SYSDBA / OWNER

SYNTAX‣ CREATE VIEW view_name [(view_col [ (view_col ...])]

AS <select> [ WITH CHECK OPTION ]

2. ALTER VIEW

GRANT‣ SYSDBA / OWNER

SYNTAX‣

3. DROP VIEW

GRANT‣ SYSDBA / OWNER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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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TRIGGER

트리거란 테이블이나 뷰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나게 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입력 수정 삭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
처리해주는 내부 루틴을 의미한다 트리거의 원래 의미는 방아쇠 라는 뜻으로 뭔가 조건이 되면 빵 하고 방아쇠. ( ~!
를 당긴다는 뜻이다 그래서 트리거가 실행되는 것을 실행된다고 이야기 하지 않고 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한. ~(fire)
다)

트리거가 무식하게 쏘기만 하는것은 아니고 예외상황 을 지정해 두고 이 예외상황을 만나게 되면 트리(Exceptions)
거의 실행이 중지되고 트리거에 의해서 변경된 데이터들은 다시 원상태로 복구된다.

트리거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입력값에 대한 제한을 자동화시켜 사용자가 정확한 값만 입력하도록 유도할수 있다.•

지정된 테이블에 모두 적용이 됨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 테이블이 수정될때 자동으로 연관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수 있음으로 관리가 편리해진다.

트리거는 복잡한 작업을 별도의 쿼리없이 자동화 시켜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내장된 작은 프로그램이,
라고 볼수 있다 에서 나왔던 또한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트리거의 한 종류라고. CREATE TABLE COMPUTED BY
볼수 있다.

트리거는 모드에서 입력할수도 있고 아래와 같이 커맨드를 이용하여 외부 파일에 미리 정의해서 읽어들ISQL input
이게 할수도 있다 복잡한 작업의 경우 외부파일로 미리 등록해두고 읽어들이면 오타도 방지할수 있고 이래저래 편.
리하다.

shell>• isql -input filename database_name;

ISQL>• input filename ;

생성된 트리거의 목록은 명령으로 확인할수 있다show triggers .

ISQL>• show triggers;

트리거는 대단히 유용하지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무한루프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여러개의 트리거들이 서로
엉켜서 무한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트리거는 혼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의 한 부분으로 동작할수도 있고STORED PROCEDURE , STORE
내부에 트리거의 문법들이 그대로 사용됨으로PROCEDURE

메인 트랜젝션이 될 경우 해당 트랜젝션에서의 트리거가 실행되어 변경된 정보들 또한 같이ROLLBACK
처리된다ROLLB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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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EATE TRIGGER

새로운 트리거를 만드는 명령이다 트리거는 부분과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header body .

부에 선언되는 내용header‣
트리거 이름• 18)

트리거가 동작할 테이블의 이름•

트리거가 동작할 시점 조건 쿼리를 만났을때 해당 조건이 시작되기전이냐 후냐를 설정( - )•

부에 선언되는 내용body‣ 19)

로컬 변수와 데이터타입•

과 사이에 프로시져와 트리거 블록BEGIN END•

GRANT‣ SYSDBA / OWNER

SYNTAX‣

CREATE TRIGGER trigger_name FOR {table_name | view_name}

[ACTIVE | INACTIVE]

{AFTER | BEFORE } { DELETE | INSERT | UPDATE }

[POSITION number]

AS <trigger_body>

<trigger_body> [<variable_list>] <block>

<variable_list>
DECLARE VARIABLE variable datatype;

<variable_list>

<block> BEGIN <compound_statement> END

Argument Requirement Description

trigger_name Required 트리거이름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중복되는 이름이 있어서는 안됨,

table_name Required 특정조건을 만났을때 동작하게될 테이블이나 뷰의 이름

ACTIVE | INACTIVE Optional
트리거 조작의 활성화여부를 설정한다 디폴트는. ACTIVE

일 경우에는 트리거가 동작을 하지 않는다INACTIVE .

BEFORE | AFTER Required
조건 쿼리를 만났을때 해당 작업보다 먼저 실행될것인지 아니면 조건 쿼리- -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트리거가 발사될 것인지를 결정

DELETE|INSERT|UPDATE
Required 트리거가 발사될 조건 쿼리의 유형을 결정-

POSITION Optional

여러개의 트리거가 존재할 경우 어떤것을 먼저 실행할것인지 우선순위를 정

한다 까지 지정할수 있고 숫자가 작을 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0~32,767 .

디폴트값은 이며 동일 포지션의 트리거가 있을 경우에는 트리거 이름이0

알파벳 순으로 빠른것을 먼저 실행시킨다.

DECLARE ... Optional

트리거 내에서만 사용하는 임시 변수와 데이터타입을 선언한다 선언절은.

반드시 세미콜론 으로 끝나야 한다(;) .

해당 트리거내에 중복되는 변수명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BLOCK> Required
으로 시작해서 로 끝나게 되며 트리거가 일어나는 조건과 트BEGIN END ,

리거가 실행할 작업의 내용을 이곳에 기술한다.

표 61 명령어의 옵션들] CREATE TRIGGER

18) 트리거의 이름은 해당 데이터베이스내에서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19) 트리거바디는 반드시 세미콜론 으로 종료되어야 한다 모드에서 보자면 세미콜론이 개 트리거종료와 맨마지막 가 들어가게 되는(;) . ISQL 2 ( )

것이다 다른 종결문자를 사용하려면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 SET TE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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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s

① CREATE TRIGGER trig_a FOR account BEFORE UPDATE POSITION 0 AS ....

CREATE TRIGGER trig_b FOR account BEFORE UPDATE POSITION 1 AS ....

CREATE TRIGGER trig_c FOR account BEFORE UPDATE POSITION 2 AS ....

CREATE TRIGGER trig_d FOR account BEFORE UPDATE POSITION 3 AS ....

② CREATE TRIGGER trig_gen_test FOR test_table
ACTIVE BEFORE INSERT POSITION 0 AS
BEGIN
IF ( test_table.test_field IS NULL) THEN

   test_table.test_field = GEN_ID(gen_test,1);
END;

③ CREATE TRIGGER trig_a FOR employee

AFTER UPDATE AS

BEGIN

IF ( old.salary <> new.salary ) THEN

INSERT INTO salary_history (emp_no, change_date, updater_id,

old_salary, percent_change )

VALUES

(old.emp_no, 'now', USER, old.salary, (new.salary-old.salary)*100);

END;

2. ALTER TRIGGER

등록되어 있는 트리거의 정보를 변경하는 명령어이다 크게 정보를 변경하는 것과 부분을. header body
변경하는 것으로 나눌수 있다 기본적인 설명은 에서 했음으로 사용예를 통해서 살펴보. CREATE TRIGGER
도록 하겠다.

Examples

① ALTER TRIGGER save_salary_change INACTIVE;
② ALTER TRIGGER save_salary_change ACTIVE BEFORE UPDATE;
③ ALTER TRIGGER set_cust_no

BEFORE INSERT AS
BEGIN

NEW.cust_no = GEN_ID(cust_no_gen, 1);
INSERT INTO new_customers( NEW.cust_no, TODAY )

END;

3. DROP TRIGGER

트리거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을때 해당 트리거를 삭제한다 트리거가 실행중에 있을때는 삭제할 수.

GRANT‣ SYSDBA / OWNER

SYNTAX‣

ALTER TRIGGER trigger_name

[ACTIVE | INACTIVE]

{AFTER | BEFORE} {DELETE | INSERT | UPDATE}

[POSITION number]

AS <trigger_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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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해당 트리거를 생성한 사람만 삭제할수 있다, .
제약과 같이 시스템에서 정의해서 사용되어지는 트리거들은 이 명령어로 삭제할 수 없고CHECK ALTER
명령어를 이용하여 삭제해야 한다TABLE .

GRANT‣ SYSDBA / OWNER

SYNTAX‣ DROP TRIGGER trigger_name;

Examples

ISQL>DROP TRIGGER TRIG_a;
ISQL>COMMIT;

4. TRIGGER AND VIEW

뷰는 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으로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 실시간성이 필요하다면 트리거를JOIN .
이용하여 뷰테이블의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즉 를. , none-updateble view updatable

로 변경해줄수 있다view .
뷰를 생성하고 여기에 트리거를 붙이는 예를 직접 해보도록 하자.

Examples

CREATE TABLE table1 (①
ColA INTEGER NOT NULL PRIMARY KEY,
ColB VARCHAR(20) );

CREATE TABLE table2 (②
ColA INTEGER NOT NULL REFRENCES table1.ColA ,
ColC VARCHAR(20) );

CREATE VIEW tableView AS③
SELECT table1.ColA, table1.ColB, table2.ColC
FROM table1, table2
WHERE table1.ColA = table2.ColA;

CREATE TRIGGER tableView_delete FOR tableView④
BEFORE DELETE AS
BEGIN

DELETE FROM table1 WHERE ColA = OLD.ColA;
DELETE FROM table2 WHERE ColA = OLD.ColA;

END;

CREATE TRIGGER tableView_update FOR tableView⑤
BEFORE UPDATE AS
BEGIN

UPDATE table1 SET colB=NEW.ColB WHERE ColA = OLD.ColA;
UPDATE table2 SET colC=NEW.ColC WHERE ColA = OLD.ColA;

END;

CREATE TRIGGER tableView_insert FOR tableView⑥
BEFORE INSERT AS
BEGIN

INSERT INTO table1 VALUES (NEW.ColA, NEW.ColB);
INSERT INTO table2 VALUES (NEW.ColA, NEW.Col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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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PROCEDURE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시져라고 부르는 것들은 엄밀히 이야기 하자면 이것을 의미하는 것STORED PROCEDURE (

이다 프로시져 트리거와 메타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기술되어지는 하나의 프로그램 이라고 할) ,

수 있다.

스토어드 프로시져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파라메타값을 입력받거나 계산 쿼리 되어진 값을 되돌려 줄수도 있다( ) .

에서는 파워풀한 데이터관리 작업을 위해 프로시져와 트리거의 모든 내장 함수과 구문들을 사용할수 있다FB

등(IF~THEN~ ELSE, WHILE~DO, FOR SELECT~DO, EXCEPTIONS, ERROR HANDLING )

스토어드 프로시저에는 다음과 같은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2 .

프로시져 어플리케이션에서 테이블이나 뷰에 문을 사용해서 개 또는 여러개의 리SELECT : SELECT 1①

턴값을 되돌려주는 프로시져

프로시져 어플리케이션에서 명령을 바로 호출해서 지정된 프EXECUTABLE : EXECUTE PROCEDURE②

로시져를 실행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호출한 어플리케이션으로의 리턴.

값은 없다.

스토어드 프로시져는 크게 부분과 부분으로 구성된다 트리거의 구성과 유사하다Header Body . ( )

프로시져이름 프로그램으로부터 넘겨받을 인자들 되돌려줄 리턴값이 있을 경우 이것들에Header : , ,①

대한 데이터타입 등의 정의

내부정의 변수가 존재할 경우 이것들에 대한 이름과 데이터타입 실제적으로 작업을 담당 처Body : , -②

리할 메인 프로시저와 트리거 명령들

1. CREATE PROCEDURE

Examples

2. ALTER PROCEDURE

GRANT‣ SYSDBA / OWNER

SYNTAX‣
ALTER PROCEDURE proc_name

[(var datatype [, var datatype....])]

[RETURNS (var datatype [, var datatype....])

GRANT‣ SYSDBA / OWNER

SYNTAX‣

ALTER PROCEDURE proc_name

[(var datatype [, var datatype....])]

[RETURNS (var datatype [, var datatype....])

AS

procedure_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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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s

3. DROP PROCEDURE

Examples

AS

procedure_body;

GRANT‣ SYSDBA / OWNER

SYNTAX‣ DROP PROCEDURE proc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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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INDEX
인덱스는 개 또는 여러개의 필드들을 인덱스화 시켜서 데이터 엑세스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방법이다 특히1 .

를 사용한 조건검색절에 의해 이 필드들이 사용될때 검색속도를 더욱 향상시켜준다WHERE .

1. CREATE INDEX

인덱스를 생성하는 명령어이다.

GRANT‣ SYSDBA / OWNER

SYNTAX‣ CREATE [UNIQUE] [ASC[ENDING] | DESC[ENDING]] INDEX index_name

ON table_name (col [,col....]);

OPTIONS‣

UNIQUE 인덱스로 지정된 컬럼에 중복된 값이 입력 수정되는 것을 방지/

ASC[ENDING] 인덱스를 순차정렬한다 기본값.

DESC[ENDING] 인덱스를 역순정렬한다.

index 인덱스의 이름 인덱스명은 유니크해야 한다, .

table 인덱스를 정의할 테이블명

col 인덱스가 되는 필드리스트

인덱스를 생성할때는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이 있음으로 특히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테이블에 인덱스를 생

성할때는 주의해야 한다.

나 로 선언된 데이터타입에는 인덱스를 생성할수 없다BLOB ARRAY .‣
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미 컬럼내에 중복된 데이터가 존재하거나 값이 존재할 경우에는UNIQUE NULL‣

해당 컬럼들을 이용하여 인덱스를 생성할수 없다.

Tip : To improve index performance, use SET STATICS to recompute index selectivity , or rebuild‣
the index by making it inactive, then active with sequential calls to ALTER INDEX

Examples

CREATE UNIQUE INDEX IDX_prodtype ON project (product, proj_name);①

C② REATE DESC INDEX IDX_change ON SALARY_HISTORY (change_date);

CREATE INDEX IDX_name ON employee (last_name, first_name);③

2. ALTER INDEX

만들어진 인덱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시킨다 다른 오브젝트들과는 달리 인덱스의 구문은 인. ALTER

덱스 내용을 변경할수는 없고 활성 비활성 옵션만 변경시킨다 인덱스의 정보를 변경하려면/ . DROP INDEX

명령으로 인덱스를 삭제시킨후 새로 인덱스를 생성해야만 한다.

GRANT‣ SYSDBA / OWNER

SYNTAX‣ ALTER INDEX index_name { ACTIVE | INA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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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덱스가 사용되고 있을때는 사용이 종료될때까지 기다린 후에 활성화 정보가 변경된다.‣
가 적용되었을 경우 인덱스로 설정된 필드에 구문은UNIQUE, PRIMARY KEY, FOREIGN KEY ( ) ALTER‣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재 생성해야만 한다DROP .

Examples

① ALTER INDEX IDX_name INACTIVE;

② ALTER INDEX IDX_name ACTIVE:

3. DROP INDEX

유저가 생성한 인덱스를 제거한다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고 사용되는 인덱스는 이 명령어로 삭제가 불가.

능하다.

GRANT‣ SYSDBA / OWNER

SYNTAX‣ DROP INDEX index_name;

현재 인덱스가 사용되고 있을때는 사용이 종료될때까지 기다린 후에 인덱스가 삭제된다.‣

Examples

① DROP INDEX IDX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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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USER DEFINE FUNCTIONS
란 말그대로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함수들을 정의할수 있는 기능이다User Define Functions .

실제 의 거의 모든 함수들은 로 정의되어 있다FB UDF .

1. UDF LIBRARY

는UDF fb_install_dir/UDF 폴더안에 저장되어 있다 물론 자신이 파일이 위치하는 절대경로를 직접 적어. (

줄수도 있지만 다른 시스템에서의 호환성 문제나 보안상의 문제들이 발생할수 있음으로 해당 폴더안에 넣

어두는것이 좋다)

는 자주사용되는 함수들을 파일과 파일에 시스템의 경우FB UDF/fbudf.dll ib_udf.dll (Unix/Linux fbudf )

에 정의해 두었다 에는 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들이 정의되어 있고. ib_udf.dll Interbase UDFs FB

용으로 새로 정의된 것들은 에 정의되어 있다fbudf.dll .

파일은 에서 새로 정의된 이고 파일에는 기존 에서 사용하fbudf.sql FB UDF Script ib_udf.sql (Interbase

던것 들이다 이 파일들에는 아래에 설명할 함수들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있음으로 새로 자신) UDF Script .

만의 함수를 제작할 때 이 파일을 참고하는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에 정의된2. IB_UDF.DLL UDF

ABS
절대값을 반환해 준다.

RETURN‣ NUMBE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abs

DOUBLE PRECISION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abs' MODULE_NAME 'ib_udf';

COS
아크코사인이 뭔지 궁금하면 정석이나 해법책을 펼쳐봐라 값을 리턴해준다 출력 가능한 값의ArcCosine ( ) .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을 리턴해준다NaN

RETURN‣ NUMBER (-1~1 OR NaN)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acos

DOUBLE PRECISION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acos' MODULE_NAME 'ib_udf';

ASCII_CHAR
입력된 파라메타 문자의 값을 리턴해준다AS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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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CHA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ascii_char

INTEGER

RETURNS CSTRING(1) FREE_IT

ENTRY_POINT 'IB_UDF_ascii_char' MODULE_NAME 'ib_udf';

ASCII_VAL
입력된 파라메타 문자의 값을 리턴해준다ASCII

RETURN‣ CHA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ascii_val

CHAR(1)

RETURNS INTEGER BY VALUE

ENTRY_POINT 'IB_UDF_ascii_val' MODULE_NAME 'ib_udf';

ASIN
아크사인 값을 리턴해 준다 범위를 벗어난 값일 경우 을 리턴한다ArcSin ( ) . NaN .

RETURN‣ NUMBER (-1~1 OR NaN)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asin

DOUBLE PRECISION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asin' MODULE_NAME 'ib_udf';

ATAN
아크 탄젠트 값을 리턴해 준다ArcTan ( ) .

RETURN‣ NUMBE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atan

DOUBLE PRECISION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atan' MODULE_NAME 'ib_udf';

ATAN2
아크 탄젠트 값을 리턴해 준다 개의 파라메타를 입력할수 있으며 첫 번째 파라메타에 의한 결과ArcTan ( ) . 2

값을 두 번째 파라메타에 의한 결과값으로 나눈 결과값을 리턴해준다.

RETURN‣ NUMBE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atan2

DOUBLE PRECISION, DOUBLE PRECISION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atan2' MODULE_NAME 'ib_udf';

BIN_AND
파라메타로 넘겨진 값의 연산의 결과값을 리턴해준다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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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NUMBE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bin_and

INTEGER, INTEGER

RETURNS INTEGER BY VALUE

ENTRY_POINT 'IB_UDF_bin_and' MODULE_NAME 'ib_udf';

BIN_OR
파라메타로 넘겨진 값의 연산의 결과값을 리턴해준다OR .

RETURN‣ NUMBE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bin_or

INTEGER, INTEGER

RETURNS INTEGER BY VALUE

ENTRY_POINT 'IB_UDF_bin_or' MODULE_NAME 'ib_udf';

BIN_XOR
파라메타로 넘겨진 값의 연산의 결과값을 리턴해준다XOR .

RETURN‣ NUMBE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bin_xor

INTEGER, INTEGER

RETURNS INTEGER BY VALUE

ENTRY_POINT 'IB_UDF_bin_xor' MODULE_NAME 'ib_udf';

BIN_XOR 파라메타로 넘겨진 값의 연산의 결과값을 리턴해준다XOR .

RETURN‣ NUMBE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bin_xor

INTEGER, INTEGER

RETURNS INTEGER BY VALUE

ENTRY_POINT 'IB_UDF_bin_xor' MODULE_NAME 'ib_udf';

CEILING
RETURN‣ NUMBE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ceiling

DOUBLE PRECISION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ceiling' MODULE_NAME 'ib_udf';

COS(x)
의 코사인 값을 반환한다x .

가 이상 이하일 경우에는 오류를 호출하게 되고 값을 반환한다x 263 , -243 _TLOSS NaN .

RETURN‣ NUMBE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cos

DOUBLE PRECISION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cos' MODULE_NAME 'ib_u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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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H(x)
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값을 반환한다x .

가 이상 이하일 경우에는 오류를 호출하게 되고 값을 반환한다x 263 , -243 _TLOSS NaN .

RETURN‣ NUMBE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cosh

DOUBLE PRECISION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cosh' MODULE_NAME 'ib_udf';

COT(x) 코탄젠트 값을 리턴한다.

RETURN‣ NUMBE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cot

DOUBLE PRECISION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cot' MODULE_NAME 'ib_udf';

DIV(x,y) 두 값을 나눈 결과값을 리턴해준다.

RETURN‣ NUMBE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div

INTEGER, INTEGER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div' MODULE_NAME 'ib_udf';

FLOOR(x)
Returns a floating-point value representing the largest integer that is less than or equal

to x

RETURN‣ NUMBE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floor

DOUBLE PRECISION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floor' MODULE_NAME 'ib_udf';

LN(x) 의 값을 리턴해준다x Log .

RETURN‣ NUMBE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ln

DOUBLE PRECISION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ln' MODULE_NAME 'ib_udf';';

LOG(x,y) Logx 의 값을 리턴해준다Y .

RETURN‣ NUMBE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log

DOUBLE PRECISION, DOUBLE PRECISION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log' MODULE_NAME 'ib_u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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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10(x) Returns the logarithm base 10 of the input parameter.

RETURN‣ NUMBE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log10

DOUBLE PRECISION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log10' MODULE_NAME 'ib_udf';

LOWER(s) 소문자로 변경해준다 단 코드에 등록된 문자만 변환해준다. , ASCII .

RETURN‣ STRING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lower

CSTRING(255)

RETURNS CSTRING(255) FREE_IT

ENTRY_POINT 'IB_UDF_lower' MODULE_NAME 'ib_udf';

*LPAD(s,m,n)

Appends the given character to beginning

* of the input string until length of the result

* string becomes equal to the given number.

* Note: This function is NOT limited to

* receiving and returning only 255 characters,

* rather, it can use as long as 32767

* characters which is the limit on an

* INTERBASE character string.

RETURN‣ STRING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lpad

CSTRING(255), INTEGER, CSTRING(1)

RETURNS CSTRING(255) FREE_IT

ENTRY_POINT 'IB_UDF_lpad' MODULE_NAME 'ib_udf';

LTRIM(s) 문자열의 맨 왼쪽에 초함된 공백을 없애준다 문자열의 최대길이는 까지. 32,767

RETURN‣ STRING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ltrim

CSTRING(255)

RETURNS CSTRING(255) FREE_IT

ENTRY_POINT 'IB_UDF_ltrim' MODULE_NAME 'ib_udf';

MOD(x,y) 나머지를 리턴해준다

RETURN‣ DOUBLE PRECISION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mod

INTEGER, INTEGER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mod' MODULE_NAME 'ib_udf';



일반CHAPTER 1. FIREBIRD 62

PI 원주율값을 리턴해준다.

RETURN‣ DOUBLE PRECISION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pi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pi' MODULE_NAME 'ib_udf';

RAND 사이의 임의의 숫자를 리턴해준다0~1

RETURN‣ DOUBLE PRECISION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rand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rand' MODULE_NAME 'ib_udf';

*RPAD(s,m,n)

* Appends the given character to end

* of the input string until length of the result

* string becomes equal to the given number.

* Note: This function is NOT limited to

* receiving and returning only 255 characters,

* rather, it can use as long as 32767

* characters which is the limit on an

* INTERBASE character string.

RETURN‣ STRING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rpad

CSTRING(255), INTEGER, CSTRING(1)

RETURNS CSTRING(255) FREE_IT

ENTRY_POINT 'IB_UDF_rpad' MODULE_NAME 'ib_udf';

RTRIM(s) 문자열의 오른쪽에 있는 공백을 없애준다 문자 까지 처리가능. 32,767

RETURN‣ DOUBLE PRECISION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rtrim

CSTRING(255)

RETURNS CSTRING(255) FREE_IT

ENTRY_POINT 'IB_UDF_rtrim' MODULE_NAME 'ib_udf';

SIGN(x) 음수 양수인지를 판별하여 리턴해준다 음수 양수,0, . ( : -1, : 1)

RETURN‣ INTEGER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sign

DOUBLE PRECISION

RETURNS INTEGER BY VALUE

ENTRY_POINT 'IB_UDF_sign' MODULE_NAME 'ib_u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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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x) 값을 리턴해준다 가 이상 이하일 경우에는 값을 리턴한다SIN . x 263 , -263 NaN .

RETURN‣ DOUBLE PRECISION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sin

DOUBLE PRECISION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sin' MODULE_NAME 'ib_udf';

SINH(x) 하이퍼볼릭 값을 리턴해준다 가 이상 이하일 경우에는 값을 리턴한다SIN . x 263 , -263 NaN .

RETURN‣ DOUBLE PRECISION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sinh

DOUBLE PRECISION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sinh' MODULE_NAME 'ib_udf';

SQRT(x) 제곱근 값을 리턴해준다( ) .√

RETURN‣ DOUBLE PRECISION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sqrt

DOUBLE PRECISION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sqrt' MODULE_NAME 'ib_udf';

STRLEN(s) 입력된 문자열의 문자열 길이를 반환한다.

RETURN‣ STRING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strlen

CSTRING(32767)

RETURNS INTEGER BY VALUE

ENTRY_POINT 'IB_UDF_strlen' MODULE_NAME 'ib_udf';

SUBSTR(s,m,n)
문자의 에서 부터 번째 까지의 문자열만 추출하여 반환한다S m n .

의 길이가 전체 문자열의 길이보다 클경우에는 원래의 문자열이 반환된다n .

의 길이는 까지 가능s 32,767

RETURN‣ STRING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substr

CSTRING(255), SMALLINT, SMALLINT

RETURNS CSTRING(255) FREE_IT

ENTRY_POINT 'IB_UDF_substr' MODULE_NAME 'ib_udf';

*SUBSTRLEN(s,m,n)
문자의 에서 부터 번째 까지의 문자열만 추출하여 반환한다S m n-1 .

의 길이가 전체 문자열의 길이보다 클경우에는 원래의 문자열이 반환된다n .

의 길이는 까지 가능s 32,767

RETURN‣ STRING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substrlen

CSTRING(255), SMALLINT, SMALLINT

RETURNS CSTRING(255) FREE_IT

ENTRY_POINT 'IB_UDF_substrlen' MODULE_NAME 'ib_u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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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x) 탄젠트 값을 리턴해준다 가 이상 이하일 경우에는 값을 리턴한다. x 263 , -263 NaN .

RETURN‣ DOUBLE PRECISION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tan

DOUBLE PRECISION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tan' MODULE_NAME 'ib_udf';

TANH(x) 탄젠트 값을 리턴해준다 가 이상 이하일 경우에는 값을 리턴한다. x 263 , -263 NaN .

RETURN‣ DOUBLE PRECISION

SCRIPT‣
DECLARE EXTERNAL FUNCTION tanh

DOUBLE PRECISION

RETURNS DOUBLE PRECISION BY VALUE

ENTRY_POINT 'IB_UDF_tanh' MODULE_NAME 'ib_udf';

에 정의된3. FBUDF.DLL UDF

--FBUDF_API paramdsc* idNvl(paramdsc* v, paramdsc* v2)

declare external function invl

int by descriptor, int by descriptor

returns int by descriptor

entry_point 'idNvl' module_name 'fbudf';

--FBUDF_API paramdsc* idNvl(paramdsc* v, paramdsc* v2)

declare external function i64nvl

numeric(18,0) by descriptor, numeric(18,0) by descriptor

returns numeric(18,0) by descriptor

entry_point 'idNvl' module_name 'fbudf';

--FBUDF_API paramdsc* idNvl(paramdsc* v, paramdsc* v2)

declare external function dnvl

double precision by descriptor, double precision by descriptor

returns double precision by descriptor

entry_point 'idNvl' module_name 'fbudf';

--FBUDF_API paramdsc* sNvl(paramdsc* v, paramdsc* v2, paramdsc* rc)

declare external function snvl

varchar(100) by descriptor, varchar(100) by descriptor,

varchar(100) by descriptor returns parameter 3

entry_point 'sNvl' module_name 'fbudf';

--FBUDF_API paramdsc* iNullIf(paramdsc* v, paramdsc* v2)

declare external function inul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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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by descriptor, int by descriptor

returns int by descriptor

entry_point 'iNullIf' module_name 'fbudf';

--FBUDF_API paramdsc* dNullIf(paramdsc* v, paramdsc* v2)

declare external function dnullif

double precision by descriptor, double precision by descriptor

returns double precision by descriptor

entry_point 'dNullIf' module_name 'fbudf';

--FBUDF_API paramdsc* iNullIf(paramdsc* v, paramdsc* v2)

declare external function i64nullif

numeric(18,4) by descriptor, numeric(18,4) by descriptor

returns numeric(18,4) by descriptor

entry_point 'iNullIf' module_name 'fbudf';

--FBUDF_API paramdsc* sNullIf(paramdsc* v, paramdsc* v2, paramdsc* rc)

declare external function snullif

varchar(100) by descriptor, varchar(100) by descriptor,

varchar(100) by descriptor returns parameter 3

entry_point 'sNullIf' module_name 'fbudf';

--FBUDF_API char* DOW(ISC_DATE* v, char* rc)

declare external function dow

timestamp,

varchar(15) returns parameter 2

entry_point 'DOW' module_name 'fbudf';

--FBUDF_API char* SDOW(ISC_DATE* v, char* rc)

declare external function sdow

timestamp,

varchar(5) returns parameter 2

entry_point 'SDOW' module_name 'fbudf';

--FBUDF_API paramdsc* right(paramdsc*, short* rl, paramdsc* rc)

declare external function sright

varchar(100) by descriptor, smallint,

varchar(100) by descriptor returns parameter 3

entry_point 'right' module_name 'fbudf';

--FBUDF_API ISC_TIMESTAMP* addDay(ISC_TIMESTAMP* v, int ndays)

declare external function addDay

timestamp, int

returns timestamp

entry_point 'addDay' module_name 'fbu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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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UDF_API ISC_TIMESTAMP* addWeek(ISC_TIMESTAMP* v, int nweeks)

declare external function addWeek

timestamp, int

returns timestamp

entry_point 'addWeek' module_name 'fbudf';

--FBUDF_API ISC_TIMESTAMP* addMonth(ISC_TIMESTAMP* v, int nmonths)

declare external function addMonth

timestamp, int

returns timestamp

entry_point 'addMonth' module_name 'fbudf';

--FBUDF_API ISC_TIMESTAMP* addYear(ISC_TIMESTAMP* v, int nyears)

declare external function addYear

timestamp, int

returns timestamp

entry_point 'addYear' module_name 'fbudf';

--FBUDF_API ISC_TIMESTAMP* addMilliSecond(ISC_TIMESTAMP* v, int nseconds)

declare external function addMilliSecond

timestamp, int

returns timestamp

entry_point 'addMilliSecond' module_name 'fbudf';

--FBUDF_API ISC_TIMESTAMP* addSecond(ISC_TIMESTAMP* v, int nseconds)

declare external function addSecond

timestamp, int

returns timestamp

entry_point 'addSecond' module_name 'fbudf';

--FBUDF_API ISC_TIMESTAMP* addMinute(ISC_TIMESTAMP* v, int nminutes)

declare external function addMinute

timestamp, int

returns timestamp

entry_point 'addMinute' module_name 'fbudf';

--FBUDF_API ISC_TIMESTAMP* addHour(ISC_TIMESTAMP* v, int nhours)

declare external function addHour

timestamp, int

returns timestamp

entry_point 'addHour' module_name 'fbudf';

--It will work only with Win32 until it's ported to another OS.

--FBUDF_API ISC_TIMESTAMP* getExactTimestamp(ISC_TIMESTAMP* rc)

declare external function getExactTimestamp

timestamp returns parame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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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_point 'getExactTimestamp' module_name 'fbudf';

--FBUDF_API paramdsc* fbtruncate(paramdsc* v, paramdsc* rc)

declare external function Truncate

int by descriptor, int by descriptor

returns parameter 2

entry_point 'fbtruncate' module_name 'fbudf';

--FBUDF_API paramdsc* fbtruncate(paramdsc* v, paramdsc* rc)

declare external function i64Truncate

numeric(18) by descriptor, numeric(18) by descriptor

returns parameter 2

entry_point 'fbtruncate' module_name 'fbudf';

--FBUDF_API paramdsc* fbround(paramdsc* v, paramdsc* rc)

declare external function Round

int by descriptor, int by descriptor

returns parameter 2

entry_point 'fbround' module_name 'fbudf';

--FBUDF_API paramdsc* fbround(paramdsc* v, paramdsc* rc)

declare external function i64Round

numeric(18, 4) by descriptor, numeric(18, 4) by descriptor

returns parameter 2

entry_point 'fbround' module_name 'fbudf';

--FBUDF_API paramdsc* power(paramdsc* v, paramdsc* v2, paramdsc* rc)

declare external function dPower

double precision by descriptor, double precision by descriptor,

double precision by descriptor

returns parameter 3

entry_point 'power' module_name 'fbudf';

--FBUDF_API blobcallback* string2blob(paramdsc* v, blobcallback* outblob)

declare external function string2blob

varchar(300) by descriptor,

blob returns parameter 2

entry_point 'string2blob' module_name 'fbu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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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EXCEPTION
프로시저와 트리거가 동작할 때 에러나 동작관련 메시지를 출력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이런 메세지들이.

에서 제공하는 기본 메시지 만으로는 명확한 상태나 대처방법을 사용자에게 알려 주기에 부족한 경우 이 명령을FB

사용하여 자신이 정의한 메시지를 만들어 출력할수 있게 한다.

GRANT‣ SYSDBA / OWNER

SYNTAX‣
CREATE CREATE EXCEPTION exception_name 'message' ;

MODIFY ALTER EXCEPTION exception_name 'new_message';

DROP DROP execption_name;

SYS_TABLE RDB$EXCEPTIONS

USAGE‣
..

WHEN SQLCODE <sqlcode> DO

EXCEPTION <exception_name>;

...

‣ 정의되는 의 이름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다른 과 중복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EXCEPTION EXCEPTION .

에서는 마지막의 세미콜론 을 제거해버린다 상태에서는 사용되는 을 지정할DSQL (;) . ISQL EXCEPTION‣
때 반드시 세미콜론을 마지막에 넣어주어야 한다 문 마지막의 종결문자인 세미콜론 이외에(SQL )

메시지 정의 부분에 들어갈수 있는 문자는 영문자와 숫자 그리고 마침표 를 사용할수 있으며 최대(.) ,‣
글자까지 정의할수 있다78 .

생성된 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역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은 동작에 대한EXCEPTION . EXCEPTION‣
메시지 결과를 토대로 처리됨으로 프로시져와 트리거의 내부에 위치하게 된다WHEN .

에 대한 정보는 를 참고하기 바란다SQLCODE APPENDIX E .‣

Examples

CREATE EXCEPTION unknown_emp_id 'Invalid employee no.';①

CREATE TRIGGER trig_exception②

WHEN SQLCODE -530 DO

EXCEPTION unknown_emp_id;

;

ALTER EXCEPTION unknown_emp_id 'Invalid employee number.';③

DROP EXCEPTION unknown_emp_id;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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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SECURITY

에서는 테이블에 대한 접근권한을 두어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성을 향상시킨다 접근 및 작업의 권한의 설정은 일FB .
반 테이블 뿐만 아니라 뷰 등에도 부여할수 있으며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어도 가, stored procedure , ROLE
능하다 주어진 권한을 없애는 데는 명령어를 사용한다. REVOKE .

1. OVERVIEW

권한 시스템이란 다음에 설명되어진 대상에 작업의 권한을 줌으로써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임의로 접근
해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테이블에 대상으로 권한을 유저 트리거 프로시져SELECT, INSERT, UPDATE, DELETE, REFRENCES , , ,•
뷰에게 할당한다.
뷰를 대상으로 권한을 유저 트리거 프로시져 뷰에게 할당한다SELECT, INSERT, UPDATE, DELETE , , , .•

시스템을 이용해 테이블에 작업을 할수 있는ROLE SELECT, INSERT, UPDATE, DELETE, REFRENCES•
권한을 준다.

시스템을 이용해 뷰에 대해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한다ROLE SELECT, INSERT, UPDATE, DELETE .•
특정 유저에게 을 부여한다 에 작업에 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ROLE . (ROLE )•
유저 트리거 프로시저 뷰가 특정한 프로시저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 , .•

기본적으로 권한의 부여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사람과 만 가능하다 는 데이터베SYSDBA . (SYSDBA
이스 내의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한 접근 작업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작업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진다 단 에는 와 에 대한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 ALL EXECUTE role
않다 따라서 와 에 대한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EXECUTE role .

2. GRANT

작업의 권한을 주는 방법은 를 통해서 그룹단위로 지정해주는 방식과 개별적으로 권한을 지정해주ROLE
는 방식이 있다 을 통한 그룹단위 지정방법은 이어서 설명을 하고 이장에서는 명령어를. ROLE GRANT
이용하여 개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부여하는 권한 중 와 는 필드단위까지 제어가 가능하다UPDATE REFRENCES .
권한을 부여하는 유저는 에 등록된 유저 이외에도 시스템의 파일에security.fdb Unix/Linux /etc/passwd
등록된 유저와 에 등록된 그룹에게도 권한의 부여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etc/group (
가 안감 -_-)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도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쉽게 이해하려면 소스와 타겟의 개념으로GRANT
이해하면 쉽다 타겟이 소스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소스에 접근 작업을 할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령 소스. / .
가 테이블이고 타겟이 뷰일 경우 뷰가 테이블에 대해 읽기 권한이 없다면 뷰는 테이블에서 값을(SELECT) 읽

Privilege Default Access

ALL NO 작업과 를 통한 다른 테이블의 참조기능SELECT, INSERT, UPDATE, DELETE FK

SELECT YES 데이터를 읽을수 있는 권한

INSERT YES 데이터를 쓸수 입력할수 있는 권한( )

UPDATE YES 정보를 수정하는 권한

DELETE YES 데이터를 삭제하는 권한

EXECUTE NO 프로시져를 호출하거나 실행할수 있는 권한

REFRENCES NO 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참조할수 있는 권한FOREIGN KEY

role NO 위의 모든 권한들은 에 기술되어져 을 기반으로 한 권한 관리가 가능하다role r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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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올수 없음으로 권한 에러가 날것이다 마찬가지로 트리거와 프로시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 다.

‣ 테이블의 컬럼단위로 권한을 주는법
테이블 뿐만 아니라 개별 필드에까지 권한을 줄수 있다 필드리스트는 콤마 로 구분해서 쭉 이. (,)

어쓰면 된다.

Examples

GRANT SELECT (contact, phone) ON customer TO PUBLIC;①

‣ 에 권한을 주는법PROCEDURE/TRIGGER/VIEW

어쨌든 프로시져 트리거 뷰도 소스가 되는 테이블 뷰에 대해 작업 권한을 가져야만 소스테이, , , /

블 뷰에 대해 이런저런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

만약 라는 테이블에 대해 작업권한이 없는 트리거가 의 정보를 변경하려 한accounts accounts

다면 권한 에러가 발생할것이다 마찬가지로 프로시져와 뷰에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된다. ( )

GRANT INSERT ON accounts TO PROCEDURE money_transfer;①

GRANR INSERT,UPDATE,DELETE ON accounts TO TRIGGER trig_a;②

GRANT SELECT ON accounts TO VIEW tableView;③

Examples

GRANT SELECT ON departments TO user_name;①
GRANT ALL ON departments TO user_name;②
GRANT REFERENCES ON department(dept_no) TO user_name;③
GRANT INSERT, UPDATE ON department TO user_name;④
GRANT INSERT, UPDATE, DELETE ON customer TO PUBLIC;⑤
GRANT UPDATE (contact, phone) ON customer TO PUBLIC;⑥

GRANT‣ SYSDBA / OWNER

SYNTAX‣

GRANT {<privileges>

ON [TABLE] { tablename | viewname }

TO { <object> | <userlist> | GROUP unix_group }

}

<privileges>

{ ALL | SELECT | DELETE | INSERT |

UPDATE [(col [,col....])] |

REFRENCES [(col [,col....])]

<privileges>

}

<object>

{ PROCEDURE proc_name | TRIGGER trigger_name |

VIEW view_name | PUBLIC

<object>

}

<userlist>
{ [USER] username | rolename | UNIX_User }

<user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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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INSERT, UPDATE ON departments TO kim, lee, park;①

GRANT ALL ON accounts TO PROCEDURE money_transfer;①
GRANT INSERT ON accounts TO PROCEDURE money_transfer;②
GRANT EXECUTE ON accounts TO PROCEDURE money_transfer;③
GRANT EXECUTE ON accounts TO PROCEDURE proc_a, proc_b, proc_c;④

GRANT UPDATE ON table1 TO GROUP unix_group_name;①

으로 권한을 부여할수 있는것은 유저에게만 가능하고 프로시져 트리거 뷰에는PUBLIC , , ROLE,
적용이 불가능하다.

으로 권한을 부여했을때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으로만 가능하다PUBLIC REVOKE PUBLIC .

‣ 작업 권한을 제 자에게 줄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자 할때3

말이 좀 어려운데 내가 라는 유저에게 에 대한 권한을 주었는데 이 라는 유A table SELECT A

저가 내 허락을 맞지 않고 라는 유저에게 자신의 권한 을 줄수 있도록 허용하고 싶다B (SELECT)

면 문장 맨 끝에GRANT WITH GRANT OPTION 이라고만 덧붙여 주면 된다 이 옵션이 없으면.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는 줄수 없고 자신만 사용할수 있게된다.

GRANT SELECT ON departments TO kim WITH GRANT OPTION;

이라는 유저는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나에게서 부여받았다 이 유저kim departments SELECT .

는 이제부터 다른 유저에게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줄수 있게된다departments SELECT .

단 다음의 경우처럼 각각의 권한에 대해 이양여부를 다르게 줄수도 있다, .

GRANT SELECT ON departments TO kim WITH GRANT OPTION;

GRANT INSERT ON departments TO kim;

위의 명령을 주면 은 테이블에 대해 권한은 제 자에게 줄수 있지만kim departments SELECT 3

권한은 줄수가 없게된다INSERT .

3. ROLE

이란 그룹단위로 제어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다수의 유저에 대해 동일한 작업권한을 부여해야ROLE .
할때 일일이 무식하게 권한을 부여하는것이 아니라 개의 을 만들어 두고 해당 유저들에게 이1 ROLE

을 권한 시스템으로 인식하게 해주면 간단하게 작업을 마칠수 있을 것이다ROLE .

Examples

ISQL>① CREATE ROLE role_test;
ISQL>② GRANT SELECT, INSERT, UPDATE, DELETE TO role_test;
ISQL>③ GRANT role_test TO test_user;
ISQL>④ CONNECT sample.fdb USER test_user PASSWORD mypass ROLE role_test ;

문을 이용해서 새로운 을 만든다CREATE ROLE ROLE .①
② 부여해줄 권한 리스트 문을 이용해서 해당 에 세부적인 권한리스트를GRANT TO rolename ROLE
부여한다.

문을 이용해서 해당 을 유저에게 부여한다GRANT rolename TO user ROLE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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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저는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할 때 을 명시해서 로그인한다ROLE .④

4. REVOKE

명령으로 부여한 테이블 뷰에 대한 작업권한을 뺏어오는 명령어이다 개별 테이블에 대해 권한을GRANT , .
뺏는 방법과 에 대해 권한을 뺏는 방법이 있다 자신이 권한을 부여할 때 사용한 방법대로 권한을ROLE .
뺏어오면 된다 기본적인 사용방법은 와 동일하다 다른 점이라면 명령에서는 를 사용. GRANT GRANT TO
했다면 에서는 을 사용하는것 정도REVOKE FROM .

표현에 유의해야 하는데 없애기가 아니라 빼기라는것 즉 명령은 모든 권한을 없앨수도 있지만. , REVOKE
주어진 여러개의 권한중에 특정한 작업권한만 뺏어올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에서도 마찬가. GRANT
지로 적용된다.

‣ 테이블에 대한 권한 빼기
‣ 에 대한 권한 빼기ROLE

‣ 에 대한 권한 뺏기PROCEDURE/TRIGGER/VIEW

‣ 에 대한 권한처리WITH GRANT OPTION

재밌는 내용인데 내가 이라는 유저에게 권한을 주었는데 은 다시 라는 유저(park) kim kim seo

에게 권한을 주었을때 과연 라는 유저의 권한을 뺏어올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seo ?

답은 나와 둘다 명령으로 로부터 그 권한을 뺏어 올수 있다는 것이다kim REVOKE seo .

내가 의 권한을 뺏어버리게 되면 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라는 유저는 계속 테이블kim kim seo

에 대한 작업권한을 가지고 있게 될까 아니면 권한이 소멸되게 될까 답은 권한이 소멸된다는? ?

것이다.

Examples

GRANT‣ SYSDBA / OWNER

SYNTAX‣

REVOKE {<privileges>

ON [TABLE] { tablename | viewname }

FROM { <object> | <userlist> | GROUP unix_group }

}

<privileges>

{ ALL | SELECT | DELETE | INSERT |

UPDATE [(col [,col....])] |

REFRENCES [(col [,col....])]

<privileges>

}

<object>

{ PROCEDURE proc_name | TRIGGER trigger_name |

VIEW view_name | PUBLIC

<object>

}

<userlist>
{ [USER] username | rolename | UNIX_User }

<user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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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SING VIEW

보안을 이야기하는 장에서 뜽금없이 가 튀어나오는 이유는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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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1. CLASSIC-SERVER VS SUPER-SERVER

에는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처리하는 방식이 프로세스냐 쓰레드냐의 차이를 기준으로 크게 개의 아키FB 2

텍쳐가 존재한다 는 프로세스 기반의 처리를 는 쓰레드 단위로 처리를 하. Classic Server , Super Server

게 된다 대량의 접속처리에 있어서 쓰레드 방식이 프로세스 방식보다 다양한 잇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에서 사용할 아키텍쳐를 선택할때는 다음의 차이점들을 기준으로 자신의 작업에 알맞은 것을 선택하기FB

바란다.

리눅스에서는 슈퍼서버는 로 클래식은 로 나뉘어져 배포가 되고 윈도우FirebirdSS , FirebirdCS , 
에서는 설치를 할때 이 두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Classic Server Super Server

동작방식 Process Thread

최적화 OS Windows Linux / Windows

SMP 지원 미지원

원격지원 서비스매니저 기능중 일부만 지원 서비스 매너저 전체 기능 사용가능

처리성능 적은접속자수가 많은 커넥션을 할때 유리 많은 접속자수일때 유리

로컬 접속처리DB
방식으로 로컬데이터베이스Direct I/O

접속시 매우 매우 빠른 접속처리

로컬데이터 베이스 접속일때도 네트웍접속

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윈도우 시스템일(

경우에는 방식을 사용가능 하지Direct I/O

만 보다 빠르게 동작하지는 않는다CS )

2. FUNCTION LIST

문에서 사용되어 특수한 값들을 반환하는데 사용되는 내부 함수이다SELECT .

Function Type Purpose Used

AVG() Aggregate 평균값을 내줌 SELECT

CAST() Conversion
다른 데이터타입간의 연산시 데이터값을 다

른 데이터타입값으로 변환
SELECT

COUNT() Aggregate 레코드의 개수를 출력해줌 SELECT

GEN_ID() Numeric 의 값을 리턴해줌GENERATOR INSERT, UPDATE

MAX() Aggregate 쿼리된 값들중에서 최대값 출력 SELECT

MIN() Aggregate 쿼리된 값들중에서 최소값 출력 SELECT

SUM() Aggregate 쿼리된 값 필드 의 합을 계산( ) SELECT

UPPER() Conversion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경해서 출력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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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QL STATEMENT LIST

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구문들을 제공한다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많FB DCL,DML .

이 사용되는 것들만 기술 하였음으로 빠진 것들이 제법될것이다.

Statement Page Statement Page Statement Page

ALTER DATABASE DECLARE CURSOR EXECUTE

ALTER DOMAIN DECLARE CURSOR(BLOB) EXECUTE IMMEDIATE

ALTER EXCEPTION DECLARE EXTERNAL FUNCTION EXECUTE PROCEDURE

ALTER INDEX DECLARE FILTER FETCH

ALTER PROCEDURE DECLARE STATEMENT FETCH(BLOB)

ALTER TABLE DECLARE TABLE GRANT

ALTER TRIGGER DELETE INSERT

BASED ON DESCRIBE INSERT CURSOR(BLOB)

BEGIN DECLARE SECTION DISCONNECT OPEN

CLOSE DROP DATABASE OPEN(BLOB)

CLOSE(BLOB) DROP DOMAIN PREPARE

COMMIT DROP EXCEPTION REVOKE

CREATE DATABASE DROP EXTERNAL FUNCTION ROLLBACK

CREATE DOMAIN DROP FILTER SELECT

CREATE EXCEPTION DROP INDEX SET DATABASE

CREATE GENERATOR DROP PROCEDURE SET GENERATOR

CREATE INDEX DROP ROLE SET NAMES

CREATE PROCEDURE DROP SHADOW SET SQL DIALECT

CREATE ROLE DROP TRIGGER SET STATISTICS

CREATE SHADOW DROP VIEW SET TRANSECTION

CREATE TABLE END DECLARE SECTION SHOW SQL DIALECT

CREATE TRIGGER EVENT INIT UPDATE

CREATE VIEW EVENT WAIT WHE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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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HANGE TERMINATOR

종결문자란 여러분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세미콜론 을 의미한다 문장이 완전히 끝났으니 실행해(;) . SQL

보라고 알려주는 세미콜론 근데 잘 쓰고 있는 세미콜론을 왜 바꿔. ???

이유가 있다 일반 문장에서는 문장중에 세미콜론이 들어갈 일이 없지만 프로시저와 트리거의 내부. SQL

에는 또다른 완결된 쿼리 문장들이 여러개가 들어갈수 있고 이 내부의 문장들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종결문자로 세미

콜론이 사용된다.

즉 프로시저와 트리거를 복잡하게 짜다 보니 하나의 문장안에 세미콜론이 여러개가 들어가서 어디, SQL

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아보기가 힘들더라 이거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문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결문자를 다른 문자 들 로 잠시 바꿔줌으로 해서 이SQL ( )

런 혼란을 피해보자는 의도이다.

GRANT‣ SYSDBA / OWNER

SYNTAX‣ SET TERM new_terminater;

세미콜론을 대신하는 종결자로 대부분의 경우 를 명시적으로 사용한다 주의할 점은 으로!! . SET TERM

종결문자를 바꾼 후 계속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다시 명령으로 종결문자를 원래 사용하던SET TERM

세미콜론으로 변경해두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다.

실제 이 명령을 사용하는 곳은 프로시저와 트리거 이외에는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mples

SET TERM !!;①

CREATE TRIGGER TRIG_table1 ~~ AS②

③ BEGIN

④ statement;

⑤ statement;

⑥ END!!

SET TERM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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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1. SYSTEM TABLES AND VIEW

시스템 테이블이란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정보들과 릴레이션들이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들이다.

모드에서 작업할 경우 이 시스템테이블이나 뷰를 뒤져볼 일은 거의 없지만 명령을 통해서 해ISQL (show

당 정보들을 모두 볼수 있음으로 쿼리매니저나 기타 테이블의 구조를 읽어와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테)

이블을 직접 뒤적거려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한다.

가령 델파이로 특정테이블 의 필드 리스트를 가져 오고자 할때를 보자면( Table1 )

의 경우[MySQL ]

sql := 'desc Table1';

query.Sql.Add(sql);

query.Open;

query.First;

while not query.Eof do begin

memo1.Lines.Add( query.Fields[0].Value );

end;

의 경우[FB ]

sql := 'SELECT * FROM RDB$RELATION_FIELDS A LEFT JOIN RDB$FIELDS B ON

A.RDB$FIELD_SOURCE=B.RDB$FIELD_NAME

WHERE A.RDB$RELATION_NAME='Table1';

query.Sql.Add(sql);

query.Open;

query.First;

while not query.Eof do begin

memo1.Lines.Add( query.FieldByName('RDB$FIELD_SOURCE').AsString );

end;

와 같이 직접 시스템 테이블을 건드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에서는 다양한 제약과. FB

테이블 필드간의 의존성 시스템을 제공함으로 이것들을 정확하기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테이/

블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고급 사용자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스템테이블과 뷰들에 어떤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건드려도 되는 부분과 건드리면 절대 안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것은 필수적인 지식

이라 할수 있겠다.

에서의 시스템 테이블과 뷰들의 이름은 모두 으로 시작된다FB RDB$ .

상에서 시스템 테이블을 보고자 할때는 다음의 명령을 사용한다ISQL

ISQL> show system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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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Table Description

RDB$CHARACTER_SET 에서 지원하는 언어셑들이 정의되어 있다FB

RDB$COLLATIONS 언어셑들에 따른 정렬순서가 정의되어 있다

RDB$CHECK_CONSTRAINTS 제약이 걸린 테이블과 필드간의 정보가 저장된다CHECK .

RDB$DATABASE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수 있다.

RDB$DEPENDENCIES 참조제약이 걸린 테이블과 필드의 정보들이 저장된다.

RDB$EXCEPTIONS 로 생성된 트리거의 예외정보들이 저장된다CREATE EXCEPTIONS .

RDB$FIELD_DEMENSIONS 로 만들어진 필드의 디맨션 정보가 저장된다ARRAY .

RDB$FIELDS 필드의 정보들이 저장된다.

RDB$FILES

RDB$FILTERS 를 생성했을때 이 필터정보들이 저장된다BLOB FIlter .

RDB$FORMATS

RDB$FUNCTION_ARGUMENTS 에서 정의한 아규먼트들의 정보들이 저장된다UDF .

RDB$FUNCTIONS 정보들이 저장된다UDF .

RDB$GENERATORS 명령으로 만들어진 정보가 저장된다CREATE GENERATOR GENERATOR .

RDB$INDEX_SEGMENTS 정보가 저장된다INDEX, KEY .

RDB$INDICES

RDB$LOG_FILES

RDB$PAGES

RDB$PROCEDURE_PARAMETERS 프로시저에서 사용되는 파라메타 정보들이 저장된다.

RDB$PROCEDURE 명령으로 만들어진 프로시져 정보가 저장된다CREATE PROCEDURE .

RDB$REF_CONSTRAINTS

RDB$RELATION_CONSTRAINTS

RDB$RELATION_FIELDS

RDB$RELATIONS

RDB$ROLES 명령으로 만들어진 정보가 저장된다CREATE ROLE ROLE .

RDB$SECURITY_CLASSES

RDB$TRANSACTIONS

RDB$TRIGGER_MESSAGES

RDB$TRIGGERS 명령으로 만들어진 트리거 정보가 저장된다CREATE TRIGGER .

RDB$TYPES 필드데이터타입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SUBTYPE .

RDB$USER_PRIVILEGES

RDB$VIEW_RELATIONS

RDB$CHECK_CONSTRAINTS
Column Name DataType Length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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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B$DEPENDENCIES
Column Name DataType Length Description

RDB$FIELDS
Column Name DataType Length Description

RDB$FUNCTIONS
Column Name DataType Length Description

RDB$INDEX_SEGMENT
Column Name DataType Length Description

RDB$PROCEDURE
Column Name DataType Length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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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B$RELATION_CONSTRAINTS
Column Name DataType Length Description

RDB$RELATION_FIELDS
Column Name DataType Length Description

RDB$RELATIONS
Column Name DataType Length Description

RDB$TRIGGERS
Column Name DataType Length Description

RDB$TYPES
Column Name DataType Length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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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YSTEM QUERY

시스템 테이블을 이용하여 자주 사용되는 문을 정리해 두었다SQL .

‣ 전체 테이블 리스트를 가져온다.
① SELECT RDB$RELATION_NAME FROM RDB$RELATIONS';
② SELECT RDB$RELATION_NAME FROM RDB$RELATIONS WHERE RDB$SYSTEM_FLAG=0;
③ SELECT RDB$RELATION_NAME FROM RDB$RELATIONS WHERE RDB$SYSTEM_FLAG=1;

사용자가 생성한 테이블과 시스템 테이블을 모두 볼수 있다.①
사용자가 생성한 테이블만 보여준다 명령과 동일한 결과. (show tables )②
시스템테이블만 보여준다 명령과 동일한 결과(show system tables )③

‣ 특정 테이블에 소속된 필드리스트를 가져온다.
출력되는 내용 필드명 필드타입 인지 디폴트값 사이즈 세그먼트사이즈: , , Not Null , , , -BLOB,•

서브타입 언어셑 정보 등등, , COMPUTED BY
출력되지 않는것 이 필드가 인지 인지 제약이 걸렸는지는 안나온다: PK , FK , CHECK•
특정한 값만 알기 위해서라면 대신 테이블의 서브필드들을 지정SELECT * RDB$RELATIONS_FIELDS•
해 주도록 한다.

SELECT *①
FROM RDB$RELATION_FIELDS A LEFT JOIN RDB$FIELDS B ON

A.RDB$FIELD_SOURCE=B.RDB$FIELD_NAME
WHERE A.RDB$RELATION_NAME='TableName'
ORDER BY RDB$FIELD_POSITION;

‣ 특정 테이블 필드가 제약에 걸려있는지 확인/ PK, FK, UNIQUE

SELECT *①
FROM RDB$RELATION_CONSTRAINTS A LEFT JOIN RDB$INDEX_SEGMENTS B ON

A.RDB$INDEX_NAME = B.RDB$INDEX_NAME
WHERE A.RDB$RELATION_NAME='TableName' AND B.RDB$FIELD_NAME='FieldName'

‣ 특정 테이블 필드가 제약에 걸려있는지 확인한다/ CHECK .

SELEC RDB$TRIGGER_SOURCE①
FROM RDB$DEPENDENCIES A LEFT JOIN RDB$TRIGGERS B ON

A.RDB$DEPENDENT_NAME=B.RDB$TRIGGER_NAME
WHERE B.RDB$TRIGGER_TYPE='3' AND A.RDB$DEPENDED_ON_NAME='TableName'

AND A.RDB$FIELD_NAME='FieldName'

D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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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1. CHARACTER SET & COLLATIONS

ID Name Bytes Collation Language Aliases

2 ASCII 1 ASCII English ASCII7, USASCII

56 BIG_5 2 BIG_5 Chinese, Vietnamese, Korean BIG5, DOS_950, WIN_950

50 CYRL 1 CYRL Russian --

50 -- -- DB_RUS Dbase Russian --

50 -- -- PDOX_CYRL Paradox Russian --

10 DOS437 1 DOS437 English USA— DOS_437

10 -- -- DB_DEU437 DBase German --

10 -- -- DB_ESP437 DBase Spanish --

10 -- -- DB_FRA437 DBase French --

10 -- -- DB_FIN437 DBase Finnish --

10 -- -- DB_ITA437 DBase Italian --

10 -- -- DB_NLD437 DBase Dutch --

10 -- -- DB_SVE437 DBase Swedish --

10 -- -- DB_UK437 DBase English UK— --

10 -- -- DB_US437 DBase English USA— --

10 -- -- PDOX_ASCII Paradox ASCII code page --

10 -- -- PDOX_SWEDFIN Paradox Swedish/Finnish
code pages

--

10 -- -- PDOX_INTL Paradox International English
code page

--

9 DOS737 1 DOS737 Greek DOS_737

15 DOS775 1 DOS775 Baltic DOS_775

11 DOS850 1 DOS850 Latin I (no Euro symbol) DOS_850

11 -- -- DB_DEU850 German --

11 -- -- DB_ESP850 Spanish --

11 -- -- DB_FRA850 French --

11 -- -- DB_FRC850 French Canada— --



일반CHAPTER 1. FIREBIRD 83

11 -- -- DB_ITA850 Italian --

11 -- -- DB_NLD850 Dutch --

11 -- -- DB_PTB850 Portuguese Brazil— --

11 -- -- DB_SVE850 Swedish --

11 -- -- DB_UK850 English UK— --

11 -- -- DB_US850 English USA— --

45 DOS852 1 DOS852 Latin II DOS_852

45 -- -- DB_CSY DBase Czech --

45 -- -- DB_PLK DBase Polish --

45 -- -- DB_SLO DBase Slovakian --

45 -- -- PDOX_PLK Paradox Polish --

45 -- -- PDOX_HUN Paradox Hungarian --

45 -- -- PDOX_SLO Paradox Slovakian --

45 -- -- PDOX_CSY Paradox Czech --

46 DOS857 1 DOS857 Turkish DOS_857

46 -- -- DB_TRK DBase Turkish --

16 DOS858 1 DOS858 Latin I + Euro symbol DOS_858

13 DOS860 1 DOS860 Portuguese DOS_860

13 -- -- DB_PTG860 DBase Portuguese --

47 DOS861 1 DOS861 Icelandic DOS_861

47 -- -- PDOX_ISL Paradox Icelandic --

17 DOS862 1 DOS862 Hebrew DOS_862

14 DOS863 1 DOS863 French Canada— DOS_863

14 -- -- DB_FRC863 DBase French Canada— --

18 DOS864 1 DOS864 Arabic DOS_864

12 DOS865 1 DOS865 Nordic DOS_865

12 -- -- DB_DAN865 DBase Danish --

12 -- -- DB_NOR865 DBase Norwegian --

12 -- -- PDOX_NORDAN4 Paradox Norwegian &Danish --

48 DOS866 1 DOS866 Russian DOS_866

49 DOS869 1 DOS869 Modern Greek DOS_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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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UCJ_0208 2 EUCJ_0208 EUC Japanese EUCJ

57 GB_2312 2 GB_2312 Simplified Chinese (Hong
Kong, PRC)

DOS_936, GB2312,
WIN_936

21 ISO8859_1 1 ISO8859_1 Latin 1 ANSI, ISO88591, LATIN1

21 -- -- FR_CA French Canada— --

21 -- -- DA_DA Danish --

21 -- -- DE_DE German --

21 -- -- ES_ES Spanish --

21 -- -- FI_FI Finnish --

21 -- -- FR_FR French --

21 -- -- IS_IS Icelandic --

21 -- -- IT_IT Italian --

21 -- -- NO_NO Norwegian --

21 -- -- DU_NL Dutch --

21 -- -- PT_PT Portuguese --

21 -- -- SV_SV Swedish --

21 -- -- EN_UK English UK— --

21 -- -- EN_US English USA— --

22 ISO8859_2 1 ISO8859_2 Latin 2 Central European—
(Croatian, Czech, Hungarian,
Polish, Romanian, Serbian,
Slovakian, Slovenian)

ISO-8859-2, ISO88592,
LATIN2

22 -- -- CS_CZ Czech --

22 -- -- ISO_HUN Hungarian --

23 ISO8859_3 1 ISO8859_3 Latin3 Southern European—
(Maltese, Esperanto)

ISO-8859-3, ISO88593,
LATIN3

34 ISO8859_4 1 ISO8859_4 Latin 4 Northern European—
(Estonian, Latvian,
Lithuanian, Greenlandic,
Lappish)

ISO-8859-4, ISO88594,
LATIN4

35 ISO8859_5 1 ISO8859_5 Cyrillic (Russian) ISO-8859-5, ISO88595

36 ISO8859_6 1 ISO8859_6 Arabic ISO-8859-6, ISO88596

37 ISO8859_7 1 ISO8859_7 Greek ISO-8859-7, ISO88597

38 ISO8859_8 1 ISO8859_8 Hebrew ISO-8859-8, ISO8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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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ISO8859_9 1 ISO8859_9 Latin 5 ISO-8859-9, ISO88599,
LATIN5

40 ISO8859_13 1 ISO8859_13 Latin 7 Baltic Rim— ISO-8859-13, ISO885913,
LATIN7

44 KSC_5601 2 KSC_5601 Korean (Unified Hangeul) DOS_949, KSC5601,
WIN_949

44 -- -- KSC_DICTIONAR
Y

Korean dictionary order—
collation

--

19 NEXT 1 NEXT NeXTSTEP encoding --

19 -- -- NXT_US English USA— --

19 -- -- NXT_FRA French --

19 -- -- NXT_ITA Italian --

19 -- -- NXT_ESP Spanish --

19 -- -- NXT_DEU German --

0 NONE 1 NONE C o d e p a g e - n e u t r a l .
Uppercasing limited to ASCII
codes 97 122—

--

1 OCTETS 1 OCTETS Binary character BINARY

5 SJIS_0208 2 SJIS_0208 Japanese SJIS

3 UNICODE_FS
S

3 UNICODE_FSS UNICODE SQL_TEXT, UTF-8, UTF8,
UTF_FSS

51 WIN1250 1 WIN1250 ANSI Central European— WIN_1250

51 -- -- PXW_PLK Polish --

51 -- -- PXW_HUN Hungarian --

51 -- -- PXW_CSY Czech --

51 -- -- PXW_HUNDC Hungarian dictionary sort— --

51 -- -- PXW_SLOV Slovakian --

52 WIN1251 1 WIN1251 ANSI--Cyrillic WIN_1251

52 -- -- WIN1251_UA Ukrainian --

52 -- -- PXW_CYRL Paradox Cyrillic (Russian) --

53 WIN1252 1 WIN1252 ANSI Latin I— WIN_1252

53 -- -- PXW_SWEDFIN Swedish &Finnish --

53 -- -- PXW_NORDAN4 Norwegian &Danish --

53 -- -- PXW_INTL English Interna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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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 PXW_INTL850 Paradox Multi-lingual Latin I --

53 -- -- PXW_SPAN Paradox Spanish --

54 WIN1253 1 WIN1253 ANSI Greek WIN_1253

54 -- -- PXW_GREEK Paradox Greek --

55 WIN1254 1 WIN1254 ANSI Turkish WIN_1254

55 -- -- PXW_TURK Paradox Turkish --

58 WIN1255 1 WIN1255 ANSI Hebrew WIN_1255

59 WIN1256 1 WIN1256 ANSI Arabic WIN_1256

60 WIN1257 1 WIN1257 ANSI Baltic WIN_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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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D.

1. SQL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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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E.

1. FIREBIRD CONFIGURATION

의 설정은 가 설치된 폴더의 파일에 기본적인 설정을 저장하고 있다 실제 이 설정 파FB FB firebird.conf .

일을 열어보게 되면 모든 설정 탭들이 주석 으로 처리되어 있는것을 볼수 있는데 설치후 시작되는(#) FB

는 모든 설정들을 시스템 디폴트값을 사용해서 동작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각각 자신의 타.

입에 맞도록 각 탭들을 수정하여 사용람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튜닝 작업을 수행할수 있다.

이 설정값들은 전역값이긴 하지만 일부 값들은 각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마다 설정을 다르게 해 줄수도

있다.

사용하지 않는 값들 시스템 디폴트로 동작하게 할 경우 등등 은 맨 앞에 를 적어두면 주석으로 처리가( ) #

된다.

변경된 설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데몬을 재시작 해주거나 옵션으로 설정을 새로 읽어오도록 해FB -HUP

주어야 한다.

Parameters Value Type Description

Integer 숫자로 입력해준다.

Boolean
0 : False

이외의 모든 숫자는 전부 로 처리됨1 : True (0 True )

String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사용이 가능

List 여러개의 값들을 사용할 경우 값들은 세미콜론 으로 분리하고 전체값을 로 묶는다(;) ‘’

Directory/Path 윈도우시스템에서는 폴더구분을 문자로 에서는 로 구분한다₩ Unix/Linu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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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for all platforms/engines

Tab Name Default Description

RootDirectory Blank 가 설치된 폴더를 지정한다 별도 지정 불필요FB .

DatabaseAccess
None, Full,

Restric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위치하는 폴더들

ExternalFileAccess
None, Full,

Restric
익스터널 테이블들이 위치하는 폴더리스트

UdfAccess

TempDirectories

임시 파일들이 저장되는 위치 디폴트는 설치된 폴더.

세미콜론으로 리스트로 지정가능 사용할 사이즈의 지정가능,

ex) TempDirectories=c:₩temp

TempDirectories=c:₩temp; c:₩temp2

TempDirectories=c:₩temp 1000000

DefaultDbCachePages
SS : 2048

CS : 75
데이터베이스에서 캐싱처리될 페이지의 수

SortMemBlockSize 1048576 정렬을 처리하기 위한 메모리 블럭사이즈

SortMemUpperLimit CS : 8M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할 때 사용할수 있는 메모리 제한

OldParameterOrdering

CompleteBooleanEvalu

ation

DeadlockTimeout 10 단위 초 너무낮게 설정하면 시스템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

MaxUnflushedWrites

MaxUnflushedWriteTim

e

BugcheckAbort

ConnectionTimeout

DummyPacketInterval

RemoteServiceName

RemoteServicePort

RemoteAuxPort

TcpRemoteBufferSize

TcpNoNagle

RemoteBindAddress

LockMemSize

LockSemCount

LockGrantOrder

LockAcquireSpins

LockHashSlots

EventMemSize

Super Server Engine Setting

Tab Name Default Description

CpuAffinityMask

PrioritySwitchDelay

DeadThreadsCollection

PriorityBo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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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for Window Platforms

Tab Name Default Description

GuardianOption

ProcessPriorityLevel

IpcMapSize

IpcName

RemotePipeName

CreateInternalWindow

Setting for Unix/Linux Platforms

Tab Name Default Description

LockSignal

RemoteFileOpenAbility

#######################################

#

# KB to Bytes Conversion table

#

#######################################

#

# KB Bytes KB Bytes

# ---- --------- ---- ---------

# 1 1024 32 32768

# 2 2048 64 65536

# 4 4096 128 131072

# 8 8192 256 262144

# 16 16384 512 524288

#

#######################################

#

# MB to Bytes Conversion table

#

#######################################

#

# MB Bytes MB Bytes MB Bytes

# --- --------- --- ----------- --- -----------

# 1 1048576 64 67108864 448 469762048

# 2 2097152 128 134217728 512 536870912

# 4 4194304 192 201326592 640 671088640

# 8 8388608 256 268435456 768 805306368

# 16 16777216 320 335544320 896 939524096

# 32 33554432 384 402653184 1024 107374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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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F.

1. INTERBASE PUBLIC LICENSE v1.0

1. Definitions.

1.0.1. "Commercial Use" means distribution or otherwise making the Covered Code available to a third party.

1.1. ''Contributor'' means each entity that creates or contributes to the creation of Modifications.

1.2. ''Contributor Version'' means the combination of the Original Code, prior Modifications used by a
Contributor, and the Modifications made by that particular Contributor.

1.3. ''Covered Code'' means the Original Code or Modifications or the combination of the Original Code and
Modifications, in each case including portions thereof.

1.4. ''Electronic Distribution Mechanism'' means a mechanism generally accepted in the software development
community for the electronic transfer of data.

1.5. ''Executable'' means Covered Code in any form other than Source Code.

1.6. ''Initial Developer'' means the individual or entity identified as the Initial Developer in the Source Code
notice required by Exhibit A.

1.7. ''Larger Work'' means a work which combines Covered Code or portions thereof with code not governed
by the terms of this License.

1.8. ''License'' means this document.

1.8.1. "Licensable" means having the right to grant,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whether at the time of the
initial grant or subsequently acquired, any and all of the rights conveyed herein.

1.9. ''Modifications'' means any addition to or deletion from the substance or structure of either the Original
Code or any previous Modifications. When Covered Code is released as a series of files, a Modification
is:

A. Any addition to or deletion from the contents of a file containing Original Code or previous Modifications.

B. Any new file that contains any part of the Original Code or previous Modifications.

1.10. ''Original Code'' means Source Code of computer software code which is described in the Source Code
notice required by Exhibit A as Original Code, and which, at the time of its release under this License is
not already Covered Code governed by this License.

1.10.1. "Patent Claims" means any patent claim(s), now owned or hereafter acquir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method, process, and apparatus claims, in any patent Licensable by grantor.

1.11. ''Source Code'' means the preferred form of the Covered Code for making modifications to it, including
all modules it contains, plus any associated interface definition files, scripts used to control compilation
and installation of an Executable, or source code differential comparisons against either the Original Code
or another well known, available Covered Code of the Contributor's choice. The Source Code can be in a
compressed or archival form, provided the appropriate decompression or de-archiving software is widely
available for no charge.

1.12. "You'' (or "Your") means an individual or a legal entity exercising rights under, and complying with all of
the terms of, this License or a future version of this License issued under Section 6.1. For legal entities,
"You'' includes any entity which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You.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 "control'' means (a) the power, direct or indirect, to cause the direction or
management of such entity, whether by contract or otherwise, or (b) ownership of more than fifty percent
(50%) of the outstanding shares or beneficial ownership of such entity.

2. Source Cod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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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The Initial Developer Grant.

The Initial Developer hereby grants You a world-wide, royalty-free, non-exclusive license, subject to thi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claims:

(a) und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ther than patent or trademark) Licensable by Initial Developer to use,
reproduce, modify, display, perform, sublicense and distribute the Original Code (or portions thereof) with
or without Modifications, and/or as part of a Larger Work; and

(b) under Patents Claims infringed by the making, using or selling of Original Code, to make, have made, use,
practice, sell, and offer for sale, and/or otherwise dispose of the Original Code (or portions thereof).

(c) the licenses granted in this Section 2.1(a) and (b) are effective on the date Initial Developer first distributes
Original Code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d) Notwithstanding Section 2.1(b) above, no patent license is granted: 1) for code that You delete from the
Original Code; 2) separate from the Original Code; or 3) for infringements caused by: i) the modification of
the Original Code or ii) the combination of the Original Code with other software or devices.

2.2. Contributor Grant.

Subject to thi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claims,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You a world-wide,
royalty-free, non-exclusive license

(a) und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ther than patent or trademark) Licensable by Contributor, to use,
reproduce, modify, display, perform, sublicense and distribute the Modifications created by such Contributor
(or portions thereof) either on an unmodified basis, with other Modifications, as Covered Code and/or as
part of a Larger Work; and

(b) under Patent Claims infringed by the making, using, or selling of Modifications made by that Contributor
either alone and/or in combination with its Contributor Version (or portions of such combination), to make,
use, sell, offer for sale, have made, and/or otherwise dispose of: 1) Modifications made by that Contributor
(or portions thereof); and 2) the combination of Modifications made by that Contributor with its Contributor
Version (or portions of such combination).

(c) the licenses granted in Sections 2.2(a) and 2.2(b) are effective on the date Contributor first makes
Commercial Use of the Covered Code.

(d) Notwithstanding Section 2.2(b) above, no patent license is granted: 1) for any code that Contributor has
deleted from the Contributor Version; 2) separate from the Contributor Version; 3) for infringements caused
by: i) third party modifications of Contributor Version or ii) the combination of Modifications made by that
Contributor with other software (except as part of the Contributor Version) or other devices; or 4) under
Patent Claims infringed by Covered Code in the absence of Modifications made by that Contributor.

3. Distribution Obligations.

3.1. Application of License.

The Modifications which You create or to which You contribute are governed by the terms of this Licens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Section 2.2. The Source Code version of Covered Code may be distributed only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or a future version of this License released under Section 6.1, and You must
include a copy of this License with every copy of the Source Code You distribute. You may not offer or
impose any terms on any Source Code version that alters or restricts the applicable version of this License or
the recipients' rights hereunder. However, You may include an additional document offering the additional rights
described in Section 3.5.

3.2. Availability of Source Code.

Any Modification which You create or to which You contribute must be made available in Source Code form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either on the same media as an Executable version or via an accepted
Electronic Distribution Mechanism to anyone to whom you made an Executable version available; and if made
available via Electronic Distribution Mechanism, must remain available for at least twelve (12) months after the
date it initially became available, or at least six (6) months after a subsequent version of that particular
Modification has been made available to such recipients. You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Source
Code version remains available even if the Electronic Distribution Mechanism is maintained by a third party.

3.3. Description of Mod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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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must cause all Covered Code to which You contribute to contain a file documenting the changes You
made to create that Covered Code and the date of any change. You must include a prominent statement that
the Modification is deriv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Original Code provided by the Initial Developer and
including the name of the Initial Developer in (a) the Source Code, and (b) in any notice in an Executable
version or related documentation in which You describe the origin or ownership of the Covered Code.

3.4.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a) Third Party Claims.

If Contributor has knowledge that a license under a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required to
exercise the rights granted by such Contributor under Sections 2.1 or 2.2, Contributor must include a text file
with the Source Code distribution titled "LEGAL'' which describes the claim and the party making the claim in
sufficient detail that a recipient will know whom to contact. If Contributor obtains such knowledge after the
Modification is made available as described in Section 3.2, Contributor shall promptly modify the LEGAL file in
all copies Contributor makes available thereafter and shall take other steps (such as notifying appropriate
mailing lists or newsgroups) reasonably calculated to inform those who received the Covered Code that new
knowledge has been obtained.

(b) Contributor APIs.

If Contributor's Modifications include a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nd Contributor has knowledge of
patent licenses which are reasonably necessary to implement that API, Contributor must also include this
information in the LEGAL file.

(c) Representations.

Contributor represents that, except as disclosed pursuant to Section 3.4(a) above, Contributor believes that
Contributor's Modifications are Contributor's original creation(s) and/or Contributor has sufficient rights to grant
the rights conveyed by this License.

3.5. Required Notices.

You must duplicate the notice in Exhibit A in each file of the Source Code. If it is not possible to put such
notice in a particular Source Code file due to its structure, then You must include such notice in a location
(such as a relevant directory) where a user would be likely to look for such a notice. If You created one or
more Modification(s) You may add your name as a Contributor to the notice described in Exhibit A. You must
also duplicate this License in any documentation for the Source Code where You describe recipients' rights or
ownership rights relating to Covered Code. You may choose to offer, and to charge a fee for, warranty,
support, indemnity or liability obligations to one or more recipients of Covered Code. However, You may do so
only on Your own behalf, and not on behalf of the Initial Developer or any Contributor. You must make it
absolutely clear than any such warranty, support, indemnity or liability obligation is offered by You alone, and
You hereby agree to indemnify the Initial Developer and every Contributor for any liability incurred by the Initial
Developer or such Contributor as a result of warranty, support, indemnity or liability terms You offer.

3.6. Distribution of Executable Versions.

You may distribute Covered Code in Executable form only if the requirements of Section 3.1-3.5 have been
met for that Covered Code, and if You include a notice stating that the Source Code version of the Covered
Code is available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including a description of how and where You have fulfilled
the obligations of Section 3.2. The notice must be conspicuously included in any notice in an Executable
version, related documentation or collateral in which You describe recipients' rights relating to the Covered
Code. You may distribute the Executable version of Covered Code or ownership rights under a license of Your
choice, which may contain terms different from this License, provided that You ar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License and that the license for the Executable version does not attempt to limit or alter the
recipient's rights in the Source Code version from the rights set forth in this License. If You distribute the
Executable version under a different license You must make it absolutely clear that any terms which differ from
this License are offered by You alone, not by the Initial Developer or any Contributor. You hereby agree to
indemnify the Initial Developer and every Contributor for any liability incurred by the Initial Developer or such
Contributor as a result of any such terms You offer.

3.7. Larger Works.

You may create a Larger Work by combining Covered Code with other code not governed by the terms of this
License and distribute the Larger Work as a single product. In such a case, You must make sure the
requirements of this License are fulfilled for the Covered Code.

4. Inability to Comply Due to Statute or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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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t is impossible for You to comply with any of the terms of this License with respect to some or all of the
Covered Code due to statute, judicial order, or regulation then You must: (a) comply with the terms of this
License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and (b) describe the limitations and the code they affect. Such
description must be included in the LEGAL file described in Section 3.4 and must be included with all
distributions of the Source Code. Except to the extent prohibited by statute or regulation, such description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for a recipient of ordinary skill to be able to understand it.

5. Application of this License.

This License applies to code to which the Initial Developer has attached the notice in Exhibit A and to related
Covered Code.

6. Versions of the License.

6.1. New Versions.

Inprise Corporation (''Inprise'') may publish revised and/or new versions of the License from time to time. Each
version will be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6.2. Effect of New Versions.

Once Covered Code has been published under a particular version of the License, You may always continue to
use it under the terms of that version. You may also choose to use such Covered Code under the terms of
any subsequent version of the License published by Inprise. No one other than Inprise has the right to modify
the terms applicable to Covered Code created under this License.

6.3. Derivative Works.

If You create or use a modified version of this License (which you may only do in order to apply it to code
which is not already Covered Code governed by this License), You must (a) rename Your license so that the
phrases ''Mozilla'', ''MOZILLAPL'', ''MOZPL'', ''Netscape'', "MPL", ''NPL", "InterBase", "Inprise", "Borland'' or any
confusingly similar phrase do not appear in your license (except to note that your license differs from this
License) and (b) otherwise make it clear that Your version of the license contains terms which differ from the
Mozilla Public License and Netscape Public License. (Filling in the name of the Initial Developer, Original Code
or Contributor in the notice described in Exhibit A shall not of themselves be deemed to be modifications of
this License.)

6.4 Origin of the InterBase Public License.

The InterBase public license is based on the Mozilla Public License V 1.1 with the following changes:

The license is published by Inprise Corporation. Only Inprise Corporation can modify the terms applicable to
Covered Code.
The license can be modified and used for code which is not already governed by this license. Modified
versions of the license must be renamed to avoid confusion with Netscape’s or Inprise’s license and must
include a description of changes from the InterBase Public License.
The name of the license in Exhibit A is the "InterBase Public License".
The reference to an alternative license in Exhibit A has been removed.
Amendments I, II, III, V, and VI have been deleted.
Exhibit A, Netscape Public License has been deleted
A new amendment (II) has been added, describing the required and restricted rights to use the trademarks of
Inprise Corporation.

7. DISCLAIMER OF WARRANTY.

COVERED CODE IS PROVIDED UNDER THIS LICENSE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ITHER EXPRESSED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WARRANTIES THAT THE COVERED
CODE IS FREE OF DEFECTS, MERCHANTABLE, FIT FOR A PARTICULAR PURPOSE OR NON-INFRINGING. THE
ENTIRE RISK AS TO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THE COVERED CODE IS WITH YOU. SHOULD ANY
COVERED CODE PROVE DEFECTIVE IN ANY RESPECT, YOU (NOT THE INITIAL DEVELOPER OR ANY OTHER
CONTRIBUTOR) ASSUME THE COST OF ANY NECESSARY SERVICING, REPAIR OR CORRECTION. THIS
DISCLAIMER OF WARRANTY CONSTITUTES AN ESSENTIAL PART OF THIS LICENSE. NO USE OF ANY COVERED
CODE IS AUTHORIZED HEREUNDER EXCEPT UNDER THIS DISCLAIMER.

8. TERMINATION.

8.1. This License and the rights granted hereunder will terminate automatically if You fail to comply with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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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in and fail to cure such breach within 30 days of becoming aware of the breach. All sublicenses to
the Covered Code which are properly granted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is License. Provisions
which, by their nature, must remain in effect beyond the termination of this License shall survive.

8.2. If You initiate litigation by asserting a patent infringement claim (excluding declaratory judgment actions)
against Initial Developer or a Contributor (the Initial Developer or Contributor against whom You file such
action is referred to as "Participant") alleging that:

(a) such Participant's Contributor Version directly or indirectly infringes any patent, then any and all rights
granted by such Participant to You under Sections 2.1 and/or 2.2 of this License shall, upon 60 days
notice from Participant terminate prospectively, unless if within 60 days after receipt of notice You either:
(i) agree in writing to pay Participant a mutually agreeable reasonable royalty for Your past and future use
of Modifications made by such Participant, or (ii) withdraw Your litigation claim with respect to the
Contributor Version against such Participant. If within 60 days of notice, a reasonable royalty and payment
arrangement are not mutually agreed upon in writing by the parties or the litigation claim is not withdrawn,
the rights granted by Participant to You under Sections 2.1 and/or 2.2 automatically terminate at the
expiration of the 60 day notice period specified above.

(b) any software, hardware, or device, other than such Participant's Contributor Version, directly or indirectly
infringes any patent, then any rights granted to You by such Participant under Sections 2.1(b) and 2.2(b)
are revoked effective as of the date You first made, used, sold, distributed, or had made, Modifications
made by that Participant.

8.3. If You assert a patent infringement claim against Participant alleging that such Participant's Contributor
Version directly or indirectly infringes any patent where such claim is resolved (such as by license or
settlement) prior to the initiation 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then the reasonable value of the licenses
granted by such Participant under Sections 2.1 or 2.2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amount or value of any payment or license.

8.4. In the event of termination under Sections 8.1 or 8.2 above, all end user license agreements (excluding
distributors and resellers) which have been validly granted by You or any distributor hereunder prior to
termination shall survive termination.

9. LIMITATION OF LIABILITY.

UNDER NO CIRCUMSTANCES AND UNDER NO LEGAL THEORY, WHETHER TORT (INCLUDING NEGLIGENCE),
CONTRACT, OR OTHERWISE, SHALL YOU, THE INITIAL DEVELOPER, ANY OTHER CONTRIBUTOR, OR ANY
DISTRIBUTOR OF COVERED CODE, OR ANY SUPPLIER OF ANY OF SUCH PARTIES, BE LIABLE TO ANY
PERSON FOR ANY INDIRECT,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OF ANY CHARACTER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DAMAGES FOR LOSS OF GOODWILL, WORK STOPPAGE, COMPUTER
FAILURE OR MALFUNCTION, OR ANY AND ALL OTHER COMMERCIAL DAMAGES OR LOSSES, EVEN IF SUCH
PARTY SHALL HAVE BEEN INFORM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THIS LIMITATION OF
LIABILITY SHALL NOT APPLY TO LIABILITY FOR DEATH OR PERSONAL INJURY RESULTING FROM SUCH
PARTY'S NEGLIGENCE TO THE EXTENT APPLICABLE LAW PROHIBITS SUCH LIMITATION. SOME JURISDICTIONS
DO NOT ALLOW THE EXCLUSION OR LIMITATION OF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SO THIS
EXCLUSION AND LIMITATION MAY NOT APPLY TO YOU.

10. U.S. GOVERNMENT END USERS.

The Covered Code is a ''commercial item,'' as that term is defined in 48 C.F.R. 2.101 (Oct. 1995), consisting
of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and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documentation,'' as such terms are
used in 48 C.F.R. 12.212 (Sept. 1995). Consistent with 48 C.F.R. 12.212 and 48 C.F.R. 227.7202-1 through
227.7202-4 (June 1995), all U.S. Government End Users acquire Covered Code with only those rights set forth
herein.

11. MISCELLANEOUS.

This License represents the complete agreement concerning subject matter hereof. If any provision of this
License is held to be unenforceable, such provision shall be reformed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make it
enforceable. This License shall be governed by Georgia law provisions (except to the extent applicable law, if
any, provides otherwise), excluding its conflict-of-law provisions. With respect to disputes in which at least one
party is a citizen of, or an entity chartered or registered to do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y
litigation relating to this License shall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Federal Courts of the Northern District
of Georgia and/or the state courts of Gwinnett County, Georgia, with the losing party responsible for cost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court costs and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expenses. The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s expressly excluded. Any law or
regulation which provides that the language of a contract shall be construed against the drafter shall not apply
to thi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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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ESPONSIBILITY FOR CLAIMS.

As between Initial Developer and the Contributors, each party is responsible for claims and damages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out of its utilization of rights under this License and You agree to work with Initial
Developer and Contributors to distribute such responsibility on an equitable basis. Nothing herein is intended or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ny admission of liability.

13. MULTIPLE-LICENSED CODE.

Initial Developer may designate portions of the Covered Code as "Multiple-Licensed". "Multiple-Licensed" means
that the Initial Developer permits you to utilize portions of the Covered Code under Your choice of the
InterBase Public License or the alternative licenses, if any, specified by the Initial Developer in the file
described in Exhibit A.

EXHIBIT A - InterBase Public License.

``The contents of this file are subject to the InterBase Public License Version 1.0 (the "License");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You may obtain a copy of the License at
http://www.interbase.com/IPL.html

Software distributed under the Licens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right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The Original Code was created by InterBase Software Corp and its successors.

Portions created by Borland/Inprise are Copyright (C) Borland/Inprise. All Rights Reserved.

Contributor(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MENDMENTS

I. InterBase and logo. This License does not grant any rights to use the trademarks "InterBase'', "Java" or
"JavaScript" even if such marks are included in the Original Code or Modifications.

II. Trademark Usage.

II.1. Advertising Materials. All advertising materials mentioning features or use of the covered Code must display
the following acknowledgement: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Inprise Corporation. "

II.2. Endorsements. The names "InterBase," "Inprise," and "Borland" must not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Contributor Versions or Larger Work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InterBase.

II.3. Product Names. Contributor Versions and Larger Works may not be called "InterBase" or "InterBase" nor
may the word "InterBase" appear in their name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In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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