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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데이터베이스 SQL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하여 연구하 다. 실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데

이터베이스 응용 사례를 로그래  할 수 있도록 학부 학생들에게 SQL을 교육하기 에는 한정된 교육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부 학생들에게 은 량의 강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실무  응용이 가능한 수

의 SQL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강의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교육에서 단히 요하다. 

본 논문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응용 사례를 유형화하고, 그 유형에 응하는 SQL 패턴을 제안하 다. SQL 

패턴의 수가 몇 개 되지 않음으로 학부 학생들에게 효과 인 SQL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paper researched to improve the educational achievements in Database SQL education. In practice, it is not possible to taste 

all the cases required at database field within the given class times. Therefore we analyzed out the key issues that students must 

learn for database education, and provided SQL patterns matching to the issues.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is approach, we 

programmed practical requirements with those SQL patterns under a hypothetical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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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데이터베이스 교과목은 컴퓨터를 공하는 학생들

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핵심 교과목 의 하나이

다. 다른 핵심 교과목들도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학생

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은 많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 으로 데이터베이스 지식

을 가르쳐야 좋은지 데이터베이스 교육자라면 구나 

한번 고민해 보았을 것이다. 물론 지능 수 이 높고 

학업에 한 의욕이 높은 학생들이라면 많은 내용을

가르친다고 해도 자율 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배워 

나가겠지만 부분의 일반수  학생들은 범 가 많아

지면 학습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한 규모의 학습

량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에게 데이터베이스 언어 인 

SQL을 교육할 때, 효과 인 교육 방법에 하여 연

구하 다. 부분의 데이터베이스 교육자들은 SQL을 

교육할 때, 교재에 따라 문법이나 기본 사례를 교육하

고 추가 인 내용은 과제를 통하여 습득하도록 유도

하는 형 인 교육방법을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교

육 방법은 학생들의 수 이나 시 의 발 에 따라 같

이 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게 생각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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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기술의 발 과 사회의 진보에 따라 과목마다 가

르쳐야 할 내용은  많아지고 있고, 학생 개개인들

도 심을 가지는 분야들이  더 많아지고 있음으

로 인해, 학생들이 처럼 최선을 다하여 모든 과목

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  능력

이 뛰어난 우수한 학생들에게도 정량의 지식을 

한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하물며 보통 지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

시키기 해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할 지식수   지

식의 양을 조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 일반 인 데이터베이스 교육 방법은 교재의 순

서에 따라 교재의 내용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재 시 의 데이터베이스 교재를 분석해 

보았는데 부분의 교재들은 지식의 나열 형식으로 교

재가 구성되어 있고[1-3], SQL 분야도 역시 SQL 언어

의 수학  배경과 SQL 문법에 한 지식 나열 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재로 교육을 하게 되

면, SQL에 한 지식은 충분히 배우겠지만 실무에서 

SQL 로그래 을 해서 필요한 업무 콘텍스트

(Context)별 SQL 언어의 응용 방법에 한 이해가 부

족하여 실무능력을 배우기 해서는 추가 으로 많은 

훈련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짧은 

시간 내에 실무 으로 활용 가능한 SQL 언어를 교육

시키기 한 강의 커리큘럼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

문의 핵심은 데이터 리 업무 콘텍스트 유형을 먼  

분류하고, 분류한 콘텍스트 유형에 따라 SQL을 패턴

화 한다. 이 게 가르치고자 하는 기술내용의 범 를 

체계화하고, 기술내용 별로 해당 SQL 패턴을 응시

키는 방법을 통하면, 짧은 시간 내에 실무 으로 활용 

가능한 SQL 로그래  능력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2장에서는 재 시 에 리 사용되는 데이터베이

스 교재를 검토해보고, 3장에서 교육해야 할 기술내용

과 해당 기술 내용별 SQL패턴을 제안한다. 4장에서

는 실무에서 요구되는 가상의 요구사항을 활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련 연구

에서 언 한 것처럼 시 에 매되는 부분의 

데이터베이스 교재들은 SQL 언어에 한 수학  배

경에 한 지식이나, SQL 문법에 한 지식을 나열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1-3]. 물론 이러한 교재들이 

이론서이고 데이터베이스 개념에 한 지식을 가르치

는데 을 두고 있음으로 인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지만, 학생들에게 실무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은 비단 데이터베이스 

교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교과목에서도 같은 상

황에 처해 있는 것이 재 학 교육의 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학에서는 실무능력을 배양시

키기 하여 로젝트 형 교과목의 개설, 로젝트 형 

과제의 부과, 산업체 장 인턴십의 용 등, 실무와 

련된 교과목을 추가 으로 개설하거나 교과과정 개편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추가 인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그

러나 앞에서 언 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학습

을 요구하는 것이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오히

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음을 추정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학에서 교과과정 커리큘럼을 개발할 때는 

학생들에게 정량의 교육 범  내에서 실무능력을 

함께 배양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SQL 패턴의 제안

본 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데 필요한 기술 

내용을 분류하고 그 기술 내용별 SQL 패턴을 제안한

다. 그 게 함으로서 배워야 할 SQL 내용이 많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으로 활용 가능한 SQL 지식

을 갖추게 될 수 있다.

3.1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해서 필요한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해서 SQL 로그래머가 알

아야 할 기술 내용은 크게 다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상호 련된 이웃 데이터의 탐색 방법 : 계

형 데이터베이스는 ER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데이

터 문맥 구조를 표 한다. 어떤 데이터들은 이웃하여 

연결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들은 서로 련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단계의 이웃을 걸쳐 연결이 되어 있다. 

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호 련된 데이터를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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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는 이러한 데이터 연결 구조를 이해하고 연

결 구조를 따라 탐색해 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4].

(2) 용량 데이터의 동시 검색을 한 테이블 핸

들링 방법 : 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특

징은 계 수로 설명되는 조건 검색 시, 조건에 맞는 

다수의 데이터가 동시에 검색되는 것이다[5]. 이러한 

용량 데이터를 검색하기 하여 테이블의 합성에 

한 다양한 기술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

(3) 복잡한 검색 논리를 구 하기 한 언어의 블

록 구조화 방법 : SQL 언어도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

로 언어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구조 으

로 잘 사용하기 해서는 언어를 블록 구조화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4)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보장을 한 방법 : 데이

터베이스 변경을 한 SQL을 사용 시 반드시 유념해

야 할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에 한 사항이다

[6]. 물론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데이터베

이스 무결성을 보장하기 하여 정규화를 충분히 검

토하 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SQL 로그래머가 데이

터베이스 무결성을 해치지 않는 조건에서만 무결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실제 으로 무결성에 가장 큰 향

을 주는 것은 SQL 로그램의 용 시에 발생하게 

됨으로 데이터베이스 변경을 한 SQL 사용 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2 데이터구조 네비게이션 능력 배양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요한 이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서로 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러

한 데이터테이블들을 연속하여 탐색해가는 능력을 갖

추는 것이다. 이것은 멀티미디어 하이퍼텍스트와 같은 

기능과 유사한데[7], 연결된 테이블들을 하나씩 계속 

추 해 가는 방법으로 검색을 진행하는 기술이다. 이

러한 기술을 습득하기 해서는 다음 그림 1 패턴을 

숙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select

from

where predicate(complicated);

그림 1. 복합 조건식 패턴
Fig. 1 Complicated logic pattern

3.3 데이터 테이블 합성 능력 배양

데이터 검색에 있어서  다른 요한 이슈는 계

형 수에 따라 조건에 합당한 규모 데이터를 동시

에 검색하는 것이다. 규모 데이터를 다루기 해서

는 테이블의 합성과 분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SQL의 조인문을 이

용하여 실  가능하다. 조인문은 조인 조건에 따라 여

러 가지의 조인문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실제 실무에

서 조인문을 활용하기 해서는 모든 조인문이 필요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용량 데이터 검색을 하여 

필요한 SQL 패턴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select

from tableA inner join tableB on A.attribute = 

B.attribute

where predicate(simple);

그림 2. 조인문 패턴
Fig. 2 Join statement pattern

3.4 데이터베이스 언어 구조화 능력 배양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겠지만 SQL도 하나의 언어임으

로 언어를 조직 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언어를 조직화 

시키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일반 컴퓨터 언

어와 달리 SQL 언어는 구조화를 한 언어 도구가 충분

하지 않고 구조화를 시켜야 할 정도로 로그램도 길지

도 않기 때문에 구조화에 그 게 신경 쓸 필요 까지는 

없다. 하지만 복잡한 논리를 요구하는 검색식의 경우, 블

록화 된 SQL을 사용하면 SQL을 이해하는데 훨씬 간편

할 수 있다[9]. 다른 여러 가지 블록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보편 으로 활용하기 하여 다음 그림 3과 

같은 Nested SQL 패턴을 제안한다.

select

from 

where predicate(simple) in select 

      from

      where predicate(simple) select

             from

   where predicate(simple);

그림 3. 내장 SQL 패턴
Fig. 3 Nested-SQL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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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요인에 한 이해 배양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무결성에 한 이야기

를 많이 듣게 되는데 실제 무결성에 한 경험을 겪

지 않은 상태에서 무결성 이야기는 그 게 피부에 와 

닫지 않는다[10]. 이러한 문제는 실제 SQL언어를 배

울 때도 언어의 문법을 익히기에 하여 SQL 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무결성에 하여 별로 감지하지 

못하고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SQL을 사용하여 데이

터베이스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패턴화 하여 변경패

턴을 만들어 이해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생각된다.

3.5.1 데이터 추가를 한 언어 패턴

데이터 추가를 해서는 해당 테이블뿐 만 아니라 

연결된 이웃 테이블에 련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는 

가 확인 후 데이터를 추가해야 한다. 그 지 않은 경

우 어떠한 연유로 련되어 있었던 데이터와 새로 추

가된 데이터가 복되어 련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림 4는 데이터 추가를 한 SQL 패턴이다.

if conditions for integration <> select

                 from tables

                 where predicate

then insert

     into table-name

     values(,,,);

그림 4. 데이터 추가를 한 무결성 검사 패턴
Fig. 4 Data integration check pattern for data insert

3.5.2 데이터 갱신을 한 언어 패턴

데이터 갱신을 해서는 먼  갱신하고자 하는 데이

터가 키인가 아닌가를 그림 5의 무결성 조건 검사를 통

하여 같이 확인해야 한다. 만일, 키라고 한다면 기존의 

연결 고리가 흐트러지게 되고 결국 데이터의 연결 상태

가 문제가 되어 무결성에 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update

set new data

where predicate;

그림 5. 데이터 갱신을 한 무결성 검사 패턴
Fig. 5 Data integration check pattern for data update

3.5.3 데이터 삭제를 한 언어 패턴

데이터 삭제를 해서는 연결된 이웃 데이터가 남

아 있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경우, 연결된 데이터를 

하여 재 데이터를 삭제하지 말고 남겨두어야 한다. 

그림 6에서 삭제와 련된 무결성 조건 검사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if conditions for integration <> select

                 from tables

                 where predicate

then delete

     from tables

     where predicate

그림 6. 데이터 삭제를 한 무결성 검사 패턴
Fig. 6 Data integration check pattern for data delete

Ⅳ. SQL 강좌 사례

본 논문에서는 학 도서 에서 학생들에게 도서 

출을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도서  자체 으로 구축

하 다고 가정하고 그림 7, 일반  도서  업무를 처

리하고자 할 때, 에서 언 한 기술 내용을 습득한 

학생이 도서  업무 처리 요구사항을 로그래  가

능할 것인가 검증해 본다.

그림 7. 도서  데이터베이스 ER 다이어그램
Fig. 7 ER diagram for the library database

4.1 특정한 학생이 빌려본 도서의 목록을 검색

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주로 발생하는 트랜잭션으

로 특정한 학생, 를 들면 “홍길동”이 출해간 도서

를 모두 검색하는 트랜잭션을 로그램 하고자 할 때, 

이러한 검색은 3개의 서로 연결된 테이블을 모두 검

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조인문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3개의 

테이블을 탐색하는 형식으로 로그래 하는 것이 효

과 이다. 3개의 테이블을 탐색하는 패턴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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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래 하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select book.title

from student, borrow, book

where student.name=”Hong Gildong” 

      and student.number=borrow.st_no 

      and borrow.book_no = book.number;

그림 8. 복합 조건식 패턴 사례
Fig. 8 A complicated logic pattern example

4.2 다수의 도서를 출해간 학생들의 명단

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라는 제목을 가진 도서가 

도서 에 20권 이상 비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 도

서들을 빌려간 학생들을 모두 검색하고자 할 때, 각각

의 도서를 검색하고 그 도서를 빌려간 학생을 한 명

씩, 한 명씩 검색하는 것 보다는 테이블들을 통합하여 

검색하는 것이 더 효과 이다. 이와 같이 조건에 검색

되는 데이터가 복수 개 존재할 때, 검색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법이 조인문이다. 조인문을 사용하

는 방법은 다음 그림 9와 같다.

select student.name

from (student inner join borrow 

     on student.number=borrow.st_no) 

     inner join book 

     on borrow.book_no=book.number

where book.title=”database”;

그림 9. 조인문 패턴 사례
Fig. 9 A join statement pattern example

4.3 복잡한 검색조건의 로그래  방법

를 들어 “철학”책을 빌린 학생들이 주로 빌리는 책

들은 무슨 책인가와 같이 복잡한 검색을 수행하고자 할 

때, 주어진 조건 사이에 선후 계가 존재하기도 하고, 

조건 자체도 2개 이상으로 복잡함으로 인해 복잡한 조건

을 하나의 문장으로 나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복잡한 조건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블록화 된 로그래

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 시키기 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Nested SQL이다. Nested SQL을 사용하여 

로그래 하면 다음 그림 10과 같다.

select book.title

from (student inner join borrow 

      on student.number=borrow.st_no) 

      inner join book 

      on borrow.book_no=book.number

where student.name in select student.name

from (student inner join borrow 

      on student.number=borrow.st_no) 

      inner join book

      on borrow.book_no=book.number

where book.title=”philosophy”;

그림 10. 내장 SQL 패턴 사례
Fig. 10 A nested-SQL pattern example

4.4 데이터의 삭제, 갱신, 추가 로그래

특정한 학생의 졸업, 혹은 특정한 서 의 분실 등

으로 인하여 학생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혹은 특정한 

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 이러한 데이터와 련

된 출 데이터는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신입

생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신규도서의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 잘못된 키 정보를 

삽입하게 되면, 신규 데이터 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출된 이 있었던 것으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삭제, 갱신, 변경 시에는 그

림 11과 같이 반드시 연결된 데이터에 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8].

if null <> select name

            from student

            where number=”3003”

then insert

     into student

     values (“3003”, ”Hong Gildong”,

  ”010-0120-2345”);

그림 11. 데이터 추가를 한 무결성 검사 패턴
Fig. 11 A Data integration check pattern for data insert 

exampl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는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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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효과 으로 데이터베이스 SQL 강의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커리큘럼에 하여 알아보았다. 주어진 

학사일정 시간 내에 실무  능력을 갖춘 SQL 로그

래머를 양성하기 하여 실무  상황에 알맞도록 

SQL을 패턴화하여 제안하 다. 이러한 SQL 패턴을 

배웠을 때 실제로 실무에서 응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하여 도서  업무라는 가상의 실무조건을 설정하고 

제안한 SQL 패턴을 이용하여 도서  업무를 처리하

여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SQL 커리큘럼

이 단지 몇 개의 SQL 패턴을 이용하여 다양한 실무 

로그래 이 가능함을 보임으로서, 제안한 커리큘럼

의 효용성을 확인하 다.

따라서 제안한 커리큘럼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데이

터베이스 SQL 강의를 수행할 경우, 학습량이 폭 축소

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교육 효과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재 제안한 커리큘럼이 

실제 학생들의 강의에 직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 커리큘럼이 의 커리큘럼이라든가 여타 다른 

커리큘럼에 비하여 얼마나 더 효율이 좋은가는 검토해본 

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좀 더 실화시키기 해

서는 제안한 커리큘럼을 실제 학생들에게 용시킨 사례

의 효율 분석할 필요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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