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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긴이 머리말 }

책 내용 중에도 나오지만, PL/SQL은 Oracle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SQL을 확
장한 절차적 언어(Procedural Language)를 뜻합니다. 그리고 OS 플랫폼에 관계없
이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
내/외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품 중에서 Oracle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과
위상을 생각해보면, 애플리케이션 SQL 개발자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에게 PL/
SQL이라는 도구가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를 보며 여러 권의 PL/SQL 기술 서적을 접해 보았지
만, 초급 SQL 개발자에게 가장 필요한 책을 꼽아보라는 요청이 온다면 저는 주저
없이 이 책을 꼽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Oracle이라는 방대한 범주 안에서
PL/SQL이라는 언어에 접근하기 위한 길을 대단히 쉽게 풀어내고 있는 데다가, 개
발자에게 필요한 실전 예제나 고급 테크닉, Oracle 아키텍처 등의 정보들까지도 빠
짐없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자에 대한 다양한 조언과 배려는 저술
에 참여하신 일본 어시스트 교육부의 집필진들이 Oracle에 관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SQL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Oracle 개발자 혹은 관리자를 꿈꾸
고 있거나, 이미 일선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PL/SQL 오브젝트(프로시저/함수(펑
션)/패키지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PL/SQL 코딩의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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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선 좋은 책의 번역 기
회를 주시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 주신 제이펍의 장성두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또한, 번역서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교정에 힘써 주신 이주원 님께도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퇴근 후나 주말의 번역 작업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
했음에도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아내와 사랑하는 딸 예진이에게
언제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역자 안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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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 머리말 }

평소 Oracle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우리 저자들은 “어떻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
는가?”를 항상 고민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사들에게 영원한 숙제라
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난해한 것으로 알려진 Oracle 기술을 쉽게 이해시
킬 최고의 방법을 항상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구문이나 조작법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런 조작을 하는 것인
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와 같은 배경을 전달하는 것도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Oracle의 기능과 구문을 단순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응용하
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PL/SQL에 국한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책을 쓰는데 있어서도 위와 같은 콘셉트로 집필했습니다.
책 내용 중 하나의 표현을 고를 때도 PL/SQL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저자들끼리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완독했을 때 우리들의 ‘알기 쉽게 전달하자’는 목적을 느낄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네 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NTRODUCTION, 처음 만나는 PL/SQL’에서는 PL/SQL 프로그램의 샘플을 실제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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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고 PL/SQL은 무엇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요를 소개합니다.
‘기초편, PL/SQL 블록의 기초 문법’에서는 PL/SQL의 장점과 기본 구문을 소개합니다.

PL/SQL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먼저 이 기초편의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전편, Stored 프로그램 실전 활용’에서는 프로시저와 트리거 등 운영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을 소개합니다. PL/SQL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실전편부터 학습하
셔도 좋습니다.
‘응용편, PL/SQL 심화 응용 테크닉’에서는 PL/SQL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테

크닉들을 소개합니다. 이미 PL/SQL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께도 분명 도움
이 될 정보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Oracle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교육 중 질문을 자주
받는 내용이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기
능 설명으로 끝내지 않고, 칼럼에서 추가로 조금 매니악한 내용과 Oracle의 아키텍처
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등 기술적으로도 깊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책 전반에 걸쳐 다수의 사용 예제를 게재하였습니다. 샘플 스크립트도 준비되
어 있으므로 반드시 따라 하면서 학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직접 프로그
램을 작성해보아야 이해도도 올라가고 새로운 발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목표는 Oracle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독자 여러분의 원활한 첫
걸음을 돕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은 뒤 독자 여러분의 업무에서 Oracle을 적극 활용
할 수 있기를 몹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Oracle 스킬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반드시 어시스트 교육장으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이 여러분과의 만남을 즐겁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집필의 기회를 주신 SB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의 오카모토 신고님
과, 집필하면서 수고를 끼쳐 드린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어시스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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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을 때의 주의 사항 및 전제 조건을 여기에 기재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독자
이제부터 PL/SQL을 사용하려는 초보자에서 PL/SQL을 기초부터 다시 확실히 공
부하고 싶은 경험자까지 다양한 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 SQL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책에 대응하는 Oracle 버전
이 책의 내용은 Oracle 10g R10.1부터 Oracle 12c R12.1까지의 버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 버전에서의 신기능에 대해서는 대상 버전의 마크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위 버전에서의 대안도 가능한 게재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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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코드 다운로드 방법
이 책에 게시된 모든 예제는 독자 여러분의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예제 코드
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예제 코드 다운로드 페이지
URL https://github.com/Jpub/OraclePLSQL

또한, 예제를 실행에는 실행 환경의 설정이 필요합니다(샘플 오브젝트의 작성 등). 자세
한 내용은 301쪽의 ‘APPENDIX 01 환경 설정과 샘플 오브젝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예제 실행 시의 주의점
DML문이나 DDL문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실행한 상태로 예제를 실행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ML문의 경우에는 롤백 처리를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서식 표기에 대해서
서식 표현은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합니다.
• <문자열> ： 임의의 값을 대입
•[A]

：A는 생략 가능

• { A | B } ：A 또는 B 둘 중 한쪽을 선택
•n

： 수치 지정

•_

： 디폴트 값

•  12.1

： 지정

버전부터의 신기능(좌측 표시의 경우, Oracle 12c R12.1부터의 신기
능)입니다. 본문 중에서는 ‘Oracle 12c R12.1’과 같이 버전 릴리즈를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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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데이터 딕셔너리 뷰를 표시합니다.
▼

COLUMN

: 보충 설명. 알아두면 편리한 지식을 소개합니다.

매뉴얼 다운로드
이 책에서 소개한 각 매뉴얼은 Oracle 테크놀로지 네트워크(OTN) 사이트에서 무료
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PL/SQL에 대해서는 아래의 매뉴얼들을 참조하기 바랍
니다.
• PL/SQL Packages and Types Reference
• PL/SQL Language Reference
• Reference
• Developer’s Guide
※ 위 매뉴얼 명칭은 Oracle 12c R12.1 버전 기준입니다. Oracle 버전에 따라 명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Oracle 테크놀로지 네트워크
URL http://www.oracle.com/technetwork/kr/index.html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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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리더 후기 }

김종욱(KAIST)

이 책은 실습을 바탕으로 하여 Oracle PL/SQL에 입문할 수 있게 해주는 서적으로
써, Oracle PL/SQL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이 공부하기에 진입 장벽이 낮고 어려움
이 없는 훌륭한 책입니다. 무엇보다 PL/SQL의 기본 문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고급
어휘까지 친절히 설명하고 있으며, 책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매끄럽고 부드러운 문
체로 초심자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저술되어 있습
니다. 초급자, 중급자는 물론이고 Oracle PL/SQL을 다루려는 모든 사람이 이해하
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책을 쓰기 위한 저자와 번역가, 그리고 편집자의 노력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책이었습니다. 예제 역시 각 장의 흐름에 맞게 잘 구성되었습니
다. 나아가 독자 스스로 PL/SQL문을 실습하며 실력을 향상해 나갈 수 있는 학습 환
경을 제공하고 있어, 향후 필드에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승광(플랜티넷)

PL/SQL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낯선 단어일 수도 있지만, Stored 프로시저, 함수,
패키지는 많이 들어봤을 듯합니다. 막연하게만 알던 Oracle PL/SQL에 대해서 무척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어, DBA가 만든 패키지나 함수를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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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지헌(이노트리)

정말 꼼꼼하다 싶을 만큼 과정을 차근히 진행하면서 PL/SQL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주의해야 할 점들을 조목조목 짚어줍니다. 책 구성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Appendix(부록)였는데, 본문에서 다룬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해두어 PL/SQL을 이
해하는 데 한층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다룬 내용을 깔끔히 요약 정
리한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이상현(SI 개발자)

PL/SQL 프로그래밍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에 마침 이 책을 베타
리딩할 기회가 생겼네요. 전반적으로 SQL 쿼리를 제외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
다. 예제 코드와 부록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초, 중급자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책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빈(연세대학교)

PL/SQL이 처음이신 분들에게 그야말로 적격인 책입니다! SQL에 대해서 잘 모르더
라도 책 내용을 충실히 따른다면 PL/SQL의 매력에 빠질 것입니다. 그만큼 전반적
으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쓰인 책입니다. PL/SQL 실무자도 다시 읽어보
신다면 기초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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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처음 만나는 PL/SQL
이제 PL/SQL의 학습을 시작합니다만, 이 장에서는 아직 PL/SQL의 구문 등에 대
해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PL/SQL을 실제로 실행해보고 그 분
위기를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PL/SQL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 준비 및 프로그
램 작성에 관한 원칙 등 PL/SQL의 실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도 설명하므로 PL/SQL
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프로그램 실행까지의 기초를 확실히 습득하도록
합시다.
우선 ‘PL/SQL을 실행해보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 SQL*Plus를 사용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이하 Oracle)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책의 샘플 프로
그램※도 대부분 SQL*Plus에서 실행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비주얼 베이직 등)에서도 SQL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직접 SQL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PL/SQL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Oracle이 설치된 환경을 구축할 수 없는 분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Oracle 평가판을
다운로드하여 실습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주세요. 반드시 실제로 PL/SQL을 실행
해보고 결과를 확인해 가면서 내용을 익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 샘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01쪽의 ‘APPENDIX 01 환경 설정과 샘플 오브젝트’를 참조해주십시오.

우선 실행해보자!
PL/SQL※이란, Oracle의 독자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PL/SQL을 사용하면
기존의 SQL만으로는 불가능한 복잡한 처리(절차적 처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PL/SQL을 처음 배우는 사람으로써는 아직 감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Introduction 처음 만나는 PL/SQL

1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앞으로 많은 샘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천천히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책을 다 읽을 때쯤에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지금은 우선 PL/SQL
을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PL/SQL은 ‘Procedural Language Extensions to SQL’의 약어입니다.

Oracle에 SQL*Plus로 로그인했다면 바로 리스트 00-01을 실행해봅니다.
리스트 00-01 처음 만나는 PL/SQL

SQL> set serveroutput on
SQL>
SQL> BEGIN
2
DBMS_OUTPUT.PUT_LINE('OK');
3 END;
4 /
OK

➊

➋

PL/SQL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리스트 00-01의 마지막에 ‘PL/SQL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
지가 출력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OK’라는 문자열만을 표시하는 매우 간단한
내용이지만, PL/SQL의 정상적인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DBMS_OUTPUT.PUT_LINE(➋)은 PL/SQL을 디버깅(Debugging)할 때 SQL*Plus
화면에 문자열을 표시하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DBMS_OUTPU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79쪽에서 설명하겠지만, 앞으로도 샘플 스크립트에서 자주 언급할 내용이
므로 여기서 사용법을 확실히 기억해둡시다. 아울러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사
전에 SQL*Plus 환경 변수 SERVEROUTPUT을 ‘ON’으로 해두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
기 바랍니다(로그아웃할 때까지 ‘ON’상태는 유지됩니다)(➊).
서식

DBMS_OUTPUT.PUT_LINE

DBMS_OUTPUT.PUT_LINE(<출력 대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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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각 처리마다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세미콜론)’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스트 00-01에서는 DBMS_
OUTPUT 기술 내용 마지막에 ‘;’를 넣어서 문장의 종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개중
에는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잊지 말고 문장의 마지막에 ‘;’을 넣을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SQL*Plus에서 PL/SQL을 수행할 때는 소스 코드의 마지막 라인의
다음 라인에 ‘/(슬래시)’를 넣습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두도록 합니다.

에디터의 사용
SQL*Plus에서 PL/SQL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은 리스트 00-01과 같이
프로그램이 매우 간단하고 짧을 경우에는 바람직하지만, 소스 코드가 복잡해지면 쉽
게 편집할 수 없기 때문에 무척 불편합니다.
따라서 SQL*Plus에서 PL/SQL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에디터 기능을 사용합니다.
윈도우즈(Windows)의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편집이
무척 편리해지며, 프로그램을 파일에 저장한 후에 여러 번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에디터를 사용하려면 다음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 1. 에디터를 시작한다
SQL*Plus에서 EDIT 커맨드※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면 에디터가 시작됩니다.
서식

에디터를 시작한다

EDIT <파일명>
※ EDIT는 ED로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00-01은 윈도우즈 환경에서의 실행 예입니다. 파일명은 sample1
으로 합시다. ED 명령을 실행하면 메모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ntroduction 처음 만나는 PL/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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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01 에디터의 시작

● 2.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에디터가 시작되면 PL/SQL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파일명을 정해
서 저장합니다. 여기서는 리스트 00-01와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작성한 뒤, 파일
이름을 sample1으로 저장합니다.

● 3. 파일을 실행한다
저장된 파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실행합니다.

서식

파일의 실행

@<파일명>

리스트 00-02 파일을 실행한다

SQL> @sample1
OK
PL/SQL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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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에디터를 사용한 프로그래밍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
에는 비교적 긴 프로그램들도 있으므로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에디터를 사
용할 것을 권합니다.

▼

COLUMN

파일 내용을 SQL*Plus 화면에 표시할 때

SQL*Plus의 환경 변수 ECHO를 ‘ON’으로 설정하여(➊), SQL*Plus 화면에 @<파일명>에서 실
행되는 소스 코드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00-03 SQL*Plus의 화면에 파일의 내용을 표시할 때

SQL>
SQL>
SQL>
SQL>
SQL>
2
3
4

set echo on

➊

@sample1
BEGIN
DBMS_OUTPUT.PUT_LINE('OK');
END;
/

PL/SQL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

COLUMN

기본 에디터를 변경할 때

기본 에디터를 변경할 때는 SQL*Plus의 사용하려는 에디터를 환경 변수 DEFINE_EDITOR에
설정합니다. 설정은 다음과 같이 에디터 이름 또는 에디터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리스트 00-04 기본 에디터를 변경할 때(메모장(notepad)의 경우)

SQL> DEFINE_EDITOR = notepad

Introduction 처음 만나는 PL/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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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오류 발생
PL/SQL 프로그램은 우선 구문 분석이 이루어진 후, 그 결과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
되었다고 판단된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L/SQL 구문이 잘못된
경우는 실행되기 전에 분석이 실패했다는 PLS - ××× 오류가 리턴됩니다. PL/SQL
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 오류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법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00-01의 프로그램을 에디터로 열어서, ‘DBMS_OUTPUT.PUT_LINE('OK')’
행 맨 뒤에 있는 ‘;’을 제거해보십시오. 리스트 00-05와 같이 PLS - 00103 오류가 발생
합니다.
리스트 00-05 PLS-00103 오류의 발생

SQL>
2
3
4
END;
*
3행에

BEGIN
DBMS_OUTPUT.PUT_LINE('OK')
END;
/

오류:
ORA-06550: 줄 3, 열1:PLS-00103: 심볼 "END"를 만났습니다 다음 중 하나가 기대될
때: := . ( % ;
심볼이 ";" 계속하기 위하여 "END"로 치환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PLS - 00103 오류는 대체로 세미콜론의 지정을 잊는 등의 단순한 실
수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리턴되는 오류 메시지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번 예와 같이 오류가 발생한 장소는 ‘;’의 지정을 잊은 두 번째 행임에도 불구하고
‘3행에 오류’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오류
메시지는 반드시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
략적인 기준으로써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버깅을 할 때는 가급적 행 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에디터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 Oracle 오류에 대한 상세 내역은 Oracle 공식 ‘Reference’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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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작성의 원리
작성자 본인만 이해할 수 있어서는 좋은 PL/SQL 프로그램 소스라고 할 수 없습니
다. 향후 프로그램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그 프로그램의
처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의합시다.

주석을 남기자
주석(Comment)이란, 소스 코드의 부연 설명입니다. PL/SQL 처리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지만, 주석에 적절한 설명이 남아 있으면 프로그램의 내용을 소스 코
드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으나 가능한 많
은 주석을 남겨 둘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향후 소스 유지보수 시에 큰 효과를 발휘
하게 됩니다.
주석 작성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단일행 주석
‘- -’ 이후의 그 한 줄을 주석으로 간주합니다.

● 복수 행 주석
‘/*’ 부터 ‘*/’까지 주석을 여러 줄로 남길 수 있습니다.
리스트 00-06 주석 작성 방법

SQL> BEGIN
-- 1행의 주석입니다.
2
3
/* 복수 행의
4            주석 입니다. */
5
DBMS_OUTPUT.PUT_LINE('OK');
6
END;
7
/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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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코드 들여쓰기와 줄 바꿈
적절한 위치에 줄 바꿈을 넣어서 소스 코드를 읽기 쉽도록 합니다. 또한, 처리 단위
마다 공백(Space)이나 탭(Tab)을 삽입해서 행의 시작 위치를 가지런히 만듭니다(들여
쓰기). 들여쓰기를 하면 논리적인 처리 단위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소문자를 구분하여 작성
PL/SQL은 원칙적으로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스 코드의
가독성 측면에서 사전에 작성 규칙을 정해 놓고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쓰는 것을 추
천합니다.
※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 규칙은 변수의 이름 등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1~32쪽을 참조하십
시오.

자, 이제 PL/SQL을 학습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
부터 기초편인 ‘PL/SQL 블록의 기초 문법’에서 구체적인 코딩 방법을 배워 봅시다.

8

Introduction 처음 만나는 PL/SQL

기
초
편
PL/SQL 블록의
기초 문법
기초편에서는 우선 PL/SQL의 장점을 소개한 후, 이어서 PL/SQL의 기본 조작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조작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PL/SQL 프로그램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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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PL/SQL 블록의
개요

이 장에서는 PL/SQL의 장점과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선 PL/
SQL은 SQL과 비교하여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어떤 특징을 가진 프로그래밍 언어인
지를 확인한 뒤, PL/SQL이 네 개의 키워드로 구성된 블록 구조의 언어임을 설명하
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는 PL/SQL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
트가 되므로 확실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합시다.

PL/SQL의 장점
우선은 PL/SQL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째서 PL/SQL을 사용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 절차 처리 실행이 가능하다
PL/SQL은 SQL 단문으로는 간단히 해낼 수 없는 복잡한 처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를 검색해서 그 데이터를 조건으로 레코드를 업데이트할지, 하
지 않을지의 여부를 판단한다’와 같은 일련의 처리(절차 처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PL/SQL에서 직접 SQL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절차 처리 조작과 SQL 데이터
조작 기능 양쪽 모두를 간단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 Oracle과의 친화력이 좋다
PL/SQL은 Oracle이 개발한 언어이기 때문에 Oracle에서 사용하는 모든 SQL 데
이터 유형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SQL과 PL/SQL 사이에 데이터 타입 변환이 불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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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성이 뛰어나다
윈도우즈나 리눅스(Linux) 등 OS가 다른 경우라도 Oracle이 동작하는 환경이라면
PL/SQL 프로그램의 수정 없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즉, 한 번 작성한 PL/SQL 프로
그램은 Oracle이 동작하는 모든 환경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성능이 우수하다
비주얼 베이직(Visual Basic) 등의 다른 언어로 SQL을 실행하는 경우, 미들웨어
(Middleware)를 통해 Oracle에 SQL을 문장 단위로 전송합니다. 따라서 많은 SQL을

발행하는 프로그램은 프로세스 간 통신을 여러 번 수행하므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그림 01-01).
Oracle 서버
SQL1:UPDATE

①

SQL2:DELETE

②

SQL3:INSERT

③

SQL문 단위로 전송이 이루어지므로, 많은
SQL문을 발행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프로세스 간 통신과 네트워크에 걸리는 부하가 크다

그림 01-01 SQL을 문장 단위로 전송하는 경우

그에 비해 PL/SQL은 PL/SQL 블록 내에 작성된 SQL을 포함한 프로그램 단위로
Oracle에 일괄 전송하여 처리합니다(그림 01-02). 따라서 프로세스 간 통신 오버헤
드 및 네트워크 트래픽이 비약적으로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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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서버
PL/SQL 프로그램

①

BEGIN
IF..THEN UPDATE;
END IF;
DELETE;
INSERT;
END;

12쪽의 SQL ①~③을 포함한 프로그램

PL/SQL 블록 내에 기술된 SQL을 포함한
단일 블록으로 일괄 전송한다. 따라서 송수신에
걸리는 부하를 줄일 수 있다

그림 01-02 PL/SQL 블록 단위로 전송하는 경우

또한, PL/SQL은 명명된 PL/SQL 블록을 분석(Compile) 된 상태로 Oracle
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저장된 프로그램을 Stored 서브 프로그램(Stored
Subprogram, 103쪽 참조)이라고 합니다. Stored 서브 프로그램의 실행은 프로그램

을 송신할 필요 없이 그 이름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덕에 네트워크
의 부하를 더욱더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이 끝난 상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
에 실행할 때마다 분석해야 하는 부하도 없습니다(그림 01-03).
① 프로그램 송신
PL/SQL
프로그램

일반 PL/SQL
프로그램

② 분석/실행
③ 결과 회신

① 프로그램A 호출

프로그램A

Stored 서브
프로그램

PL/SQL
프로그램

분석된
프로그램

② 프로그램A 실행
③ 결과 회신

분석 부하 및 네트워크 부하를 줄일 수 있다

그림 01-03 Stored 서브 프로그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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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Stored 서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러 사용자 간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공유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림 01-04).
Oracle 서버

Stored 서브
프로그램A
분석된
프로그램

Stored 서브 프로그램A를
여러 사용자들 간에 공유할 수 있음

그림 01-04 프로그램의 공유

PL/SQL 프로그램의 종류와 구조
PL/SQL은 블록 구조화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PL/SQL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
습니다.
PL/SQL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PL/SQL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PL/SQL 블록은 이름 없
는 PL/SQL 블록과 Stored 서브 프로그램(명명된 PL/SQL 블록)으로 나뉩니다.

이름이 없는 PL/SQL 블록은 리스트 00-01(2쪽 참조)처럼 프로그램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쪽에서 PL/SQL 블록을 송신하여 실행합니다.
그에 비해 Stored 서브 프로그램(103쪽 참조)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명된 PL/
SQL 블록을 분석된 상태에서 Oracle에 저장하여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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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QL 블록의 구조
그럼 이제 PL/SQL 블록의 구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중요한 포인
트입니다. 그림 01-05를 참조하면서 확인하십시오.
1. PL/SQL 블록은 네 개의 키워드(DECLARE, BEGIN, EXCEPTION, END;)로 구성됨
2. DECLARE부터 BEGIN까지를 선언부, BEGIN부터 EXCEPTION까지를 실행부, EXCEP
TION부터 END;까지를 예외 처리부라고 부름
3. END;는 PL/SQL 블록 종료를 의미함
PL/SQL 블록
DECLARE
선언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객체(Object)를 정의

BEGIN
실행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작성(필수)

EXCEPTION
예외 처리부
예외 처리 방법을 작성

END;

그림 01-05 PL/SQL 블록의 구조

PL/SQL 블록은 선언부, 실행부, 예외 처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네 개의
키워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그림 01-05). 각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작성 방법은 나중
에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각 부분의 요점만 이해해주십시오.
• 선언부에는 PL/SQL 블록에서 사용할 객체(변수 등)를 정의(선언)
• 실행부에서는 실제로 수행할 처리 내용을 작성
• 예외 처리부에서는 PL/SQL 블록에서 발생하는 예외※대처 방법을 작성
※ PL/SQL은 실행 시의 오류(Error)나 경고(Warning)를 예외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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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객체를 정의하거나 예외 처리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는 선언부와 예외 처리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PL/SQL 블록의 중첩
그림 01-06처럼 PL/SQL 블록에 PL/SQL 블록을 포함(중첩)할 수 있습니다. PL/
SQL 블록 내에 몇 개의 블록이 중첩되어 있어도 논리적으로는 한 개의 PL/SQL 블
록으로 처리됩니다※.
※ 중첩 가능한 블록의 상한 개수는 255개입니다. 그러나 코드가 복잡해지므로 무의미한 블록 중첩은 피하
는 것이 좋습니다.

DECLARE

BEGIN
DECLARE
BEGIN

블록의 중첩

END;
END;

그림 01-06 PL/SQL 블록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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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되어 있어도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블록으로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