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부

PHP Program Guide

Version
1.0
2.0

2003-04-24

본 문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복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KCOM Proprietary).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4 로담코타워 13층. ☏ 02-3430-1200 http://www.unisql.com

목 차
1. 개요 ......................................................................................................................................................2
1.1 PHP 의 동작환경 .......................................................................................................................................... 2
1.1.1 PHP 와 UNISQL .................................................................................................................................... 2
1.1.2 제품 및 릴리즈 현황 ............................................................................................................................. 2
1.2 PHP 모듈설치............................................................................................................................................... 3
1.3 기본적인 점검 사항 ..................................................................................................................................... 4
1.4 환경설정 ....................................................................................................................................................... 4
1.4.1 Easy-Manager를 이용한 UniCAS 환경설정......................................................................................... 4
1.4.2 Terminal 편집기를 이용한 UniCAS 환경 설정 .................................................................................. 8

2.

PHP 지원 함수를 이용한 기본 예제.............................................................................................10
2.1 DB Connection ........................................................................................................................................... 10
2.2 데이터 조회하기 ........................................................................................................................................ 11
2.3 데이터 갱신 ................................................................................................................................................ 12
2.4 데이터 삭제 ................................................................................................................................................ 13
2.5 기타 함수 이용하기 ................................................................................................................................... 13

3.

OID 관련 함수 ...............................................................................................................................16
3.1 OID 조회하기 ............................................................................................................................................. 16
3.2 OID를 이용한 데이터 조회하기 ............................................................................................................... 16
3.3 OID를 이용한 데이터 갱신하기 ............................................................................................................... 16
3.4 OID를 이용한 데이터 삭제하기 ............................................................................................................... 17

4.

집합형 데이터 타입(Collection Data Type) 관련 함수..............................................................18
4.1 Collection Data Type이 set인 경우............................................................................................................ 18
4.1.1 데이터 조회하기 ................................................................................................................................. 18
4.1.2 데이터 추가하기 ................................................................................................................................. 19
4.1.3 데이터 삭제하기 ................................................................................................................................. 19
4.2 collection type이 sequence인 경우 ............................................................................................................ 20
4.2.1 데이터 조회하기 ................................................................................................................................. 20
4.2.2 데이터 추가하기 ................................................................................................................................. 20
4.2.3 데이터 갱신하기 ................................................................................................................................. 21
4.2.4 데이터 삭제하기 ................................................................................................................................. 21

5. GLO 관련 함수 .................................................................................................................................23
5.1 glo instance 생성하기 ................................................................................................................................. 23
5.2 glo instance에 파일 저장하기 .................................................................................................................... 23
5.3 glo instance 의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기 .............................................................................................. 24
5.4 glo 인스턴스의 data 전송하기.................................................................................................................. 25

1

1. 개요
1.1 PHP 의 동작환경
PHP는 가장 기본적인 레벨에서, CGI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form
data를 가져오고, 동적인 웹 페이지를 만들거나, Cookie를 보내고 받을 수도 있다.

1.1.1 PHP 와 UNISQL
PHP의 가장 강력하고 관심 가는 부분은 Database와의 연동 부분일 것이다. PHP를
사용하면 UniSQL에서 지원하는 함수들을 사용하여 Database와 쉽게 연동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UNISQL의 확장 기능들을 사용하여 원하는 데이터의 처리를 할 수
있다．

1.1.2 제품 및 릴리즈 현황
UniSQL에서 제공하는 PHP드라이버는 dev.unisql.com 의 Download에서 받을 수 있다.
압축을 풀면 버전별 so파일들( Unix 계열)과 unisql_err.msg 파일이 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PHP버전은 PHP3.0.16 , PHP4.0.0, PHP4.0.1.pl2,
PHP4.0.3, PHP4.0.4 이다.

PHP4.0.2 ,

PHP( server-side HTML-embedded scripting language )
아마 PHP의 가장 강력하고 관심 가는 부분은 Database와의 연동 부분일 것이다.
이 문서는 웹 개발자 특히 UniSQL Database 사용자를 위한 문서로써, PHP를 이용하여 보다
쉽고 간편하게 UniSQL Database와 연동할 수 있는 방법과 몇 개의 예제를 보여줄 것이다.
우선, APACHE 와 PHP 그리고 UniSQL의 연동을 위해서 필요한 설치사항과 설정 시의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APACHE 와 PHP 의 설치는 생략한다.
http:// www.apache.org
http:// www.php.net
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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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HP 모듈설치
APACHE와 PHP 의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PHP.init 등의 설정과 UniSQL 모듈을
설치한다 . 설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php가 시작될 때마다 항상 UniSQL 모듈을 로드하고 싶을 경우
php.ini(PHP3에서는 php3.ini) 에서 extension_dir에 unisql.so가 들어있는 디렉토리 이름을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지정해준다.
extension_dir= /usr/local/lib/php
그리고, "Dynamic Extensions" 부분에 extension=unisql.so 를 추가해 준다.
<참고>
Dynamic Extensions 부분에는 설치한 해당 PHP 버전에 맞는 so 파일 이름을 쓴다.
extension=unisql4.0.1pl2.so
(위 경우는 php 버전이 4.0.1pl2.so 라는 가정 하에 쓴 것이다.)
원하는 경우에만 UniSQL을 로드하고 싶은 경우
php.ini(PHP3에서는 php3.ini) 에서 extension_dir에 unisql.so가 들어있는 디렉토리의 이름을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지정해주고,extension_dir=/usr/local/lib/php 로드가 필요한 경우,
스크립트에서 dl("unisql.so"); 와 같이 dl을 호출해 준다.
Error Message파일 설정
php.ini(PHP3에서는 php3.ini)에서
[UniSQL] 섹션을 만든 후
unisql.err_path = {unisql_err.msg 파일이 들어있는 위치} 를 지정해 준다.
예:
[UniSQL]
unisql.err_path=/usr/local/lib/php/unisql_err.msg
------------------------------------------------------------참고 1.
linux환경의 php3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php main module(CGI: "php", apache: "httpd")을
build할 때 link option(eg. LDFLAGS)에 "-rdynamic"을 붙여서 link해 주어야 한다.
예를들어,
apache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configure가 끝난 후, src/Makefile의 EXTRA_LDFLAGS에 "rdynamic"을 추가해 주어야하고, CGI로 사용할 경우에는 configure가 끝난 후, Makefile의
LDFLAGS에 "-rdynamic"을 추가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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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본적인 점검 사항
먼저 PHP 의 정보를 나타내는 페이지(phpinfo()) 에 unisql의 모듈정보(버전과 에러 정보) 을
볼 수 있다면 설치가 제대로 된 것이다. 만약 아래 정보가 보이지 않다면 모듈 설정부분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html><body>
<?
phpinfo();
?>
</body></html>
unisql

UniSQL

Value

Version

1.2.0

Error message file path

/user/local/lib/php/unisql_err.msg

1.4 환경설정
UniSQL에서 PHP를 사용하려면 UniCAS가 설치되어야 한다. UniCAS는 Uni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미들 웨어이며 Pooling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UniSQL에서 PHP를 이용하려면 UniCAS의 환경 설정에 대해 알아야 한다.
본 절에서는 UniCAS의 환경설정방법을 Easy-Manager를 이용한 방법과 Terminal 편집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z

디폴트 값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환경 설정을 바꾸지 않아도 구동 및 PHP
테스트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1.4.1 Easy-Manager를 이용한 UniCAS 환경설정
UniCAS 환경은 그림 1과 같이 CAS Type의 브로커가 ON 상태로 정상 서비스 중에 있어야
하고, 그림 2와 같이 CAS Type 브로커에 속한 Application Server가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해야 한다. Easy-Manager를 이용하여 CAS Type의 브로커를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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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asy-Manager에서 브로커 정보 확인

그림 2. Easy-Manager에서 Application Server 정보확인

새로운 브로커를 추가하기 위해서 Broker Level 팝업 메뉴에서 “ Broker Add” 를 선택하고
아래의 단계1 ~ 단계3을 수행한다.

그림3. 브로커 팝업 메뉴
단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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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그림4. Broker Add – Step1

① Broker Name : 브로커 이름을 입력한다.
② Broker AS Type : 어플리케이션 서버 타입을 CAS로 선택한다.
③ APPL_ROOT : 어플리케이션 서버 루트 디렉토리를 정한다. CAS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이므로 비활성화 된다.
④ AS Minimum :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최소 개수를 정한다.
⑤ AS Maximum :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최대 개수를 정한다.
⑥ Broker Port : 브로커 포트를 설정한다. 여기에서 설정된 포트가 PHP
Connection시에 사용되는 포트가 된다.
⑦ Description :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술된다.

단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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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5. Broker Add – Step2
① Advanced option : 단계 1. 에서 설정하지 못했던 고급 옵션들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오며 직접 입력할 수 있다.
② Description : 목록에 표시되고있는 파라 미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술된다.
단계. 3

①

그림6. Broker Add – Step3
① Report : 지금까지 설정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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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Terminal 편집기를 이용한 UniCAS 환경 설정
UniCAS의 상태 점검을 위해서는 monitor 유틸리티를 사용한다.(그림7. 참조) PHP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서는 CAS type으로 서비스 중인 broker가 적어도 한 개 이상
모니터 되어야 한다. 또한, CAS broker의 Application Server들이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해야 한다. 다음은 Terminal 편집기를 이용한 CAS type 브로커를 추가
하는 방법이다.

그림7. broker and current job information
CAS 형태 브로커를 설정하기 위해서 $UNICAS/conf/unicas.conf에서 broker설정을
한다.(그림8. 참조) broker를 서비스 상태로 만들기 위해 SERVICE값에 ON을,
Application Server를 1개 이상 생성하기 위해 MIN_NUM_APPL_SERVER값을
1이상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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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specify the parameters of unicas.con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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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P 지원 함수를 이용한 기본 예제
UniSQL에서는 UniSQL 데이터 베이스에 연결 및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PHP 관련 함수를
지원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PHP 관련 함수를 이용한 기본 예제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및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본 장부터 5장까지 모든 예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demodb”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 있다. “demodb”는 UniSQL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
$UNISQLX/demo/make_unisqlx_demo 파일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생성된다.

2.1 DB Connection
<?
$con=unisql_connect("IP", CAS Port number, "demodb"); // DB 연결 설정
if($con) {
$req=unisql_execute($con, "select city,country from location"); // 핸들 생성 및 쿼리문 실행
if($req) {
while($row=unisql_fetch($req)) {
// 쿼리 결과로부터 하나의 row를 가져온다.
$city=$row[city];

//해당 row에서 city 값을 가져온다.

$country=$row[country];
// 해당 row에서 country값을 가져온다.
echo "$city";
echo “$country”;
}
unisql_close_request($req); // request 핸들 종료
} unisql_disconnect($con);
}
?>

//컨넥션 핸들 종료

• DB connection은 unisql_connect()함수를 이용한다. unisql_connect()함수는 IP, CAS
Port번호, 데이타베이스이름, ID, Password 순으로 입력하며, ID와 Password 는 생략하면
public 유저로 접속된다.
*보안과 사용자 각각의 권한 등을 위해서 DB 계정(ID )과 (password)을 생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
DB connection() 함수만 호출한다고 해서 실제적인 DB서버에 연결이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
실제적인 데이터 베이스 연결은 connection을 필요로 하는 함수(unisql_fetch(),unisl_get()
등)가 호출되었을 때 비로소 연결을 맺는다.
• unisql_execute()함수 : 쿼리문을 실행하는 함수로 request handle을 생성한다.
이용법: unisql_execute( conn_handle , “query문” ,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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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으로는
UNISQL_INCLUDE_OID,
UNISQL_ASYNC
가
있으며,
UNISQL_INCLUDE_OID를 사용하면 쿼리가 실행되면서 OID 값도 포함하여 가져오게 되며,
unisql_current_oid()함수를 이용할 때 사용된다.(페이지 참조)
UNISQL_ASYNC 는 동기화 모드로 쿼리를 실행할 때 이용하는 옵션이다.
• unisql_fetch()함수는 쿼리를 실행한 result set으로부터 하나의 row를 얻는다. 이때 row는
array형태이며 하나의 row를 얻은 후, 커서는 자동으로 다음 row로 이동한다.
자세한 사용법은 페이지(12)를 참조.
• unisql_close_request( $request_handle)는 unisql_execute()에 의해 생성된 request 핸들을
종료한다.
• unisql_disconnect()은 현재 발생된 트랜잭션을 끝마치고 unisql_connect()함수에 의해
생성된 컨넥션 핸들을 종료한다.

2.2 데이터 조회하기
<?
$con=unisql_connect("IP", CAS Port number, "demodb"); // DB 연결 설정
if($con) {
$req=unisql_execute($con,
"select
city,country
UNISQL_ASYNC);
if($req) {
while ( $row=unisql_fetch ($req ) ) {
echo "$row[0]";

from

location",UNISQL_INCLUDE_OID

|

//옵션 1형식

echo “$row[country]”; //옵션 2형식
}
unisql_close_request($req); // request 핸들 종료
}
$req2=unisql_execute($con, “select * from location”);
if(req2) {
while($row=unisql_fetch($req2,UNISQL_OBJECT)) {
echo “$row->city”;
//옵션 4형식
echo “$row->country”;
}
unisql_close_request($req2);
} unisql_disconnect($con);
//컨넥션 핸들 종료
}
?>

• unisql_fetch() 함수 형식: unisql_fetch ($req_handle [, 옵션] )
옵션으로는 다음 4가지가 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하면 result를 array 또는 object 타입으로
얻을 수 있다.
UNISQL_NUM: Numerical array (0-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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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QL_ASSOC: Associative array
UNISQL_BOTH: Numerical & Associative array (default)
UNISQL_OBJECT:object that has the attribute name as the column name of query Result
2.2 데이터 삽입
테스트를 위해 아래와 같은 클래스를 만든다.
create class person ( person char(15), age integer);

<?
$con=unisql_connect("IP", CAS Port number, "demodb"); // DB 연결 설정
if($con) {
$req=unisql_execute($con, "insert into person(name, age) values(“John”,26)");
쿼리문 실행
if($req) {
unisql_close_request($req); // request 핸들 종료
unisql_commit($con);
} else {
unisql_rollback($con);
} unisql_disconnect($con);
//컨넥션 핸들 종료
}
?>

//

핸들 생성 및

• unisql_commit()함수는 conn_handle 생성후 수행된 트랜잭션을 DB에 반영한다.
이 함수는 select문을 제외한 나머지 쿼리문(insert,update,delete문)을 실행한 후에 DB에
반영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형식: unisql_commit(conn_handle);
• unisql_rollback()함수는 conn_handle 생성 후 수행된 트랜잭션을 철회한다.
형식:unisql_rollback(conn_handle);

2.3 데이터 갱신
<?
$con=unisql_connect("IP", CAS Port number, "demodb"); // DB 연결 설정
if($con) {
$req=unisql_execute($con, "update person set age=23 where name=’John’"); // 핸들 생성 및 쿼리문
실행
if($req) {
unisql_close_request($req); // request 핸들 종료
unisql_commit($con);
} else {
unisql_rollback($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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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sql_disconnect($con);
}
?>

//컨넥션 핸들 종료

데이터의 갱신은 unisql_execute() 함수를 통해 쿼리문을 직접 실행할 수도 있지만 OID를
알고 있을 땐 unisql_put()함수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다.(페이지 16참조)

2.4 데이터 삭제
<?
$con=unisql_connect("IP", CAS Port number, "demodb"); // DB 연결 설정
if($con) {
$req=unisql_execute($con, "delete from person where name=’John’”); // 핸들 생성 및 쿼리문 실행
if($req) {
$row_count=unisql_affected_rows($req); //쿼리문에 의해 영향 받은 row 수
echo “$row_count”;
unisql_close_request($req); // request 핸들 종료
unisql_commit($con);”
} else {
unisql_rollback($con);
} unisql_disconnect($con);
//컨넥션 핸들 종료
}
?>

• unisql_affected_rows() 함수: 쿼리문에 의해 영향 받은 row의 수를 구한다. 이 함수는
insert,update,delete문을 실행했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 Select문을 실행했을 경우에는
unisql_num_rows() 함수를 이용한다. (페이지 14참조)
형식: unisql_affected_rows( request_handle);
데이터 삭제는 unisql_execute() 함수를 통해 쿼리문을 직접 실행할 수도 있지만 OID를 알고
있을 땐 unisql_drop()함수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다.(페이지 16참조)

2.5 기타 함수 이용하기
<html>
<body>
<?
$con=unisql_connect("IP", CAS Port Number, "demodb"); // DB 연결 설정
if($con) {
$req=unisql_execute($con, "select * from location",UNISQL_INCLUDE_OID);
if($req) {
unisql_move_cursor($req ,2, UNISQL_CURSOR_FIRST);
unisql_fetch($req);
$oid=unisql_current_oid($req);
echo "oid는 $oid 이다.<br>";
$row_count=unisql_num_rows($req);
$col_count=unisql_num_cols($r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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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o "row은 $row_count 개이다.<br>";
echo "col은 $col_count 개이다.";
$coltypes=unisql_column_types($req);
$colnames=unisql_column_names($req);
while( list ($key, $colname) =each ($colnames))
echo "$key 번째: $colname <br>";
while( list ($key, $coltype) =each ($coltypes))
echo "$key 번째 :$coltype<br>";
unisql_close_request($req); // request 핸들 종료
}
unisql_disconnect($con);
//컨넥션 핸들 종료
}
?>
<body>
</html>

. • unisql_current_oid()함수 : 쿼리 결과로부터 현재 인스턴스의 oid 값을 구한다. 그러나 이
함수는
위 예제처럼, unisql_execute()에서 UNISQL_INCLUDE_OID 옵션을 반드시
지정하여야만 유효하다
형식:unisql_current_oid(request_handle);
• unisql_move_cursor() 함수 :커서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함수이다.특정 위치로 커서를
이동시켜야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형식:unisql_move_cursor( request_handle, offset [, option]);
-offset : 이동시키고 싶은 row 수 , 시작점
-option: offset을 시작점으로 해서 커서가 놓일 위치
(UNISQL_CURSOR_FIRST, UNISQL_CURSOR_CURRENT, UNISQL_CURSOR_LAST)
위의 예제처럼
unisql_move_cursor($req, 2,UNISQL_CUROSR_FIRST);
라고 지정하면 , 쿼리 결과로부터 2번째 row를 시작점으로 해서 맨 위에 커서가 놓이게 된다.
• unisql_num_rows() 함수 :쿼리 결과로부터 row의 수를 구한다. 이 함수는 단지, select문,
그리고 synchronious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형식: unisql_num_rows(request_handle);
• unisql_num_cols() 함수 :쿼리 결과로부터 column 수를 구한다. 이 함수는 단지,select문을
실행했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형식: unisql_num_cols(request_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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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sql_column_names() 함수 :쿼리 결과로부터 column의 이름을 구한다.
형식:unisql_column_names(request_handle);
• unisql_column_types() 함수 :쿼리 결과로부터 column의 type을 구한다.
형식:unisql_column_types(request_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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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ID 관련 함수

3.1 OID 조회하기
<?
$con=unisql_connect("IP", , "demodb"); // DB 연결 설정
if($con) {
$req=unisql_execute($con, "select location from location where country=’British West Indies'");
if($req) {
while($row=unisql_fetch($req)) {
$oid=$row[location]; //$oid 변수에 oid 값을 저장
echo "$oid\n";
}
unisql_close_request($req);
} unisql_disconnect($con);
}
?>

“select location from location” 처럼 자기 자신의 클래스 이름을 조회하면 OID값을 구할 수
있다.
* 3.2 부터 3.4까지는 3.1에서 구한 $oid를 이용한 예제이다. $oid값을 알고 있다면 쿼리문을
통해 조회를 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얻어 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2 OID를 이용한 데이터 조회하기
<?
$con=unisql_connect("IP", CAS Port Number,"demodb");
if($con) {
$city = unisql_get($con, $oid, city);
echo “$city”;

// $oid 에 해당하는 인스턴스의 city 속성 값을 가져온다.

//<형식1>

$array = unisql_get ($con, $oid);
//$oid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를 array형태로 가져온다.
echo “$array[lodging]”;
//<형식2> array에서 lodging값만 꺼낸다.
unisql_disconnect($con);
}
?>

• unisql_get() 함수는 주어진 OID 값을 이용하여 해당하는 인스턴스의 애트리뷰트 값을
얻는다.
형식:unisql_get(conn_handle, oid, “구하고자 하는 애트리뷰트 이름”);
또는 unisql_get(conn_handle, oid);

3.3 OID를 이용한 데이터 갱신하기
<?
$con=unisql_connect("IP", CAS Port Number,"demo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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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on) {
$new_country="America";
$city=unisql_put($con, $oid, "city", "New York"); // $oid 에 해당하는 인스턴스의 city 속성 값을 "New Y
ork"으로 update한다.
$country=unisql_put($con, $oid, "country", $new_country);// $oid 에 해당하는 인스턴스의 country속성
값을 $new_country 변수값으로 update한다.
unisql_commit($con);
}
unisql_disconnect($con);
}
?>

• unisql_put() 함수는 주어진 OID 값을 이용하여 해당하는 인스턴스의 애트리뷰트 값을
갱신한다.
형식:unisql_get(conn_handle, oid, “갱신하고자 하는 애트리뷰트 이름” ,”변경할 값”);

3.4 OID를 이용한 데이터 삭제하기
<?
$con=unisql_connect("IP",Cas Port Number, "demodb"); // DB 연결 설정
if ($con) {
$delete_oid=unisql_drop($con,$oid); // $oid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를 삭제한다.
If($delete_oid) {
unisql_commit($con);
} else {
unisql_rollback($con);
}
unisql_disconnect($con);
}
?>

• unisql_drop() 함수는 주어진 OID 값을 이용하여 해당하는 인스턴스를 삭제한다.
형식:unisql_get(conn_handle, 삭제할 인스턴스의 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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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형 데이터 타입(Collection Data Type) 관련 함수
집합형 데이터 타입(Collection Data Type)은 하나의 필드에 여러 개의 값을 넣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
본 장에서는 데이터 타입이 집합형 데이터 타입인 경우, 관련 함수들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Collection type에는 set과 sequence가 있다.
- Set :각 element에 대해 동일한 값(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순서가 존재하지 않음.
- Sequence: 중복을 허용하고 순서가 존재함.

4.1 Collection Data Type이 set인 경우
먼저, 테스트를 위한 클래스와 한 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create class student (
name char(15),
friend set of char(20)
)
insert into student(name, friend) values('Jery' , {'James','Michael'});

4.1.1 데이터 조회하기
<?
$con=unisql_connect("IP",cas port number, "demodb"); // DB 연결 설정
if($con) {
$req=unisql_execute($con,"select student from student where name='Jery'");
if ($req) {
$row=unisql_fetch($req);
$oid=$row[student];
$name=unisql_get($con,$oid,name);
unisql_close_request($req);
}
$elem_count=unisql_col_size($con, $oid, “friend”);
echo “$name 의 friend는 $elem_count 명이다\n”;
$elem_array=unisql_col_get($con,$oid,”friend”);
while(list ($key, $val) =each ($elem_array)) {
echo “$val\n”;
}
unisql_disconnect($con);
}
?>

18

• unisql_col_size() 함수 : collection data type의 요소 개수를 구한다. collection type이 set
뿐만 아니라 multiset, sequence 에서도 모두 적용가능 하다
형식: unisql_col_size( conn_handle, oid,”sttr_name”);
• unisql_col_get() 함수 : collection data type의 요소를 구한다. 이때 리턴 값은 array ( 0 –
bases numerical )형태로 collection type이 set 뿐만 아니라 multiset, sequence 에서도
적용가능 하다.
형식:unisql_col_get(conn_handle, oid, “sttr_name”);

4.1.2 데이터 추가하기
<?
$con=unisql_connect("IP",cas port number, "demodb"); // DB 연결 설정
if($con) {
$req=unisql_execute($con,"select student from student where name='Jery'");
if ($req) {
$row=unisql_fetch($req);
$oid=$row[student];
unisql_close_request($req);
}
unisql_set_add($con, $oid,"friend","Tomas"); //element 추가
unisql_set_add($con, $oid,"friend","Susan");
$elem_array=unisql_col_get($con,$oid,"friend");
while(list ($key, $val) =each ($elem_array)) {
echo "$val\n";
}
unisql_commit($con);
unisql_disconnect($con);
//컨넥션 핸들 종료
}
?>

• unisql_set_add() 함수 : collection data type이 set인 경우, 하나의 element를 추가한다.
형식: unisql_set_add (conn_handle , oid , “attr_name”, “추가할 요소 이름”);

4.1.3 데이터 삭제하기
<?
$con=unisql_connect("IP",cas port number, "demodb"); // DB 연결 설정
if($con) {
$req=unisql_execute($con,"select student from student where name='Jery'");
if ($req) {
$row=unisql_fetch($req);
$oid=$row[student];
unisql_close_request($r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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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ql_set_drop($con, $oid,"friend","Tomas"); //element 삭제
unisql_set_drop($con, $oid,"friend","Susan");
$elem_array=unisql_col_get($con,$oid,"friend");
while(list ($key, $val) =each ($elem_array)) {
echo "$val\n";
}
unisql_commit($con);
unisql_disconnect($con);

//컨넥션 핸들 종료

}
?>

• unisql_set_drop()함수 : collection data type이 set인 경우, 하나의 element를 삭제한다.
형식: unisql_set_drop(conn_handle, oid, “attr_name”, “삭제할 요소 이름”);

4.2 collection type이 sequence인 경우
먼저 테스트를 위한 클래스와 한 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create class student (
name char(15),
friend sequence of char(20)
)
insert into student(name, friend) values('Jery' , {'James','Michael'});

4.2.1 데이터 조회하기
데이터 조회는 set 예제와 동일하다. (4.1.1을 참고)

4.2.2 데이터 추가하기
<?
$con=unisql_connect("IP",cas port number, "demodb"); // DB 연결 설정
if($con) {
$req=unisql_execute($con,"select student from student where name='Jery'");
if ($req) {
$row=unisql_fetch($req);
$oid=$row[student];
unisql_close_request($req);
}
unisql_seq_insert($con, $oid,"friend",1,"Tomas"); //element 추가
unisql_seq_insert($con, $oid,"friend",2,"Susan");

$elem_array=unisql_col_get($con,$oid,"friend");
while(list ($key, $val) =each ($elem_array)) {
echo "$val\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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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ql_commit($con);
unisql_disconnect($con);

//컨넥션 핸들 종료

}
?>

• unisql_seq_insert() 함수 : collection data type이 sequence인 경우, 하나의 element를
추가한다.
형식: unisql_seq_insert (conn_handle, oid, “attr_name”, index,“ 추가할 요소 이름”);
sequence는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index 파라메터가 있다. 위 예제를 실행하면 첫번째,
두번째에 요소가 추가된다.

4.2.3 데이터 갱신하기
<?
$con=unisql_connect("IP",cas port number, "demodb"); // DB 연결 설정
if($con) {
$req=unisql_execute($con,"select student from student where name='Jery'");
if ($req) {
$row=unisql_fetch($req);
$oid=$row[student];
unisql_close_request($req);
}
unisql_seq_put($con, $oid,"friend",1,"Jack"); //element 갱신
unisql_seq_put($con, $oid,"friend",2,"Mery");//element갱신
$elem_array=unisql_col_get($con,$oid,"friend");
while(list ($key, $val) =each ($elem_array)) {
echo "$val\n";
}
unisql_commit($con);
unisql_disconnect($con);

//컨넥션 핸들 종료

}
?>

• unisql_seq_put() 함수 : collection data type이 sequence인 경우, 하나의 element를
갱신한다.
형식: unisql_seq_put(conn_handle, oid, “attr_name”, index,“ 갱신할 요소 이름”);
위 예제를 실행하면 첫번째 요소였던 Tomas를 Jack으로,두번째 요소였던 Susan을 Merry로
갱신한다.

4.2.4 데이터 삭제하기
<?
$con=unisql_connect("210.216.33.136",43300, "demodb"); // DB 연결 설정
$row=unisql_fetch($req);
$oid=$row[student];
unisql_close_request($r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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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_array=unisql_col_get($con,$oid,"friend");
while(list ($key, $val) =each ($elem_array)) {
if($key=="0") {
echo "$val 을 삭제한다.";
unisql_seq_drop($con, $oid, "friend",1); // 인덱스 1을 삭제한다.
}
}
unisql_commit($con);
unisql_disconnect($con);
//컨넥션 핸들 종료
}
?>

• unisql_seq_drop() 함수 : collection data type이 sequence인 경우, 하나의 element를
삭제한다.
형식: unisql_seq_drop (conn_handle, oid, “attr_name”, index,“삭제할 요소 이름”);
위 예제를 실행하면 첫번째 요소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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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LO 관련 함수
UniSQL/X는 그림 ,오디오, 거대한 텍스트 문서와 같은 비구조인 데이터를 저장 ,검색,갱신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지원한다. 본 장에서는 GLO(Generalized Large Object) 오브젝트를 생성,저장
및 접근하는 함수들에 대해 기술한다.
테스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클래스를 만든다.
create class person (
name string,
photo glo
)

5.1 glo instance 생성하기
<?
$con=unisql_connect("IP", Cas Port Number, "demodb");
if ($con) {
$oid=unisql_new_glo($con,"glo","input.gif"); //glo 인스턴스 생성
if($oid) {
$req=unisql_execute($con, "insert into person(name,photo) values('input.gif',$oid)");
if($req) {
echo "Image inserted successfully";
unisql_close_request($req);
unisql_commit($con);
}
}
unisql_disconnect($con);
}
?>

• unisql_new_glo()함수 : 입력인자를 통해 명시된 파일로 glo data를 초기화 하면서, LO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생성되면, 해당 인스턴스의 OID를 반환한다.
glo data를 초기화 한다는 것은 glo 클래스에 있는 속성들(holder_obj,unit_size , header_size)
의 값을 디폴트 값으로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Unit_size: 8 , header_size: 0
형식: unisql_new_glo(conn_handle, class_name, “file_name”);
위에 예제와 같이 glo 인스턴스의 OID를 저장하면, 후에 이 OID를 이용하여 glo 데이터에
접근,조작할 수 있다.

5.2 glo instance에 파일 저장하기
<?
$con=unisql_connect("IP",CAS Port Number, "demodb");
if ($c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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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nisql_execute($con, "select photo from person where name='input.gif'"); //glo 인스턴스의
OID를 조회한다.
if($req) {
list ($oid)=unisql_fetch($req);
unisql_close_request($req);
$res=unisql_save_to_glo($con,$oid, "input.gif"); // glo 인스턴스에 파일을 복사한다.
if ($res) {
echo "image saved successfully";
unisql_commit($con);
}
}
unisql_disconnect($con);
}
?>

unisql_save_to_glo()함수: 위에서 생성한 glo 인스턴스에 파일을 복사한다.
형식:unisql_save_to_glo(conn_handle, oid, file_name);
입력인자에는 glo 인스턴스의 OID와 복사하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 및 이름을 적는다.

5.3 glo instance 의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기
<?
$con=unisql_connect("IP", CAS Port Number, "demodb");
if ($con) {
$req=unisql_execute($con, "select photo from person where name='input,gif'");
if($req) {
list ($oid)=unisql_fetch($req);
unisql_close_request($req);
}
$res=unisql_load_from_glo ($con, $oid, "/tmp/output,gif");
if ($res) {
echo "Image loading Successfully";
}
unisql_disconnect($con);
}
?>

unisql_load_from_glo()함수: 위 예제에서 저장한 glo 인스턴스의 데이터(LO형식)를 읽어서
파일시스템으로(FBO형식)로 복사한다. 이때 저장할 디렉토리에 쓰기 권한이 있어야
한다.(없으면 에러 발생)
형식: unisql_load_from_glo(conn_handle, oid, file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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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인자에는 glo 인스턴스의 OID와 읽어온 인스턴스의 데이터를 저장할 파일의 경로 및
이름을 적는다.

5.4 glo 인스턴스의 data 전송하기
<?
$con=unisql_connect("IP", CAS Port Number, "demodb");
if ($con) {
$req=unisql_execute($con, "select photo from person where name='input,gif'");
if($req) {
list ($oid)=unisql_fetch($req);
unisql_close_request($req);
}
Header ("Content-type: image/jpeg");
unisql_send_glo($con, $oid); // glo로 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Standard Output으로 전송한다.
if ($res) {
echo "Image loading Successfully";
}
unisql_disconnect($con);
}
?>

unisql_send_glo()함수: glo 인스턴스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PHP standard ouput으로
전송한다.
형식: unisql_send_glo( conn_handle, 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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