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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ᅵ본서필기(산업기사).indb   4 2022. 9. 23.   오후 1:18



Contents 5

1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047 데이터 타입   236

  048  변수   239

  049  연산자   244

  050  데이터 입ㆍ출력   256

  051  제어문   267

  052  반복문   274

  053  배열과 문자열   280

  054  포인터   290

  055  사용자 정의 함수   297

  056  Python의 기초   301

  057  Python의 활용  305

  058  웹 프로그래밍 언어 - HTML   313

  059  웹 프로그래밍 언어 - JavaScript   324

  060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   330

  061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332

  062  스크립트 언어   335

  063  라이브러리   338

  064  예외 처리   340

  065  프로토타입   342

  예상문제은행   344

2 프로그램 구현

  066  개발 환경 구축   354

  067  서버 개발   357

  068 모듈 360

  069 공통 모듈 365

  070  보안 및 API  367

  예상문제은행   370

1 데이터베이스의 이해

  071 자료 구조 378

  072 트리(Tree) 384

  073 정렬(Sort)  390

  074 검색 - 이분 검색 / 해싱 395

  075 데이터베이스 개요 398

  076 데이터베이스 설계 402

  077 데이터 모델의 개념 406

  078 E - R(개체 - 관계) 모델 410

  079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413

  080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 - 키(Key) 416

  08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 - 무결성 419

  082 관계대수 및 관계해석 422

  083 정규화(Normalization)  425

  084 반정규화(Denormalization)  430

  085 인덱스  435

  086 뷰(View)  440

  087 시스템 카탈로그 / 트랜잭션  443

  예상문제은행 445

2 SQL 활용

  088 SQL의 개념 458

  089 DDL 460

  090 DCL 467

  091 DML 472

  092 DML - SELECT-1 476

  093 DML - SELECT-2 485

  094 DML - JOIN  493

  예상문제은행 500

3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095 절차형 SQL  506

  096 프로시저(Procedure) 508

  097 쿼리 성능 최적화 512

  예상문제은행 517

찾아보기   519

3
데이터베이스 활용

2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과목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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