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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시작하기

SQLite는 우리가 사용 중인 운영체제가 무엇이건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사용 경험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5분 이내에 SQLite를 설치하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SQLite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룬다. 이 장을 

다 읽고 이해하면 SQLite 소프트웨어나 소스 코드를 어디에서 구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플랫폼에 어떻게 생성하고 설치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더불어 새

로운 SQLite 데이터베이스로 작업하면서 쿼리나 백업 및 복구를 할 수 있는 테이블과 뷰 및 인

덱스를 생성하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배울 것이

다. 거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끝으로 다양한 환

경에서 SQLite로 작업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도구들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SQL을 사용하

는 몇 가지 예가 이 장에 들어 있는데, 그것은 SQLite 명령행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며, 그 예들은 여러분이 SQL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의 더 자세한 SQL 명령은 3장과 4장에서 설명한다.  

SQLite를 구할 수 있는 곳

SQLite 웹사이트(www.sqlite.org)에서는 SQLite의 소스 코드는 물론 컴파일된 이진 파일도 같

이 제공한다. 맥 OS X, 윈도우즈, 리눅스를 포함하여 여러 플랫폼의 이진 파일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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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선택 가능한 SQLite 이진 파일(패키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 패키지는 SQLite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이진 패키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sqlite3 명령행 프로그램(Command-Line Program, CLP). 이 버전은 필요한 모듈들을 

완비하여 컴파일된(정적으로 모듈 간의 의존성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갖고 있으

며,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우리 시스템에 SQLite 공유 라이브러리

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각 플랫폼의 명령행(유닉스나 리눅스의 쉘 또는 윈도우즈의 명

령 프롬프트 창)에서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 요
즘의 리눅스 배포판이나 맥 OS X 플랫폼에는 십중팔구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SQLite 공유 라이브러리(DLL 또는 “so”). 이것은 공유 객체(shared object, so) 또는 윈도

우즈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Dynamic Link Library, DLL) 형태로 패키지화된 SQLite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다. SQLite를 동적으로 링크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을 사용하자. 
이런 형태에서는 SQLite에 의존 관계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시 컴파일할 필요 없이 

SQLite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참고로, 맥 OS X용으로 컴파일된 공유 라이브러리

(.dylib)는 현재 없다. 

SQLite 분석기(Analyzer). 이것은 SQLite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관한 여러 특성을 검사

하는 데 유용하며, 파일에 있는 물리적인 데이터 분포와 배치, 상대적인 단편화(斷片化, 
fragmentation), 내부 데이터 크기와 여유 공간 등의 검사가 포함된다. 이 정보들은 성능 

최적화 작업에 매우 유용하다. 

Tcl 확장(extension). 이 이진 패키지는 SQLite 핵심 모듈의 Tcl 언어 확장 모듈을 포함

하며, Tcl 언어에서 SQLite를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 Tcl과 C 언어의 바인딩(binding)
은 SQLite의 성능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 팀 자체에서 제공한다. 다른 언어의 

바인딩은 8장에서 설명한다.

SQLite의 소스 코드는 편의상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여러 플랫폼용이 있다. 소스 코드는 소

스 파일들과 헤더를 하나로 합한 형태로 배포되거나 또는 각 구성 파일들을 그대로 두고 배포되

는 형태가 있다. 또한 Tcl 바인딩과 함께 SQLite를 컴파일하여 생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

해 Tcl 확장 아키텍처(Tcl Extension Architecture, TEA)를 포함하는 소스 패키지도 있다. 

각 구성 파일들이 하나로 합쳐진 SQLite 소스 코드는 두 종류가 있다. zip 파일과 gzip된 tar 
파일이다. 이들 압축 파일에 포함된 소스 코드 자체는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는 zip 파일이 

무난하며, 이것은 윈도우즈 OS에서 컴파일하기에 적합하다. zip 파일로 배포되는 소스는 GNU 
autoconf와 같은 빌드(build) 도구를 사용해서 사전 처리되어 코드가 생성되었으므로, 윈도우즈 

사용자들은 윈도우즈에서 실행되는 그런 도구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gzip된 tar 파일은 리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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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유닉스, 맥 OS X 등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컴파일은 물론 대부분의 

사전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자신들의 배포판에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런 플랫

폼 사용자들은 SQLite를 컴파일하기 위해 그런 도구들을 추가로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tar 형태

의 소스 패키지를 선택해도 좋다. 

윈도우즈에서 SQLite 설치하기

어떤 용도로 SQLite를 사용하건(프로그램 작성 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과 SQL을 배우는 플

랫폼으로) 윈도우즈에는 번거롭지 않게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는 SQLite의 이진 패키지 설치는 

물론이고 소스 코드로 필요한 모듈을 생성하는 것까지의 모든 것을 설명할 것이다. 우선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난이도 높은 내용의 순서로 알아보기로 하자.

명령행 프로그램 설치

SQLite를 처음 사용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 SQLite의 명령행(command-line) 프로그램(이후

로는 줄여서 CLP라고 한다)이다. 우선 다음 절차에 따라 CLP를 구하자.

1. 웹 브라우저에서 SQLite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www.sqlite.org.

2. 제일 위 메뉴에서 Download(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타날 것이다.

3. 그 페이지를 스크롤해서 내려가면 Precompiled Binaries For Windows가 있고, 거기

에 sqlite-3_x_y_z.zip이라는 이름의 파일명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x, y, z는 마이너 

버전 번호이다. 파일명 오른쪽에는 “A command-line program for accessing and 
modifying SQLite databases.”라는 설명이 있을 것이다.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자.

4. 압축 프로그램(WinZip, 7-Zip, 알집 등)을 사용해서 다운로드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자(각

자 원하는 디렉터리에). sqlite3.exe라는 이름의 파일 하나만 나올 것이다. 이것이 SQLite
의 CLP이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편하도록 윈도우즈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만들

어 두자. 또는 윈도우즈 시스템 경로(PATH)에 그 프로그램이 있는 디렉터리를 추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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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윈도우즈 시스템 경로를 알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여 

다음 명령을 입력하고 실행해보자.

echo %PATH%

이렇게 하면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각 경로를 문자열로 보여줄 것이다.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는 방

법을 모르면 아래의 5번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어판을 사용해도 이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제

일 왼쪽 밑의 시작 ➜ 제어판을 클릭한 후 시스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한다(바탕화면의 내 컴퓨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나오는 팝업 메뉴의 속성을 선택해도 된다). 시스템 창이 열리면 왼쪽 메뉴에 있

는 고급 시스템 설정을 선택한 후 대화상자의 환경 변수 버튼을 클릭한다. 환경 변수 대화상자에서 시스

템 변수 목록 내용을 조금 내려 보면 Path 항목이 있다. Path를 더블 클릭하면 시스템 변수 편집 대화상

자가 나타난다. 거기에 있는 변수 값에는 바로 위의 명령 프롬프트로 보았던 것과 동일한 시스템 경로가 

들어 있다. 새로운 경로를 추가할 때는 이 문자열의 제일 끝에 세미콜론을 추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경로

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5.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제일 왼쪽 밑의 시작 ➜ 실행을 클

릭한 후 대화상자에 cmd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그림 2-1). 윈도우즈 쉘(shell)인 

명령 프롬프트 창이 열릴 것이다. 또는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보조 프로그램 ➜ 명령 

프롬프트를 선택해도 된다.

그림 2-1 명령 프롬프트 창 열기

6.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sqlite3를 입력하고 엔터(enter) 키를 누르면 SQLite가 실행되어 

SQLite의 쉘인 명령 프롬프트가 나올 것이다. (만일 실행이 안 되고 에러가 나면 경로가 

올바르게 지정되지 않은 것이니 앞의 노트에 설명한 대로 경로가 설정되었는지 다시 확인하

자.) .help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그림 2-2처럼 명령어와 설명이 나올 것이다. 
.exit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이로써 SQLite CLP의 설치가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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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윈도우즈의 SQLite 쉘

이제부터는 SQLite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라면 이 내용을 건너뛰어도 된다. 

SQLite DLL 설치

SQLite DLL은 동적으로 SQLite를 연결하기 위해 컴파일된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된다. 즉, 
SQLite 코드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내장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에 그 DLL을 로딩한

다는 의미이다. 이런 형태로 SQLite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통상적으로 SQLite DLL을 포함

하여 배포되며, SQLite DLL은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자동 설치된다. 

SQLite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SQLite DLL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쉽게 시작하

는 방법일 것이다. SQLite DLL은 다음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1. SQLite 홈페이지인 www.sqlite.com에 접속하고 제일 위 메뉴에서 Download(다운로

드)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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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페이지를 스크롤해서 내려가면 Precompiled Binaries For Windows가 있다. 

3. 그 밑에 있는 DLL zip 파일을 찾자. 파일명 오른쪽에 “This is a DLL of the SQLite 
library without the TCL bindings. The only external dependency is 
MSVCRT.DLL”이라는 설명이 있을 것이다. 파일명은 sqlitedll-3_x_y_z.zip이며, 여
기서 x, y, z는 마이너 버전 번호이다. 만일 Tcl 지원을 포함하는 DLL이 필요하다면, 
tclsqlitedll-3_x_y_z.zip 파일을 선택하자.

4.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풀면 두 개의 파일이 나온다. DLL 파일인 sqlite3.dll

과 sqlite3.def이다. 여기서 제공되는 SQLite DLL은 스레드에 안전하다. 전(前)처리기

(preprocessor) 옵션인 THREADSAFE를 지정하여 컴파일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중 

스레드 애플리케이션에서 SQLite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 스레드가 안전하게 동시 

처리를 수행하는 다중 스레드 프로그램에서 이 DLL을 사용할 수 있다. 

DLL을 사용하려면 그것을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디렉터리에 두거나(시스템 경로에 지정된) 
또는 윈도우즈의 동적 라이브러리 로딩 규칙(DLL의 위치를 찾기 위한)을 따라야 한다. 

SQLite DLL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할 때는 우리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임포트

(import)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바로 위에서 언급한 sqlite3.def를 사용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만일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의 C++를 사용한다면, 명령 프롬프트 창

을 열고 SQLite가 있는 디렉터리로 이동한 후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실행하면 된다. 

LIB /DEF:sqlite3.def

이 명령을 실행했을 때 다음 예와 같은 내용이 출력될 것이다(lib 프로그램이 없어서 실행이 안 

될 때는 바로 밑에 언급하는 MinGW를 사용하면 된다).

C:\sqlite>lib /DEF:sqlite3.def
Microsoft (R) Library Manager Version 10.00.30319.01 
Copyright (C)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LINK : warning LNK4068: /MACHINE not specified; defaulting to X86 
   Creating library sqlite3.lib and object sqlite3.exp

결과적으로 임포트 라이브러리인 sqlite3.lib와 .exp 파일이 생성된다. 만일 MinGW(이 장의 

뒤에 나오는 “MinGW로 SQLite 생성하기”를 참조)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명령을 실행시킨다. 

dlltool --def sqlite3.def --dllname sqlite3.dll --output-lib sqlite3.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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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W의 dlltool에서는 우리 프로그램을 링크할 수 있는 임포트 라이브러리인 sqlite3.lib

도 같이 생성한다. 이 임포트 라이브러리에 우리 프로그램을 링크함으로써 프로그램 실행 중에 

SQLite를 로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즈에서 SQLite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기

윈도우즈에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여 SQLite를 생성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사용하는 컴파일

러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여러 방법이 있다. 윈도우즈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나 MinGW 또는 이클립스(Eclipse)를 사용한다(이클립스는 C++의 경우에 MinGW를 

사용한다). 이 내용들은 여기서 설명하며, 그 밖의 다른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SQLite를 컴파일하

는 방법은 SQLite 위키(www.sqlite.org/cvstrac/wiki?p=HowToCompile)에서 알 수 있다.

안정화된 소스 코드 배포판

안정화된 SQLite의 소스 코드는 SQLite 웹사이트에서 zip 파일로 구할 수 있으며, 가장 최신 

버전은 SQLite 담당 팀에서 유지 관리하는 포실(Fossil) 소스 제어용 배포 소스에서 구할 수 있

다. 포실 소스 제어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안정화된 소스 코드 배포판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다. 안정화된 소스 코드 배포판은 다음 방법으로 다운로드한다.

1. SQLite 웹사이트인 www.sqlite.org에 접속하고 제일 위 메뉴에서 Download(다운로

드)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타날 것이다. 

2. 그 페이지의 제일 앞에 Source Code 부분이 있다.

3. 맨 처음에 있는 zip 파일(소스 코드를 포함한)이 윈도우즈에서 컴파일하기 적합한 소스 

파일이다. 파일 이름은 sqlite-amalgamation-3-x_y_z.zip인데, 여기서 x, y, z는 마이너 

버전 번호이다. 

다운로드 페이지에 있는 zip 파일과 tar 파일은 그 내역이 약간 다르다. 소스 코드는 같지만, 

tar 파일의 경우는 코드를 빌드할 때 동적으로 C 소스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몇몇 POSIX 빌드 도구들

(sed나 awk 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빌드 도구들은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리눅스나 유닉스 및 맥 OS X 등의 빌드 지원 기반이 없는 윈도우즈 사용자에게 편리하도록 

zip 소스 파일에는 모든 전처리기와 생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윈도우즈 사용자가 tar가 아닌 zip 파일

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물론 윈도우즈에서도 tar 파일로 빌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Cygwin, MinGW, GnuWin32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빌드 도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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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하는 디렉터리에 압축 파일을 푼다. 압축이 풀린 내용들은 윈도우즈에 맞는 완벽한 

SQLite 버전 3 소스 코드가 될 것이다. 

익명 사용자로 포실 소스 제어 사용하기

만일 SQLite의 최신 기능을 사용하거나 SQLite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면, SQLite 프로젝트의 

포실(Fossil) 소스 제어용 소스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CVS, Subversion, Perforce, Git 
등의 다른 소스 제어 시스템과 같은 종류의 익명 사용자 액세스를 포실에서도 제공한다. 포실을 

사용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소스를 액세스하므로 SQLite 소스 코드의 가장 최신 버전을 사

용할 수 있다! 또한 원한다면, 그 시스템의 최근 변경 내용을 우리가 받은 소스에 일자, 시간, 
분까지 동기화하여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도움받기를 원하는 중요한 결함 수정이나 기

능이 게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면, 포실과 동기화하여 코드를 받은 후 다시 컴파일하면 된다. 
조금이라도 소스가 변경되면 우리가 받은 소스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포실에서는 자동 동기 기

능까지도 갖고 있다. 

우선 포실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포실은 SQLite 이진 파일처럼 하나의 파일(정적으로 링크된)로 

배포되며, 포실 프로젝트의 홈페이지인 www.fossil-scm.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의 오른쪽에 있는 Quick Links의 Download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오며, 그 페이

지에는 맥 OS X와 리눅스는 물론 윈도우즈용 최신 배포판 링크가 있다. 윈도우즈용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한 후 우리가 원하는 디렉터리(경로)에 압축 파일을 푼다. 당연히 그 경로는 PATH 환
경 변수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조하자. 그 다음에 포실로 받은 

소스를 저장할 새로운 디렉터리를 만든다(기존 디렉터리를 사용해도 된다). 

다운로드받은 포실 프로그램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대부분의 소스 제어를 할 수 있다. 포실이 서

버 측 작업을 처리하는 HTTP 서버로 동작하기 때문이다. SQLite 소스 코드를 처음 받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다운로드받은 포실 프로그램(fossil.exe)을 사용해서 SQLite 소스를 갖고 있는 

사이트로부터 소스를 복제하는 것이다.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고 SQLite 소스를 저장할 디렉터

리(포실 소스 제어 저장소(repository) 파일이 위치할)로 이동한다(cd 명령 사용). 그리고 다음과 같

이 포실의 clone 명령을 실행하자.

C:\sqlite\fossil.exe clone http://www.sqlite.org/src sqlite.fossil
Bytes Cards Artifacts Deltas

Send: 49 1 0 0
Received: 1499917 32606 0 0
Send: 10025 225 0 0
Received: 132364 239 7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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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 4655 99 0 0
Received: 1698453 125 29 69
Total network traffic: 1379539 bytes sent, 17512520 bytes received
Rebuilding repository meta-data...
32605 (100%)...
project-id: 2ab58778c2967968b94284e989e43dc11791f548 
server-id: 38f0c0987054889a5d2c0b4f27b370e9e8632a16 
admin-user: fuzz (password is "******")

포실 명령어의 형식은 fossil <액션> <포실용 소스가 있는 저장소 URL> <우리의 포실 저장소 이름>

이다. 위의 예에서는 clone이 액션이고, SQLite 소스를 가진 저장소 URL로부터 모든 소스를 

깡그리 복사한다. 여기서는 http://www.sqlite.org/src를 저장소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다운로드되어 복사된 소스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파일명을 지정하고 있다(이 파일은 

포실이 생성, 유지한다). 이 이름은 윈도우즈의 파일명 규칙을 만족한다면 어떤 것도 줄 수 있다. 
여기서는 sqlite.fossil로 주었다(파일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그것의 용도를 아는 데 유용한 형태의 

이름이다). 위의 명령 실행이 끝나면 포실에서 유지하는 저장소인 sqlite.fossil 파일이 생성되

며, SQLite의 모든 소스가 이 파일에 저장되고 관리된다.

이처럼 소스를 제어하는 포실을 사용하면 가장 최신 버전의 SQLite 소스 코드를 받고 컴파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과 같다. 즉, 가장 최신의 개발 버전을 얻을 수 있지만, “안정화된” 버
전의 장점은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면 안정화된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자.

자, 이제는 포실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시

켜 보자. 만일 디렉터리나 저장소 파일 이름을 달리 했을 때는 적합하게 수정하기 바란다.  그리

고 저장소 파일(여기서는 sqlite.fossil)이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

C:\sqlite\fossil.exe ui sqlite.fossil

이 명령이 제대로 실행되면 포실이 로컬 HTTP 서버로 동작하면서 접속을 기다린다는 메시지가 

명령 프롬프트 창에 나타난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림 2-3과 같은 웹 브라우저 화면이 나와야 

된다(포실이 자동으로 창을 연다). 혹시 SQLite 개발 일정(timeline)을 나타내는 화면이 나오면 

URL의 제일 끝 부분을 timeline 대신 dir로 변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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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로컬 SQLite Fossil 소스 제어 시스템

지금은 포실이 실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포실의 실행을 끝내려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Ctrl과 C 키를 같이 누르면 된다.

이제는 최신 버전의 SQLite 소스 코드로 작업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앞에서 열어 놓은 

윈도우즈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소스 코드를 저장할 디렉터리를 생성하고 거기로 이동한다.

mkdir c:\sqlite\src
cd c:\sqlite\src

그리고 다음과 같이 포실의 open 명령을 사용해서 현재의 소스 코드를 불러온다.

c:\sqlite\fossil.exe open c:\sqlite\sqlite.fossil

이 명령이 실행되면서 무수히 많은 소스 코드들이 다운로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작업이 

완료되면 대략 15MB 분량의 파일들이 다운로드될 것이다. 그리고 이 소스 코드로 최신 버전의

SQLite를 생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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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로 SQLite DLL 생성하기 

비주얼 C++를 사용해서 SQLite DLL을 생성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한다. 압축이 풀린 SQLite 소스 디렉터리에서 새로운 DLL 프
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만든다. File ➜ New ➜ Project를 선택한다. 프로젝트 타입에서

(그림 2-4) Visual C++ 프로젝트를 클릭한 후 Win32를 선택한다. 그 다음 Win32 프로

젝트 템플릿을 선택한다. Location 텍스트 상자에 SQLite 소스 폴더를 갖고 있는 폴더

명을 입력한다. 이 예에서는 C:\sqlite이다. Name 텍스트 상자에 SQLite 소스 코드가 

있는 폴더명을 입력한다. 이 예에서는 src이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SQLite 소스 폴더

(C:\sqlite\src) 안에 Visual C++ 프로젝트가 생성될 것이다. OK 버튼을 누른다.

그림 2-4 새로운 Visual C++ 프로젝트의 생성

2. 다음으로 Win 32 애플리케이션 마법사 대화상자가 자동으로 열릴 것이다(그림 2-5). 
Application Settings를 클릭하고 애플리케이션 타입을 DLL로 선택한다. Empty 
Project가 체크되었는지 확인한다. Finish 버튼을 클릭하면 비어 있는 DLL 프로젝트가 

생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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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Win32 애플리케이션 마법사 대화상자

3. SQLite 소스 파일들과 헤더 파일들을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에 추가한다. Project ➜ 
Add Existing Item을 선택한 후 디렉터리의 모든 .c와 .h 파일들을 추가한다. 이때 

tclsqlite.c와 shell.c 두 파일은 제외한다. (tclsqlite.c는 Tcl 지원을 위한 것이고, 
shell.c는 SQLite CLP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둘 다 필요하지 않다)

4. 모듈 정의 파일(.def)을 지정한다. 이 파일에서는 라이브러리에 링크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심볼(또는 함수)들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다. SQLite 소스 배포판에

는 그런 목적에 맞게 sqlite3.def가 포함되어 있다. 바로 앞에 나왔던 Property Pages 
대화상자에서 Configuration 드롭다운 상자의 All Configurations를 선택한다(그림 

2-6). 그 다음 Linker 폴더를 클릭하고 Input 서브 메뉴를 클릭한다. Module 
Definition File 속성에 sqlite3.def를 입력한다. 자, 이제 DLL을 생성할 준비가 다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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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프로젝트의 Module Definition 속성

5. 메인 메뉴에서 Build ➜ Build sqlite를 선택하면 DLL이 생성된다.

6. DLL이 생성되면 앞의 “SQLite DLL 설치”에서 설명했던 임포트 라이브러리가 생성되

었는지 확인한다.

동적으로 링크되는 SQLite 클라이언트를 Visual C++로 생성하기

정적인(미리 컴파일되어 생성된) CLP는 SQLite 웹사이트에서 제공한다. 그러나 SQLite DLL을 

사용하는 CLP 버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버전을 Visual C++로 생성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자.

여기서 해야 할 내용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DLL 생성 절차와 매우 유사하므로 거기에 나왔던 

그림들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1. 메인 메뉴에서 File ➜ New ➜ Project를 클릭한다. Project Type에서 Visual C++ 
Project를 선택하고 Win32를 클릭한 후 Win32 Project template을 선택한다. 프로젝

트 이름을 입력하고(예를 들어, shell) OK 버튼을 클릭한다.

2. 잠시 후에 Win 32 Application 마법사 창이 열릴 것이다. Application Setting을 선

택하고 나서 애플리케이션 타입을 Console Application으로 지정한다. 이때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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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그 다음에 Finish 버튼을 누르면 비어 있는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가 생성될 것이다. 

3. 그 다음에는 SQLite CLP 소스 파일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Project ➜ Add Existing 
Item을 선택한 후 나타나는 대화상자에서 shell.c 소스 파일을 추가하자.

4. 그리고 Visual C++가 SQLite DLL에 링크하도록 해야 한다. Project ➜ Properties를 

선택한 후 나타나는 대화상자에서 Configuration 드롭다운 상자의 All Configurations
를 선택한다. 그리고 Linker 폴더를 선택한다. Input 서브 메뉴를 클릭한 후에 

Additional Dependencies 속성 페이지에서 sqlite3.lib를 추가한다. 자, 이제 프로

그램을 생성할 준비가 되었다. 단, 명령행에서 실행할 CLP 프로그램과 같은 디렉터리에 

SQLite DLL이 있거나 또는 그 DLL이 있는 디렉터리가 윈도우즈 시스템의 PATH에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SQLite DLL을 다중 스레드에서 실행 가능하게 생성하거나, 또는 그런 DLL을 SQLite 웹

사이트에서 받았다면, SQLite CLP를 생성할 때 다중 스레드에 안전한 Microsoft C 런타임 라이브러리 

DLL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앞에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로 SQLite DLL 생성하기”
의 4번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을 참조하면 쉽게 해결된다.

MinGW로 SQLite 생성하기

MinGW(www.mingw.org)는 Cygwin 프로젝트의 한 갈래로 개발된 윈도우즈용 GNU 소프트웨

어 개발 도구로서, 윈도우즈용 GNU 컴파일러 배포판을 제공한다. 또한 윈도우즈 API를 구현할 

수 있는 무상의 헤더 파일과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어서 별도의 다른 C 런타임 DLL이 필요 없는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매우 좋은 윈도우즈용 

C/C++ 컴파일러이다. MinGW는 대개 MSYS와 함께 사용된다. MSYS는 POSIX 환경 및 유

닉스나 리눅스의 쉘(bash 등)과 유사한 형태를 제공하므로, 윈도우즈를 마치 유닉스나 리눅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편리하게 해준다. 따라서 MinGW와 더불어 윈도우즈에서 소프트웨어를 컴파

일하고 생성하는 강력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 두 가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같이 쓰기 위해 

해줄 것이 많아서 우리가 직접 함께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고맙게도 그런 배포와 

설치의 힘든 작업을 해주는 좋은 배포판들이 여러 개 있어서 힘들지 않게 SQLite 소스 코드를 

컴파일할 수 있다. 여기서는 SourceForge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TakeOffGW 패키지를 권장

한다. 

MinGW와 MSYS의 패키지 배포판 중 하나인 TakeOffGW를 사용해서 SQLite 소스 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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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L로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SourceForge 웹사이트(sourceforge.net)를 방문한다. 

2. TakeOffGW 프로젝트를 검색하거나 또는 sourceforge.net/projects/takeoffgw/ 페
이지로 바로 이동한다.

3. TakeOffGW 페이지에서 Download Now! 버튼을 클릭하여 네트워크 설치 프로그램

(setup.exe)을 다운로드한다. 

4. 다운로드가 끝나면 setup.exe를 실행시킨다. 설치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기본 값 그대

로 설치한다. (다운로드 소스는 Install from Internet, 루트 디렉터리는 C:\cygwin, 로컬 

패키지 디렉터리도 나와 있는 그대로 하고, 인터넷 연결은 Direct Connection(프록시 서버로 

선택할 수도 있다), 다운로드 사이트는 http://takeoffgw.sourceforce.net/로 선택한다) 
다운로드가 되면서 잠시 후에 그림 2-7과 같은 패키지 선택 페이지가 나타난다. 중간쯤

에 있는 MSYS 오른쪽의 Default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Install로 바꾼다. 이 의미는 

MSYS 패키지에 속하는 컴포넌트들을 모두 설치하겠다는 의미이다. (MSYS 왼쪽의 +를 

클릭하면 어떤 패키지들이 속해 있는지 볼 수 있다)

그림 2-7 MSYS 관련해서 설치할 TakeOffGW 컴포넌트 선택

5.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TakeOffGW가 다운로드되고 필요한 모든 컴포넌트가 설치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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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눅스/유닉스 버전의 SQLite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자. www.sqlite.org에 접속하여 

위의 중앙에 있는 Download 메뉴를 클릭하면 SQLite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타난다. 맨 

앞의 Source Code 부분에서 sqlite-amalgamation-3.x.y.tar.gz(여기서 x, y는 마이너 

버전 번호이다)를 클릭하여 임시 디렉터리로 다운로드 및 저장한다(예를 들어, C:\Temp와 

같은). 

7. 앞의 5번에서 다운로드 및 설치한 TakeOffGW를 바탕화면의 아이콘으로 놓고 더블 클

릭하여 실행한다. 

8. 앞의 6번에서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SQLite 소스 디렉터리로 이동한다. TakeOffGW는 

유닉스와 유사한 환경이므로 유닉스 파일 시스템처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c:\Temp
로 이동하려면 cd /c/Temp로 입력해야 한다.

9. 다음과 같이 SQLite 소스의 압축을 푼다(이때 x, y는 각자 다운로드한 압축 파일의 마이너 

버전 번호를 입력한다).

  tar -xzvf sqlite-amalgamation-3.x.y.tar.gz

10. 압축이 풀린 디렉터리로 이동한다(여기서도 x, y는 각자 다운로드한 압축 파일의 마이너 

버전 번호를 입력한다).

  cd sqlite-3.x.y

11. SQLite 이진 파일을 생성하는 makefile을 다음과 같이 하여 만든다.

  ./configure

12. 다음과 같이 하여 소스 코드로 이진 파일을 생성한다.

  make

configure와 make가 실행될 때는 화면에 여러 줄이 스크롤되면서 작업 현황을 보여줄 것이다. 
make가 완료되면 SQLite 이진 파일이 생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TakeOffGW의 “bin” 디렉터리를 PATH에 추가하자(앞에서 TakeOffGW 네트워크 설치 프로그

램을 실행할 때 루트 디렉터리를 디폴트 값인 C:\cygwin로 하였다면 c:\cygwin\bin이 된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 지금부터는 윈도우즈 탐색기나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sqlite3.exe를 실

행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SQLite CLP가 생긴 것이다.



39리눅스와 맥 OS X 및 다른 POSIX 시스템에서 SQLite 생성하기

리눅스와 맥 OS X 및 다른 POSIX 시스템에서 

SQLite 생성하기

리눅스, 맥 OS X, FreeBSD, NetBSD, OpenBSD, 솔라리스 등의 시스템에서 SQLite를 컴파

일하고 생성하는 방법은 모두 같다. 그리고 SQLite 이진 파일은 각 운영체제에 따라 다양한 방

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진 파일과 패키지

맥 OS 10.4(“Tiger”) 또는 그 이상의 버전을 사용 중이면 우리 시스템에 이미 SQLite가 설치되

어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음의 맥 전용 패키

지 관리 시스템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들 모두 SQLite 패키지를 포함

하고 있다.

 MacPorts. MacPorts는 오늘날 맥 사용자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을 것이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도구 및 모든 것을 망라한 패키지 관리 기능을 갖고 있다. Tcl 바인딩과 같

은 추가적인 패키지를 갖는 가장 최신 버전의 SQLite 배포판도 포함하고 있다. 

Fink. Fink는 데비안(Debian) 기반의 패키지 관리 시스템으로서 자신의 유틸리티인 fink

와 더불어 dpkg, dselect, apt-get 등의 데비안 유틸리티들도 함께 사용한다. Fink는 

http://fink.sourceforge.ne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Fink를 사용하면 컴파일된 이진 

파일로부터 바로 설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컴파일 작업이 필요 없다.

BSD 사용자들도 SQLite 설치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FreeBSD, OpenBSD, NetBSD 모두 다 

SQLite 설치 패키지가 있으며, 설치도 매우 쉽기 때문이다. 각 배포판은 가장 최신 버전의 

SQLite 3.7.x를 갖고 있다.

솔라리스 10에서는 운영체제의 일부분으로 SQLite를 사용하는데, 본래 탑재된 SQLite는 버전 

2이지만, 시스템이 꾸준히 업데이트되었다면 현재의 버전은 3.7.x가 될 것이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리눅스용 이진 파일은 SQLite 웹사이트에서 바로 구할 수 있으며, 그 사이트

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는 다음의 이진 파일들을 제공한다.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명령행 프로그램. 파일명이 sqlite3-3.x.y.z.bin.gz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 x, y, z는 마이너 버전 번호이다.



40 CHAPTER 2  시작하기

공유 라이브러리. 두 가지 형태의 공유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Tcl 바인딩을 포함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다. 또한 관련 소스 파일이 어떤 것인지도 나타나 있다. 주의할 사항은, 
여기서 제공하는 공유 라이브러리는 다중 스레드에서 동시 사용 시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다. 따라서 스레드에 안전한 버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소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라이브

러리를 생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여 

SQLite 생성하기”에서 설명한다.

SQLite 분석기. 이것은 SQLite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

령행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추가 정보는 이 장 뒤에서 얘기할 것이다.

SQLite 및 SQLite 소스 코드의 최신 버전은 우리가 설치하는 리눅스 배포판의 패키지로부터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페도라를 비롯한 레드햇(Red Hat), CentOS 등에서는 

패키지 관리 도구인 yum을 사용해서 다양한 SQLite 패키지들을 찾아 설치할 수 있다. 우분투

(Ubuntu)를 포함해서 데비안(Debian) 기반의 배포판에서는 SQLite 최신 버전을 구하는 데 문

제가 없을 것이다. SQLite 버전 3 패키지를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패키지

를 구할 때 apt나 Synaptic을 사용하자.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여 SQLite 생성하기

리눅스, 맥 OS X, BSD 및 그 외 유닉스 시스템에서 소스 코드 컴파일로 SQLite를 생성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했던 윈도우즈 플랫폼의 MinGW/TakeOffGW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다른 

방법도 있지만, 리눅스에서의 설치 방법을 MinGW에서 따라 했기 때문이다!). 이들 시스템에서 

SQLite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Autoconf, Automake, Libtool을 비롯해서 GNU 컴파일러 컬

렉션(GCC)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대부분의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소프트

웨어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면 SQLite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생성할 수 있다.

1. SQLite 웹사이트에서 리눅스/유닉스 소스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이 책을 번역하는 시점

의 최신 버전은 sqlite-amalgamation-3.7.3.tar.gz이다. 다운받은 파일을 원하는 디렉

터리에 저장한다(예를 들어, /tmp).

2. 그 디렉터리로 이동한다.

  cd /tmp

3. 압축을 푼다.

  tar -xzvf sqlite-amalgamation-3.7.3.tar.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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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축이 풀린 디렉터리로 이동한다.

  cd sqlite-3.7.3

5. Makefile을 만든다.

  ./configure

6. 이때 설치 디렉터리 등의 다른 옵션을 줄 수 있다. configure 옵션의 모든 내용을 알아

보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실행하여 도움말을 보면 된다.

  ./configure --help

7. 소스를 컴파일하여 SQLite를 생성한다.

  make

8. 설치한다.

  make install

이제 우리 시스템에 SQLite 설치가 완료되었다. 명령행에서 다음과 같이 sqlite3를 입력해보자.

root@linux # sqlite3

SQLite CLP가 실행될 것이다(이 경우,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임시로 메모리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help를 입력하면 사용 가능한 쉘 명령어들의 목록이 나올 것이며, 
.exit를 입력하거나 Ctrl+D를 누르면 CLP의 실행이 끝난다.

명령행 프로그램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SQLite CLP이다. 
SQLite CLP는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한다. 따라서 사용법을 알아두면 어떤 플

랫폼에서든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다. 사실 CLP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하나로 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 플랫폼의 명령행에서 실행될 

수 있으며, 또는 쉘 모드로 실행되어 대화식(interactive) 쿼리 처리기로 동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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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모드로 CLP 실행하기

유닉스나 리눅스의 경우는 현재의 쉘(bash 등)에서 각자 원하는 디렉터리로 이동하고(예를 들어, 
cd /tmp), 윈도우즈의 경우는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한 후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각자 원하는 디

렉터리로 이동한다(예를 들어, cd C:\Temp). 이 디렉터리가 현재의 작업 디렉터리가 되므로, CLP
와 작업하는 동안 우리가 만드는 모든 파일들은 이 디렉터리에 생성된다. 

윈도우즈의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는 방법을 다시 알 필요가 있다면, 이 장의 앞에 있는 “명령행 

프로그램 설치”의 5번 항목을 참조하자.

그 다음에 쉘 모드로 CLP를 실행하기 위해 sqlite3와 데이터베이스명을 입력한다. 이때 데이터

베이스명은 생략할 수 있으며, 만일 생략하면 SQLite는 메모리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므로 

CLP가 종료되면 그 내용은 없어질 것이다. 

이처럼 CLP를 대화식 쉘로 사용하면 쿼리를 실행하고, 스키마 정보를 얻고, 데이터를 가져오거

나 내보내는 등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쉘이라 함은 정확히 

말해서 CLP(SQLite의 명령행) 쉘을 의미하므로 유닉스나 리눅스의 쉘(bash와 같은)이나 윈도우

즈의 명령 프롬프트와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 아무튼 CLP 쉘에서는 입력된 명령을 SQL 쿼리로 

간주한다. 단, .(도트)로 시작하는 명령은 예외인데, 이 명령들은 CLP가 특정 작업을 하도록 약

속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리눅스에서 실행되는 sqlite3의 경우 아래와 같이 .help를 입력하면 

그런 명령들의 내역을 볼 수 있다.

fuzzy@linux:/tmp$ sqlite3
SQLite version 3.7.2
Enter ".help" for instructions
Enter SQL statements terminated with a ";" 
sqlite> .help

.backup ?DB? FILE Backup DB (default "main") to FILE

.bail ON|OFF Stop after hitting an error. Default OFF

.databases List names and files of attached databases

.dump ?TABLE? ... Dump the database in an SQL text format
  If TABLE specified, only dump tables matching LIKE pat
tern TABLE.

.echo ON|OFF Turn command echo on or off

.exit Exit this program

.explain ?ON|OFF? Turn output mode suitable for EXPLAIN on or off.
  With no args, it turns EXPLAI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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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fkey ?OPTIONS? Options are:
  --no-drop: Do not drop old fkey triggers.
  --ignore-errors: Ignore tables with fkey errors
  --exec: Execute generated SQL immediately See file too
l/genfkey.README in the source distribution for further 
information.

.header(s) ON|OFF Turn display of headers on or off

.help Show this message

.import FILE TABLE Import data from FILE into TABLE

.indices ?TABLE? Show names of all indices
  If TABLE specified, only show indices for tables match
ing LIKE pattern TABLE.

.load FILE ?ENTRY? Load an extension library

.mode MODE ?TABLE? Set output mode where MODE is one of:
  csv Comma-separated values
  column Left-aligned columns. (See .width)
  html HTML <table> code
  insert SQL insert statements for TABLE
  line One value per line
  list Values delimited by .separator string
  tabs Tab-separated values
  tcl TCL list elements

.nullvalue STRING Print STRING in place of NULL values

.output FILENAME Send output to FILENAME

.output stdout Send output to the screen

.prompt MAIN CONTINUE Replace the standard prompts

.quit Exit this program

.read FILENAME Execute SQL in FILENAME

.restore ?DB? FILE Restore content of DB (default "main") from FILE

.schema ?TABLE? Show the CREATE statements
  If TABLE specified, only show tables matching LIKE pat
tern TABLE.

.separator STRING Change separator used by output mode and .import

.show Show the current values for various settings

.tables ?TABLE? List names of tables
  If TABLE specified, only list tables matching LIKE pat
tern TABLE.

.timeout MS Try opening locked tables for MS milliseconds

.width NUM1 NUM2 ... Set column widths for "column" mode

.timer ON|OFF Turn the CPU timer measurement on or off

.width NUM NUM ... Set column widths for "colum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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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ite>.exit

.help 대신 줄여서 .h만 입력해도 된다. 다른 명령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CLP 쉘을 종료

하는 명령어인 .exit는 .e로 해도 된다.

명령행 모드로 CLP 실행하기

데이터베이스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내보내고, 배치 처리(여러 명령을 연속적으로 실행하는)
를 하기 위해 CLP를 명령행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자동화를 

위한 쉘 스크립트(script)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CLP가 명령행 모드로 실행될 때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알아볼 때는 아래와 같이 -help 옵션을 주어 각 플랫폼의 명령행(윈도우즈의 경우는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실행하면 된다.

fuzzy@linux:/tmp$ sqlite3 -help

Usage: sqlite3 [OPTIONS] FILENAME [SQL]
FILENAME is the name of an SQLite database. A new database is created if the file does 
not previously exist.
OPTIONS include:
    -help show this message
    -init filename read/process named file
    -echo print commands before execution
    -[no]header turn headers on or off
    -bail stop after hitting an error
    -interactive force interactive I/O
    -batch force batch I/O
    -column set output mode to 'column'
    -csv set output mode to 'csv'
    -html set output mode to HTML
    -line set output mode to 'line'
    -list set output mode to 'list'
    -separator 'x' set output field separator (|)
    -nullvalue 'text' set text string for NULL values
    -version show SQLite version -init filename read/process named file

명령행 모드의 CLP에서는 다음 인자들을 받는다.

 옵션(생략 가능)

 데이터베이스 파일명(필수) (만일 생략하면 임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쉘 모드에서처럼 데이터베이스가 메모리에 생기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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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할 SQL 명령(생략 가능)

대부분의 옵션에서는 결과의 출력 형식을 제어하지만, init는 예외다. init는 실행될 SQL 명령

들을 갖고 있는 배치 파일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 파일명은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SQL 명령은 생략 가능하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CLP를 두 가지 모드(쉘과 명령행)로 실행하는 방법을 알았으므로, 지금부터는 CLP를 사용해서 

주로 많이 하는 작업의 예를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해보자.

데이터베이스 생성

먼저 test.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보자. 각 플랫폼의 명령행(윈도우즈의 경우는 명령 프롬

프트 창)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다같이 실습해보자.

sqlite3 test.db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명을 주더라도 SQLite는 (아직은)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지 않는다. 
테이블이나 뷰와 같은 것을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만들 때까지 실제 생성(디스크에 쓰는)을 미룬

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조 정보를 디스크에 쓰기 전에 여러 가지의 영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정치(페이지 크기와 같은)들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페이지 크

기나 문자 인코딩(UTF-8, UTF-16 등의) 같은 설정치들은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디스크에) 생성

되면 쉽게 변경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처럼 실제 생성을 미루면 그런 것을 변경 가능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기본 설정치로 할 것이므로, 데이터베이스를 디스크 상에 실제로 생

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테이블만 생성하면 된다. 다음의 SQL 명령을 입력하여 실행하자(SQL 
명령의 경우는 제일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서 명령의 끝임을 알려주어야 하며, 도트( . )로 시작하는 

CLP 쉘 명령어에서는 안 붙여도 된다).

sqlite> create table test (id integer primary key, value text);

이제는 test.db라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디스크에 생성되었으며, test라는 테이블을 하나 갖고 

있다.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이 테이블은 두 개의 열(column)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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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라는 열은 기본 키(primary key)로서 디폴트로 autoincrement 속성을 갖는다. 이처럼 

integer 타입의 기본 키로 열을 정의하면 SQLite는 항시 그 열에 대해 autoincrement 
함수를 적용한다. 즉, INSERT 명령에서 그 열의 값이 지정되지 않으면 그 열에 들어갈 

값을(그 열의 마지막 값에서 하나 증가된 정수 값으로) SQLite가 자동으로 생성해준다는 

것이다.

 value라는 텍스트 필드.

다음과 같이 몇 개의 행을 테이블에 추가해보자.

sqlite> insert into test (value) values('eenie'); 
sqlite> insert into test (value) values('meenie'); 
sqlite> insert into test (value) values('miny'); 
sqlite> insert  into test (value) values('mo');

그리고 그 데이터를 조회해보자.

sqlite> .mode column
sqlite> .headers on
sqlite> select * from test;

id value
----------  ----------
1 eenie
2 meenie
3 miny
4 mo

select 문 이전에 실행한 두 명령(.headers와 .mode)은 결과 출력을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이러한 명령들은 더 뒤에서 설명한다). 이 결과를 보면, insert 문에서 빠진 id 열의 값을 

SQLite가 1씩 증가된 정수 값으로 주었음을 알 수 있다. autoincrement 열에 마지막으로 추가

된 값이 얼마인지 알고자 할 때는 last_insert_rowid() SQL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sqlite> select last_insert_rowid();

last_insert_rowid() 
---------------
4

그 다음에는 아래와 같이 인덱스와 뷰를 하나씩 데이터베이스에 생성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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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ite> create index test_idx on test (value);
sqlite> create view schema as select * from sqlite_master;

CLP 쉘을 종료할 때는 .exit 명령을 입력하면 된다.

sqlite> .exit

윈도우즈에서는 Ctrl+C,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Ctrl+D를 눌러도 종료된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정보 알아내기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정보를 알아내는 CLP 쉘 명령어들이 있다. .tables [패턴식]을 사용하

면 테이블(그리고 뷰) 목록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패턴식]은 생략 가능하며 SQL의 like 연산

자에 쓸 수 있는 것이면 어떤 패턴식도 사용 가능하다(like 연산자는 3장에서 설명한다). 주어진 

패턴식과 일치하는 모든 테이블과 뷰들이 결과로 반환되며, 만일 패턴식을 주지 않으면 모든 테

이블과 뷰들이 반환된다.

sqlite> .tables

schema test

여기서는 test라는 테이블과 schema라는 뷰가 결과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주어

진 테이블의 인덱스는 .indices [테이블명]을 사용하면 알 수 있다.

sqlite> .indices test

test_idx

여기서는 앞에서 생성했던 test 테이블의 test_idx 인덱스가 결과로 나왔다. 테이블이나 뷰에 

대한 SQL 정의(DDL 문: Data Definition Language) 내역은 .schema [테이블명]으로 알 수 있

다. 만일 테이블명을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베이스 객체(테이블, 인덱스, 뷰, 트리거)에 대

한 SQL 정의 내역이 반환된다.

sqlite> .schema test

CREATE TABLE test (id integer primary key, value text);
CREATE INDEX test_idx on tes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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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ite> .schema

CREATE TABLE test (id integer primary key, value text); 
CREATE VIEW schema as select * from sqlite_master; 
CREATE INDEX test_idx on test (value);

더 자세한 스키마 정보는 SQLite의 시스템 뷰인 sqlite_master로 부터 알 수 있다. 이 뷰는 간

단한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구조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SQLite의 Master 테이블 스키마

열 설명

type 데이터베이스 객체의 타입(테이블, 인덱스, 뷰, 트리거)

name 객체 이름

tbl_name 이 객체와 관련 있는 테이블명

rootpage 이 객체의 시작 root 페이지 인덱스(데이터베이스 내부의)

sql 이 객체의 SQL 정의문(DDL)

현재의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sqlite_master를 쿼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결과로 나오는 열

의 형식과 제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mode column과 .headers on 명령을 쿼리에 앞서 실행한다는 것

을 기억하자).

sqlite> .mode column 
sqlite> .headers on
sqlite> select type, name, tbl_name, sql from sqlite_master order by type;

type name tbl_name sql
------ ----------- --------- -------------------------------------
index test_idx test CREATE INDEX test_idx on test (value)
table test test CREATE TABLE test (id integer primary
view schema schema CREATE VIEW schema as select * from s

여기서는 test.db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객체들이 나타난다. 즉, 하나의 테이블과 하나의 인덱스 

및 하나의 뷰 그리고 그것들 각각을 생성하는 DDL 문들이다. 

SQLite의 PRAGMA 명령, table_info, index_info, index_list를 사용해서 스키마 정보를 알아내

는 명령들이 더 있다. 이 내용은 4장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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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ite CLP와 같이 명령행에서 실행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우리가 실행한 명령 내역을 

기록 유지한다. 따라서 ↑과 ↓ 화살표 키를 누르면 앞에서 실행했던 명령들을 앞뒤로 스크롤하면서 원

하는 명령을 다시 실행할 수 있다. 윈도우즈의 경우는 화살표 키와 더불어 F7 키를 눌러 우리가 실행했

던 명령들의 목록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다(목록을 닫거나 명령 취소 시는 Esc 키를 누른다).

데이터 내보내기

SQLite의 .dump 명령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객체들을 SQL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다(export). 
.dump 명령에 아무 인자도 주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베이스 객체들이 대상이 되며, 각 데이터베이

스 객체와 그것들의 데이터를 재생성하는 데 적합한 일련의 SQL DDL과 DML(Data Manipulation 
Language) 명령들을 내준다(그렇다고 데이터베이스 객체들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인자를 줄 경

우는 CLP 쉘이 그것을 테이블이나 뷰 이름으로 간주하고 그것과 일치되는 테이블이나 뷰에 대

해서만 내보내기하며, 일치되는 것이 없을 때는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무시한다. .dump 
명령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스크린으로 출력된다. 따라서 파일로 쓰고 싶으면 .output [파일명] 
명령을 사용한다. 그리고 출력 결과를 다시 스크린으로 볼 때는 .output stdout을 실행하면 된

다. 예를 들어, file.sql이라는 파일로 출력한다면 다음과 같이 한다.

sqlite> .output file.sql 
sqlite> .dump
sqlite> .output stdout

이렇게 하면 현재의 작업 디렉터리에 file.sql 파일이 생성된다. 만일 파일이 이미 있는 경우는 

기존 데이터를 지우고 새로 쓴다. 우리 데이터베이스(test.db)로부터 생성된 file.sql 파일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PRAGMA foreign_keys=OFF;
BEGIN TRANSACTION;
CREATE TABLE test (id integer primary key, value text);
INSERT INTO "test" VALUES(1,'eenie');
INSERT INTO "test" VALUES(2,'meenie');
INSERT INTO "test" VALUES(3,'miny');
INSERT INTO "test" VALUES(4,'mo');
CREATE INDEX test_idx on test (value);
CREATE VIEW schema as select * from sqlite_master;
COMMIT;

이들 명령과 그 외의 다양한 CLP 쉘 옵션들을(이 장 뒤에서 설명할) 같이 사용하면 내보내는 데

이터를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구분자(delimiter 또는 separator)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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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서 특정 테이블이나 뷰를 다양한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으며, 바로 다음에 나오는 .import 

명령을 사용해서 가져오기를 할 수 있다.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를 가져오는(import) 방법은 가져올 파일의 데이터 형식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파일의 

데이터가 SQL 명령들로 구성된(SQL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하는) 경우는 .read 명령을 사용해서 

그 파일의 SQL 명령들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파일의 데이터가 CSV(comma separated 
values: 각 값을 콤마로 구분하는) 형식이거나 또는 다른 구분자로 된 경우는 .import [파일][테이

블] 명령을 사용해서 가져올 수 있다. 이 명령은 해당 파일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것을 지정된 

테이블에 추가한다. 즉, 구분자로 (|)을 사용하여 파일 데이터의 각 라인을 분석한 후 분석된 각 

열의 값을 테이블에 추가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파일의 분석된 필드의 개수는 해당 테이블의 열 

개수와 일치해야 한다. .separator 명령을 사용하여 다른 구분자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의 구분

자가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는 .show 명령을 사용한다. 이 명령에서는 CLP 쉘의 사용자 설정 

값을 모두 보여주는데, 이때 구분자도 같이 나타난다.

sqlite> .show

     echo: off
  explain: off
  headers: on
     mode: column 
nullvalue: ""
   output: stdout 
separator: "|"
    stats: off
    width:

.read 명령은 .dump 명령으로 생성된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방

법으로 사용한다. 여기서는 백업으로 이미 생성된 file.sql 파일을 사용하여 기존의 데이터베이

스 객체들을(test 테이블과 schema 뷰) 삭제하고 새로 생성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sqlite> drop table test; 
sqlite> drop view schema; 
sqlite> .read file.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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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형식 조정하기

CLP 쉘에서는 형식을 조정하는 명령(옵션)들을 많이 제공하므로, SQL 명령 실행 결과와 출력을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다. 가장 간단한 것으로 .echo가 있는데, .echo on을 하면 방금 실행된 

SQL 명령을 결과 출력에 앞서 보여준다(off는 그 반대이다). 그리고 .header on을 하면 열의 

이름을 쿼리 결과에 포함시킨다(off는 그 반대이다). 열의 값이 NULL인 경우는 결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NULL 값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할 때는 .nullvalue를 사용한다. 예를 들

어, NULL 값을 NULL이라는 문자열로 나타나게 하고 싶다면 .nullvalue NULL로 하면 되며, 
해지할 때는 .nullvalue ""를 실행하면 된다. 디폴트 값은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는 null 문자열

("")이다. 

CLP 쉘의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이 .prompt [값]으로 변경할 수 있다.

sqlite> .prompt 'sqlite3> ' 
sqlite3>

결과 데이터는 .mode 명령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만들 수 있다. 현재 가능한 형식은 

csv, column, html, insert, line, list, tabs, tcl이며, 서로 다른 형식으로 결과 데이터를 만들

어 주므로 유용하다. 디폴트 형식은 .list이며, 이 모드에서는 각 열의 값을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구분자로 구분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우리 테이블의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만들어 파일로 저

장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sqlite3> .output file.csv 
sqlite3> .separator ,
sqlite3> select * from test; 
sqlite3> .output stdout

이렇게 하면 file.csv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

1,eenie 
2,meenie 
3,miny
4,mo

하지만 CSV 형식은 CLP가 이미 알고 있으므로 구분자를 지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모드만 

지정하는 것이 더 쉽다.

sqlite3> .output file.csv 
sqlite3> .mode csv
sqlite3> select * from test; 
sqlite3> .output std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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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의 결과는 바로 앞의 예와 동일하다. 그러나 모드를 CSV로 했으므로 구분자는 콤마(,)로 같

지만, 각 열의 값을 큰따옴표(double quote)로 둘러싸는 형태가 된다. 바로 앞의 경우처럼 디폴

트 모드인 list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구분자 사용 데이터를 내보내고 가져오기

앞에서 설명한 데이터 내보내기, 가져오기, 형식 조정하기를 함께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의 데이터를 구분자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쉽게 내보내고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test 테이

블의 데이터 중에서 value 필드의 값이 “m”으로 시작하는 것만 CSV 형식의 test.csv 파일로 

출력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sqlite> .output text.csv
sqlite> .separator ,
sqlite> select * from test where value like 'm%'; 
sqlite> .output stdout

그 다음에 test 테이블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test2 테이블로 이 CSV 데이터를 가져오기 한다

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sqlite> create table test2(id integer primary key, value text); 
sqlite> .import text.csv test2

이처럼 CLP에서는 구분자를 사용하는 형식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쉽게 가져오거나 내보

낼 수 있다. 

명령행 CLP로 시스템 유지보수하기

지금까지는 대화식(쉘 모드)으로 CLP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이나 데이터 내보내기 등

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CLP(또는 SQL) 명령을 한 번에 하나씩만 실행하는 형태로만 CLP를 사

용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배치(batch) 형태로 한 번에 여러 개의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다. 이때는 CLP를 명령행 모드(유닉스나 리눅스의 쉘 또는 윈도우즈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로 실행하면 된다. 

명령행에서도 얼마든지 CLP를 실행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 등의 목적으로 일련의 명령어들을 정

기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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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행 모드로 CLP를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의 SQL 명령 또는 

SQLite 쉘 명령(.dump나 .schema와 같은)을 지정하는 것이다. 어떤 SQL 명령이나 SQLite 쉘 

명령도 가능하다. 명령행 모드로 실행 시 SQLite는 지정된 명령어를 실행하여 표준 출력(스크린)
으로 결과를 출력하고 실행을 종료한다. 예를 들어, test.db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내보내기

(export)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sqlite3 test.db .dump

향후에 사용하기 위해 결과를 파일로 저장할 때는 다음처럼 한다. 

sqlite3 test.db .dump > test.sql

이렇게 하면 test.db 데이터베이스의 SQL DDL과 DML 문들이 텍스트 형태로 test.sql 파일

에 저장된다. 또한 test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sqlite3 test.db "select * from test"

명령행에서 CLP를 실행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표준 입력의 방향을 바꿔서(redirection) 파일로

부터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test.db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만든 test.sql 파일을 사용해서 새로

운 데이터베이스인 test2.db를 생성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sqlite3 test2.db < test.sql

이 경우 CLP는 표준 입력을 파일로부터 받아서 파일에 있는 모든 SQL 명령을 test2.db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 실행하고 적용할 것이다.

test.sql 파일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이 init 옵션을 

지정하고 test.sql을 인자로 주는 것이다.

sqlite3 -init test.sql test3.db

단, 이때는 CLP가 test.sql 파일의 SQL 명령들을 실행하여 test3.db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후 쉘 모드로 동작하게 된다. 왜 그럴까? SQL 명령이나 입력에 대한 언급이 없이 CLP를 실행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쉘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SQL 명령이나 

SQLite 쉘 명령 하나를 주면 된다.

sqlite3 -init test.sql test3.db .exit

이처럼 .exit 명령을 주면 CLP가 test3.db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후 종료된다. 그러나 앞에서

처럼 표준 입력의 방향을 바꿔서(<를 사용) 파일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CLP가 쉘 모드

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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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백업하기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타입에 따라 두 가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백

업을 보관 및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SQL 덤프(dump)일 것이다(데이터베이스 생성에 필요

한 SQL DDL과 DML 문을 텍스트 형태로 보관하는). 이 경우 앞에 나왔던 CLP의 .dump 명령을 

사용하며, 명령행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sqlite3 test.db .dump > test.sql

CLP 쉘 모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단 표준 출력 방향을 파일로 변경한 후 .dump 명령을 실행하

고, 표준 출력을 다시 스크린으로 변경한다.

sqlite> .output file.sql
sqlite> .dump
sqlite> .output stdout
sqlite> .exit

그리고 향후에 CLP를 실행하면서 입력으로 SQL 덤프(여기서는 file.sql)를 사용하면 데이터베

이스를 가장 쉽게 생성(또는 복구)할 수 있다.

sqlite3 test.db < test.sql

test.db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한다. 그러나 이미 있더라도 test.sql의 SQL 명령

들이 실행된 결과가 기존의 test.db의 것과 다를 때는 이상 없이 동작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

만, 기존의 test.db에 이미 있는 데이터베이스 객체들을 test.sql의 SQL 명령에서 생성한다면 

에러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기본 키(primary key)나 외부 키(foreign key)의 제약에 위배되는 

데이터를 추가, 변경, 삭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생길 것이다.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 백업 방법은 이진(binary) 백업인데, 이것은 파일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복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단, 이진 백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작업이 하나 있다. 
삭제된 데이터베이스 객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해소하는(줄이는) 데이터베

이스의 빈 공간 정리 작업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복사할 때 더 작은 크기의 

백업 파일을 만들 수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이 vacuum 명령을 사용한다.

sqlite3 test.db vacuum
cp test.db test.backup

대개의 경우에 이진 백업은 SQL 형태의 백업(덤프)에 비해 백업 파일 크기가 커서 불리하다. 
SQLite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에 있어 하위 버전 호환성이 좋고 여러 플랫폼 간의 이진 호환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백업들을 유지하는 경우는 항상 SQL 형태의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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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백업 파일의 크기가 중요할 때는(스마트폰과 같은 휴대형 시스템

처럼) SQL 백업(텍스트 형태인)의 압축률이 좋으므로 더욱 그렇다. 

어떤 백업 방법을 선택했든, 데이터베이스를 성공적으로 복구할 수 있어야만 좋은 백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따라서 아무리 많이 백업을 잘 받았다고 해도 복구에 실패하면 소용없으므로, 

백업으로 복구하는 절차를 테스트해야 한다. 

끝으로, SQLite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삭제(drop)”는 단순히 파일을 삭제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운영체제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삭제하면 된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정보 알아내기

테이블 명이나 SQL DDL 문과 같은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은 

sqlite_master 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뷰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객체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일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SQLite 분석기(Analyzer)라고 하

는 도구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은 SQLite 웹사이트에서 이진 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SQLite 분석기는 디스크에 저장된 SQLite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관한 자세한 기술 정보를 제공

하며, 그런 정보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인덱스 등의 상세 내역이 포함된다. 즉, 각 데이터베

이스 객체에 대한 페이지 크기, 테이블 개수, 인덱스, 파일 크기, 페이지 평균 사용량과 같은 데

이터베이스 속성들로부터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test.db에 대해 sqlite_analyzer에서 출력한 

내용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fuzzy@linux:/tmp$ sqlite3_analyzer test.db

/** Disk-Space Utilization Report For test.db
*** As of 2010-May-07 20:26:23

Page size in bytes.................... 1024     
Pages in the whole file (measured).... 3        
Pages in the whole file (calculated).. 3        
Pages that store data................. 3          100.0%
Pages on the freelist (per header).... 0            0.0%
Pages on the freelist (calculated).... 0            0.0%
Pages of auto-vacuum overhead......... 0            0.0%
Number of tables in the datab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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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indices..................... 1        
Number of named indices............... 1        
Automatically generated indices....... 0        
Size of the file in bytes............. 3072     
Bytes of user payload stored.......... 26           0.85%

*** Page counts for all tables with their indices ********************

TEST.................................. 2           66.7%
SQLITE_MASTER......................... 1           33.3%

*** All tables and indices *******************************************

Percentage of total database.......... 100.0%   
Number of entries..................... 11       
Bytes of storage consumed............. 3072     
Bytes of payload...................... 235          7.6%
Average payload per entry............. 21.36    
Average unused bytes per entry........ 243.00   
Maximum payload per entry............. 72       
Entries that use overflow............. 0            0.0%
Primary pages used.................... 3        
Overflow pages used................... 0        
Total pages used...................... 3        
Unused bytes on primary pages......... 2673        87.0%
Unused bytes on overflow pages........ 0        
Unused bytes on all pages............. 2673        87.0%

*** Table TEST and all its indices ***********************************

Percentage of total database..........  66.7%   
Number of entries..................... 8        
Bytes of storage consumed............. 2048     
Bytes of payload...................... 60           2.9%
Average payload per entry............. 7.50     
Average unused bytes per entry........ 243.00   
Maximum payload per entry............. 10       
Entries that use overflow............. 0            0.0%
Primary pages used.................... 2        
Overflow pages used................... 0        
Total pages used...................... 2        
Unused bytes on primary pages......... 1944        94.9%
Unused bytes on overflow pages........ 0        
Unused bytes on all pages............. 1944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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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ite 분석기는 SQLite 웹사이트에서 리눅스와 맥 OS X 및 윈도우즈용의 이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같이 제공되는 makefile을 사용해서 소스 코드로부터 SQLite 분석기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한 후에 생성할 디렉터리에서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make sqlite3_analyzer

그러나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SQLite가 Tcl 언어 확장 모듈을 사용하므로, SQLite가 Tcl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그 외의 다른 SQLite 도구들

SQLite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나 상업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GUI 형태의 크로

스 플랫폼 프로그램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SQLite 데이터베이스 브라우저(http://sqlitebrowser.sourceforge.net): 데이터 내보내

기나 가져오기는 물론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 및 인덱스를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게 해준

다. 또한 실행된 모든 SQL 명령의 로그(log)를 사용자가 살펴볼 수 있고, SQL 쿼리를 

실행하여 그 결과를 검사할 수 있다. 근래에 버전 2로 업그레이드되었다. 

 SQLiteman(http://www.sqliteman.com):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크로스 플랫폼 프로

그램이다. SQL 명령의 튜닝과 테이블, 인덱스, 뷰, 트리거, 데이터베이스 공간 등을 관리

할 수 있다. 

 SQLiteManager(www.sqlabs.net/sqlitemanager.php): SQLite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설계된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이다.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관리하고, 쿼리를 실

행하고, 리포트 템플릿을 사용해서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다. SQL의 성능을 보완하는 자

신의 스크립트 언어를 갖고 있다. 

여기서는 크로스 플랫폼 도구들만 예로 들었다. 하지만 이 외에도 개발자와 최종 사용자 및 관리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런 도구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SQLite 위키(www.sqlite.org/cvstrac/wiki?p=ManagementTools)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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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플랫폼에서 작업하든 SQLite는 설치와 생성이 쉽다. 윈도우즈와 맥 OS X 및 리눅스 사용

자들은 SQLite 웹사이트에서 곧 바로 SQLite 이진 파일을 구할 수 있다. 또한 그 외의 다른 

많은 운영체제 사용자들도 자신들의 시스템이나 다른 업체에서 제공하는 SQLite를 사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모든 플랫폼에 걸쳐 SQLite를 운용하는 좋은 방법은 SQLite의 명령행 프로그램

(CLP)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각 플랫폼의 명령행에서 실행되거나 또는 대화식 쉘 

형태로 동작할 수도 있다. SQLite에서는 SQL 쿼리를 실행할 수 있으며, 또한 데이터 내보내기

나 가져오기는 물론 테이블, 인덱스, 뷰의 생성과 같은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작업도 할 

수 있다. SQLite의 데이터베이스는 각 운영체제의 단일 파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백업과 같은 작업도 해당 파일만 복사하면 되므로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

는 백업의 경우는 SQL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덤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SQLite의 

버전이 다르더라도 호환이 되기 때문이다.

3장과 4장에서는 SQL 명령과 SQLite 데이터베이스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CLP를 사

용할 것이다. 일단 3장에서는 SQLite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SQL 명령을 배울 것이고, 4장에서

는 SQL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