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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요즘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이 IT 분야 조기 교육이다. 내년(2015년)부터는 중학생부터 소프트

웨어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뉴스도 접했다. 그만큼 IT 기술 교육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도서와 같은 관련 교육 자료도 다양한 독자 눈높이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컴퓨터 비전공자 학생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쓰여 있다. 이 책은 철저히 

초보자의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SQL 활용 방법까지 점진적으로 설명하고 있

다. 여태껏 많은 데이터베이스 참고 도서들을 접했고 실무에도 적용했었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책이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이 책 한 권으로 모든 주요 데이터베이스에 적용 가능한 SQL을 익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표준 SQL을 중심으로 오픈 소스인 MySQL, PostgreSQL뿐만 아니라 상용 제품인 DB2, 

SQL Server, Oracle용 SQL 작성법까지 다루고 있다. 개발 현장에서 사용하는 DB가 바뀔 때마다 DB별

로 다시 SQL 책을 찾아서 공부해야 했던 불편함이 이 책 한 권으로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또한, DB별 

개별 구문을 잘 정리하고 있어서 실제 업무에서도 활용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장점이 또 있다.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쉬운 설명에 샘플 코드와 실행 결과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또, 별도로 제공되는 SQL 파일들을 직접 실행해 보면서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면 어느새 데이터베

이스 마스터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역자 개인적으로는 책을 번역하면서 여러 SQL 구문을 복습할 수 있었으며, DB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SQL 구문을 접할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롭게 작업할 수 있었다. 또한, 이전에는 몰랐던 SQL 동작 원리와 

실행 순서를 이해함으로써 SQL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체득할 좋은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IT 관련 도서들이 많이 소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4년 8월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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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프로그래밍이나 시스템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 및 이를 사용하기 위한 ‘SQL’이라는 언어에 관해 설명하는 책이다. 각 장은 구체적인 샘플 코드를 중심

으로 설명하며, 장 마지막 부분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습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1장부터 순서대로 샘

플 코드를 직접 실행하면서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SQL 기초는 물론 숨은 비법까지 마스터할 수 있도

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철칙’이란 요소로 별도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이 책의 내

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후에 나중에 참고 자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최근 다른 시스템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데이터베이스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기능

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취급하는 데이터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 데이터베이스의 응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 책이 다루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다른 데이터베

이스를 이해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도 한다. 시스템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를 의미할 정도로 중요도가 매우 높다. 

다양한 분야 및 다양한 규모의 시스템 개발에 참여할 분들이 많을 것이다(또는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 개발 현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분명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것을 기반

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를 찾는 손길도 늘고 있다. 따라서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SQL을 마스터하면, 어떤 시스템 개발에도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

문가가 되어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한 단계 더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데이터베이스라는 분야가 얼마나 흥미로

운 분야인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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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인범 (SK C&C) 

마치 “교과서”와 같이 원리와 기본에 충실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에 깊숙한 내용을 파고들기보다는 단계

별로 조금씩, 조금씩 설명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주 접했을 법한, 그리고 자주 경험했을 법한 

상황들에 대해 설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끔 참고하기에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윤재석 (삼성소프트웨어멤버십) 

책을 읽는 내내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SQL에 대해 입문하시는 분, 다양한 DBMS에서 쓰

이는 SQL의 차이점을 알고 싶으신 분, 심도 있는 접근을 하기에 앞서서 보다 쉽고 친절한 책을 원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현 (프리랜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공부할 때는 서버 설치 및 관련 툴 설명에 약간의 SQL이 실려 있는 책이 대부

분이었습니다. 실무 때 수많은 테이블의 조인과 처음 접하는 서브쿼리, 조회로 연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온 시절이 생각나네요. 표준 SQL은 몇몇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곤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서 공용으로 사용되며, 이 책은 그 예외적인 부분까지 안내해 줍니다. SQL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더할 나

위 없이 좋은 책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이아름

SQL 명령어가 DBMS에 따라 동일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서 ‘분명히 맞게 입력했는데 왜 에러가 나

는 거지?’라며 고민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Oracle과 PostgreSQL에서 더욱 심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많이 고쳐진 것 같습니다. 

  조현석 (한양대학교)

DBA가 이미 만들어 놓은 테이블을 조작만 하고 ORM을 즐겨 쓰다 보니 SQL을 직접 사용할 때면 헷갈

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책은 어려운 개념까지 명확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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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호 (MortzBeat) 

DB는 모든 서비스의 기본이며, 잘 만들어진 데이터는 성공하는 서비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책은 초심

자도 DB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DB를 처음 사용하는데 빨

리, 그리고 잘 사용하고 싶을 때 이 책이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특히 MySQL, PostgreSQL, MS SQL 

등 다양한 DBMS의 각기 다른 문법도 함께 설명해 주고 있어서 간단한 가이드가 필요한 실무자에게도 도

움이 될 것입니다. 

Beta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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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초보자라도 무리 없이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자습서로는 물론 대학

교, 전문대학, 직업학교의 교재 및 기업에서의 신입 연수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 다양

한 샘플 코드와 자세한 실행 순서를 기재하고 있어서 학습자 각자가 직접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나감으로

써 프로그래밍 능력을 착실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장 마지막에는 학습한 주요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연습문제가 준비되어 있다. 책 뒤의 부록 C

에는 문제 해답과 해설이 수록되어 있으니 학습 성취도 확인을 위해 활용하기 바란다.

이	책의	대상	독자

• 데이터베이스나 SQL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

• 혼자서 SQL을 익혔지만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SQL을 다시 공부하고 싶은 사람

•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하지만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사람

• 대학교, 전문대학, 직업학교, 기업 등에서 SQL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

• 정보처리 시험을 준비하면서 SQL을 공부해야 하는 사람

이	책을	학습하기	위한	바탕	지식

• 윈도우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을 알고 있을 것

• 윈도우 탐색기를 사용해서 폴더 작성이나 파일 복사를 할 수 있을 것

• 윈도우 메모장(또는 다른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해서 문서 파일을 작성할 수 있을 것

이	책이	대상으로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SQL 문은 다음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에서 동작 확인을 했다.

• Oracle Database 11g

• SQL Serv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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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2 9.7

• PostgreSQL 8.4

• MySQL 5.5

이 책에서는 이 다섯 가지 RDBMS에서 기술 방법이 다른 SQL 문, 또는 특정 RDBMS에서만 동작하는 

SQL 문은 다음과 같은 아이콘을 사용해서 해당 SQL이 동작하는 RDBMS을 보여주고 있다.

Oracle  SQL Server  DB2  PostgreSQL  MySQL

반대로, 모든 RDBMS에서 동작하는 SQL 문에는 아무런 아이콘도 붙이지 않았다.

이	책을	학습하기에	앞서

이 책에서는 우선 1장 전반부를 통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SQL 기초 지식을 습득한 후, 구체적인 

SQL 샘플 코드를 보면서 학습을 진행한다.

SQL 학습 시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이다.

• 자신이 직접 SQL을 작성할 것

• SQL을 실행해서 동작 방식을 이해할 것

학습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이 책에서 다루는 샘플 코드를 실제로 입력, 실행하면서 읽어나

가기 바란다.

이 책의 부록 CD-ROM에는 SQL 학습 환경을 위해서 PostgreSQL이 수록되어 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에 이것을 본인 PC에 설치하고, SQL을 실행할 준비를 해 두자. 준비 방법(설치 방법, SQL 실행 방법)에 대

해서는 책 뒤의 부록 A, 부록 B에 정리해 두었다.

앞에서 언급한 대상 RDBMS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그것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참고로, 이 책에 

기재하고 있는 SQL 실행 결과는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PostgreSQL 8.4를 사용한 것이다.

부록	CD-ROM	안내

이 책의 부록 CD-ROM에는 샘플 코드와 SQL 학습 환경(PostgreSQL)이 수록되어 있다. 부록 CD-ROM 

구성은 다음과 같다.



SQL 더 쉽게, 더 깊게xviii

ReadMe.txt ………………………부록 CD-ROM 사용 시 주의점

PostgreSQL_Installer ……………SQL 학습 환경（PostgreSQL）

Sample …………………………1장～8장 샘플 코드

answer……………………………연습문제 해답(샘플 코드)

ReadMe.txt	파일

부록 CD-ROM 내용 및 주의점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사용하기 전에 한번 읽어 보기 바란다.

PostgreSQL

SQL 학습 환경으로 ‘PostgreSQL’을 수록하고 있다. PostgreSQL은 윈도우가 동작하고 있는 PC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방법이나 PostgreSQL에서 SQL을 입력하고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부록 A, B를 참

조하기 바란다.

Sample	폴더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샘플 코드를 장과 절별로 폴더를 나누어서 수록하고 있다. Sample\

CreateTable 폴더에는 이 책에서 사용할 샘플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한 SQL 문을, RDBMS 종류별로 나

누어 수록하고 있다.

Sample

 Ch01 ………………………… 1장 샘플 코드

  1_4……………………… 1-4절 샘플 코드

  1_5……………………… 1-5절 샘플 코드

 Ch08 ………………………… 8장 샘플 코드

  8_1……………………… 8-1절 샘플 코드

  8_2……………………… 8-2절 샘플 코드

 CreateTable …………………… 샘플 테이블 작성용 SQL

  DB2

  MySQL

  Oracle

  PostgreSQL

  SQLServ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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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폴더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연습문제 해답(샘플 코드)을 장별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샘플	코드에	대해서

부록 CD-ROM에 수록되어 있는 샘플 코드의 파일명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리스트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장의 1-5절에 기재되어 있는 리스트 1-4 샘플 코드는 다음과 같이 저장되어 있다. 또한, 

다음 리스트처럼 적용 RDBMS에 차이가 있는 SQL 문은 파일명 뒤에 RDBMS 이름을 붙이고 있다.

리스트 1-4 100 자릿수의 가변 문자열을 넣을 goods_name_eng 열 추가

DB2  PostgreSQL  MySQL

ALTER TABLE Goods ADD COLUMN goods_name_eng VARCHAR(100);

Oracle

ALTER TABLE Goods ADD (goods_name_eng VARCHAR2(100));

SQL Server

ALTER TABLE Goods ADD goods_name_eng VARCHAR(100);

예를 들어, 위 경우는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샘플 코드가 수록되어 있다.

• 리스트 1_4_DB2_PostgreSQL_MySQL.sql

• 리스트 1_4_Oracle.sql

• 리스트 1_4_SQL Server.sql

샘플	테이블	작성용	SQL

Sample\CreateTable 폴더에 수록되어 있는 테이블 작성용 SQL 파일명은 ‘Crate Table<테이블명>.sql’이

다. 예를 들어, PostgreSQL용인 Goods 테이블을 작성하는 SQL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참고로, 

Sample 폴더에 수록되어 있는 샘플 코드 파일은 윈도우 메모장(또는 각종 텍스트 편집기)을 사용해서 열어 

볼 수 있다.

Sample

 CreateTable

  PostgreSQL

   CreateTableGoods.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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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부록 CD-ROM에 있는 파일은 일반적인 운영 시 문제가 없는 것을 편집부에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운

영 결과,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저자, 역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쇼에이사, 제이펍은 어떠한 책임

도 지지 않습니다.

부록 CD-ROM의 Sample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저작권은 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독자가 개

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자유롭게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별 환경에 의존하는 문

제나 이 책이 다루는 범위를 벗어난 환경에서 설정된 경우의 동작이나 오류 등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

니다.



  
데이터베이스와 SQL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가?

데이터베이스	구성

SQL	개요

테이블	작성

테이블	삭제와	변경



이번 장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의 구조와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

고 있는지에 대해 배우도록 한다. 또한 ‘테이블’,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저장 

역할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고, 삭제 및 변경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를 조작하기 위한 전용 언어인 ‘SQL’의 기본적인 작성 방법 및 규칙에 대해 배운다.

이 장의 주요 내용

1-1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가?

■■■ 우리들■주변에■있는■데이터베이스

■■■ 왜■DBMS가■필요한■걸까?

■■■ 왜■다양한■종류의■DBMS가■존재하는■걸까?

1-2	 데이터베이스	구성

■■■ RDBMS의■일반적인■시스템■구성

■■■ 테이블■구조

1-3	 SQL	개요

■■■ 표준■SQL

■■■ SQL■문과■그■종류

■■■ SQL의■기본적인■작성■규칙

1-4	 테이블	작성

■■■ 작성할■테이블■내용

■■■ 데이터베이스■작성(CREATE■DATABASE■문)

■■■ 테이블■작성(CREATE■TABLE■문)

■■■ 명명■규칙

■■■ 데이터형■지정

■■■ 제약■설정

1-5	 테이블	삭제와	변경

■■■ 테이블■삭제(DROP■TABLE■문)

■■■ 테이블■정의■변경(ALTER■TABLE■문)

■■■ Goods■테이블에■데이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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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대량의 정보를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가공 및 저장한 것을 ‘데이

터베이스’라고 한다.

•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줄여서 

DBMS)’이라고 한다.

•  DBMS를 사용함으로써 대량의 데이터를 다수의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다룰 수 

있다.

•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 책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SQL’이라는 전용 언어를 사용해서 조작하는 방법을 배운다.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Relational)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

을 통해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가?

학습 포인트

우리들	주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없는가?

•  다니고 있는 치과에서 ‘지난번 검사 이후 반년이 지났으니 재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방

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일 또는 편지를 받았다.

•  이전에 이용했었던 호텔에서 ‘생일이신 분께 드리는 서비스’라는 메일 또는 편지를 받

았다.

• 웹 쇼핑몰에서 쇼핑을 한 후, ‘추천 상품’ 리스트를 메일로 받았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치과나 여관, 쇼핑몰 경영자가 고객의 이전 방문일이나 

생일, 구매 이력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방대한 데

이터로부터 원하는 정보(이 경우에는 주소나 취향)를 빠르게 추출해 낼 수 있는 

구조(컴퓨터 시스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 손으로 이런 작업을 한

다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어느 도서

관이든 컴퓨터를 배치하여 책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시스템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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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책 이름이나 출판연도로 읽고 싶은 책이 어디에 있는지, 대출 중인지 아

닌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대출 정보 등을 저장해서 필요

에 따라 추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를 데이터로 저장하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

도록 가공한 것을 데이터베이스(Database) 또는 줄여서 DB라고 한다. 이름

이나 주소, 전화번호, 메일 주소, 취향, 가족 구성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해 두면, 언제든지 간단하게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꺼낼 수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atabase Management System)이라 하고, 줄여서 DBMS라고도 한다.주 1-1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 이용자가 직접 보는 경우는 일반적으론 없다. 이 때문

에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할 일이 거의 없

지만, 실제로는 은행 계좌번호부터 휴대전화 주소록까지 일상 생활에 존재하

는 모든 시스템 안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림 

1-1).

그림 1-1 일상 생활 중에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고 있다

은행에는 예금 정보 등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은행

휴대전화에는 주소록 등의
작은 데이터베이스가 들어 있다

DB

DB

KEYWORD

 ● 데이터

 ● 데이터베이스(DB)
 ●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RDBMS)

주 1-1

데이터베이스(DB)와 DBMS는 자

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저장할 데이터 집

합을 데이터베이스, 그것을 관리

하는 시스템을 DBMS라고 구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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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DBMS가	필요한	걸까?

그러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왜 전용 시스템(DBMS)이 필요한 것일까? 컴

퓨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텍스트 파일주 1-2이나 엑셀(Excel) 같

은 표 계산 소프트웨어라도 가능하며, 조작 방법도 더욱 쉬워 보인다.

틀린 말은 아니다. 텍스트 파일이나 표 계산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손쉽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단점은 아래와 같다.

		● 다수의	사람이	데이터를	공유하기	어렵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은 공유 설정을 통해서 다수의 컴퓨터에

서 읽거나 편집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 그 파일을 열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편집할 수 없다. 만약 웹 쇼핑이라면, 누군가가 쇼핑하는 

중에는 다른 사람들은 쇼핑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기	어려운	형태

수백만 건, 수천만 건 정도의 대규모 데이터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추

출하려면, 그에 적합한 형식으로 저장해 두어야 한다. 하지만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 시트 등은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 읽기/쓰기를	자동화하려면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짜서 데이터 읽기/쓰기를 자동화할 수 있지

만, 그러려면 데이터 구조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일정 수준의 프로그래밍 기

술도 있어야 한다.

		● 만일의	사고에	대응하기	어렵다

파일 처리를 잘못해서 삭제해 버리거나 하드 디스크가 고장 나서 읽을 수 없게 

된 경우, 중요한 데이터를 잃어 버릴 수 있다. 또한, 외부인도 간단히 데이터를 

빼갈 수 있게 된다.

DBMS는 이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대량의 데이

터를 다수의 사람이 안전하고 간단하게 다룰 수 있다(그림 1-2). 

주 1-2

문자만으로 작성된 데이터를 저

장하고 있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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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DBMS는 대량의 데이터를 다수의 사람이 안전하고 간단히 다룰 수 있게 한다

수백만 건의
데이터베이스

만일의
사고에도
대응 가능

고도의 프로그래밍 기술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

왜	다양한	종류의	DBMS가	존재하는	걸까?

DBMS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주로 데이터 저장 형식(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 분류되며, 현재 DBMS에서 채용하고 있는 저장 방식은 대략 다섯 가지다.

		● 계층형	데이터베이스(Hierarchical	Database)

가장 오래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데이터를 계층 구조(트리 구조)로 표현한다.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보급과 함께 현재는 거의 사

용되고 있지 않다.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	RDB)

‘관계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불리며, 현재 가장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데이터베

이스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초는 196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

다. 엑셀 시트처럼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2차원 표 형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

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표 1-1). 또한,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구조화 질의 구문)이라는 전용 언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한다.

KEYWORD

 ●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
 ● 관계 데이터베이스

 ● 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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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구조 예

상품ID 상품명 상품분류 판매단가 매입단가 등록일

0001 티셔츠 의류 1000 500 2009-09-20

0002 펀칭기 사무용품 500 320 2009-09-11

0003 와이셔츠 의류 4000 2800

0004 식칼 주방용품 3000 2800 2009-09-20

0005 압력솥 주방용품 6800 5000 2009-01-15

0006 포크 주방용품 500 2009-09-20

0007 도마 주방용품 880 790 2008-04-28

0008 볼펜 사무용품 100 2009-11-11

이런 DBMS를 RDBMS(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라 부른다. 대

표적인 RDBMS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다.

• Oracle(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의 RDBMS

• SQL Server                     : 마이크로소프트의 RDBMS

• DB2                               : IBM의 RDBMS

• PostgreSQL                     : 오픈 소스 RDBMS

• MySQL                           : 오픈 소스 RDBMS

참고로, Oracle 데이터베이스는 줄여서 ‘Oracle’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이 책에서도 ‘Oracle’이라 표기하도록 한다.

		●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Object	Oriented	Database:	OODB)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는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다.주 1-3 데이터와 데

이터 처리를 모아서 ‘객체’라는 단위로 관리한다.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는 이 

객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다.

		● XML	데이터베이스(XML	Database:	XMLDB)

최근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XML주 1-4이라는 형식을 자주 사용

한다. 이 XML 형식 데이터를 대량으로 그리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XML 데이터베이스다.

KEYWORD

 ● RDBMS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인터

넷에 무상으로 공개해서 누구

든지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정

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 개발 프로젝트는 원 개발

자를 중심으로 개발 커뮤니티

를 통해 운영된다.

KEYWORD

 ●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OODB)

주 1-3

주요 객체지향 언어로는 자바나 

C++ 등이 있다.

KEYWORD

 ●  XML 데이터베이스

(XMLDB)

주 1-4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어로, HTML처럼 태그를 사용 

해서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는 언

어다. <name>제이펍</name> 형
식으로 데이터와 그 의미를 기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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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밸류형	데이터스토어(Key-Value	Store:	KVS)

검색에 사용하는 키(Key)와 값(Value)을 조합해서 단순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

장하는 데이터베이스다.  프로그래밍 언어 지식이 있다면 ‘연상 배열’이나 ‘해시’

와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구글 등 대량의 데이터를 초고속

으로 검색해야 하는 웹 서비스 등에서 사용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할 것은 전용 언어 SQL을 사용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RDBMS를 조작하는 방법이다. 이후부터는 이 RDBMS로 범위를 좁혀서 설명

하도록 한다. 이 책에서 데이터베이스나 DBMS를 언급한다면 RDBMS를 의미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참고로, RDBMS 중에는 XML 데이터베이스처럼 XML 

형식의 데이터를 취급하거나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기능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런 확장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한 SQL을 다

루지 않는다. 해당 기능은 각각의 RDBMS가 가지고 있는 SQL 매뉴얼이나 

SQL 설명서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KEYWORD

 ●  키-밸류(Key-Value)형 

데이터스토어(K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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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일반적으로 RDBMS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구성을 가진다.

•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서버인 RDBMS에 클라이언트가 SQL 문

을 전송한다.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 또는 ‘표’라고 하는 2차원 표를 사용해서 데이

터를 관리한다.

•  테이블은 데이터 항목을 나타내는 ‘열(칼럼)’과 한 건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행(레코

드)’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읽기/쓰기는 레코드 단위로 이루어진다.

•  열과 행이 교차하는 하나의 칸을 이 책에서는 ‘셀’이라고 부른다. 하나의 셀에는 하

나의 데이터만 저장된다.

데이터베이스 구성

학습 포인트

RDBMS의	일반적인	시스템	구성

RDBMS를 사용할 때 가장 일반적인 시스템 구성이 클라이언트-서버형(C/S형)

이다(그림 1-3).

그림 1-3 RDBM 시스템 구성(클라이언트-서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 데이터를 원해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변경해 줘
RDBMS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하드디스크 등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

（클라이언트）

（서버）

RDBMS

데이터베이스

SQL 문

요구한
데이터

KEYWORD

 ●  클라이언트-서버형 

(C/S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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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란,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해당 요청에 따라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또는 그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비(컴퓨터)를 의미한다. 컴

퓨터에서 계속 동작하면서 요청이 올 때까지 대기한다. RDBMS도 서버의 일

종으로, 하드 디스크 등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꺼내서 반환하

거나, 지시된 내용으로 데이터를 변경한다.

한편, 서버에 요청을 던지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또는 그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비(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부른다. RDBMS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

스에 접속해서 해당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프로그램이 RDBMS의 클라이언트

다. RDBMS 클라이언트는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지, 어디에 있는 데이터

를 어떻게 변경하고 싶은지를 SQL 문으로 작성해서 서버인 RDBMS로 전송한

다. RDBMS는 SQL 문 내용에 따라서 요청된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한다. 우리말로 하면 클라이언트는 

‘의뢰인’, 서버는 ‘심부름꾼’이다. 즉, 의뢰인이 지시를 내리면 심부름꾼이 수행

한다는 관계에서부터 나온 명칭이다.

이와 같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읽기/쓰기는 SQL 문을 사용해서 이루어진

다. 이 책에서는 SQL 문을 학습하기 위해서 기술한 SQL 문을 RDBMS에 전

송하고, 반환된 데이터를 받아서 표시하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한다. 자세한 내

용은 책 뒤에 있는 부록 B를 참조하도록 하자.

또한, RDBMS는 한 대의 컴퓨터에서 RDBMS와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동작시

킬 수 있으며, RDBMS와 클라이언트를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동작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네트워크로 양쪽을 연결하며, 하나의 RDBMS에 복수의 클라

이언트를 연결시킨다(그림 1-4).

클라이언트는 같은 프로그램일 필요는 없다. SQL을 RDBMS로 보낼 수 있으

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읽고 쓸 수 있다. 참고로, RDBMS는 복수의 클라이

언트 요청을 처리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해

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보다 서버가 높은 사양의 컴퓨터를 요

구한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는 복수의 컴퓨터를 조합해서 서

버를 구성하기도 한다.

KEYWORD

 ● 서버

 ● 데이터베이스

 ● 클라이언트

KEYWORD

 ● SQL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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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RDBMS에는 다양한 시스템 구성이 있지만, 클라이언트가 전송하

는 SQL 문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테이블	구조

RDBMS 구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앞 절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는 엑셀 시트처럼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2차원 표 형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

고 설명했다.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2차원 표를 테이블 또는 표라고 한다.

테이블은 그림 1-5처럼 RDBMS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된다. 하

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복수의 테이블을 저장할 수 있다. 

그림 1-5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 관계

테이블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

이 데이터를 원해

검색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로 보내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테이블’로 관리. 데이터베이스 
안에 복수의 테이블을 저장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

（클라이언트） （서버）

RDBMS

데이터베이스

SQL 문

KEYWORD

 ● 테이블

 ● 표

그림 1-4 네트워크 경유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복수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함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2

클라이언트 3

RDBMS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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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문에 의해 클라이언트에 반환되는 데이터도 반드시 테이블과 같은 형식의 2

차원 표 형태가 된다. 이것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중 하나로, 결과가 2

차원 표 형식인 아닌 SQL 문은 실행할 수 없다. 참고로, 그림 1-5에는 데이터

베이스가 하나만 존재하지만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으며, 용도별

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6은 1-3절의 SQL 학습에서 사용할 ‘상품 테이블’ 내용이다.

그림 1-6 테이블 예 ‘상품 테이블’

상품ID 상품명 상품분류 판매단가 매입단가 등록일

0001 티셔츠 의류 1000 500 2009-09-20

0002 펀칭기 사무용품 500 320 2009-09-11

0003 와이셔츠 의류 4000 2800

0004 식칼 주방용품 3000 2800 2009-09-20

0005 압력솥 주방용품 6800 5000 2009-01-15

0006 포크 주방용품 500 2009-09-20

0007 도마 주방용품 880 790 2008-04-28

0008 볼펜 사무용품 100 2009-11-11

열명 

(데이터  

항목명)

행 

(레코드)

열(칼럼) 셀

테이블 열(세로)은 칼럼이라고도 하며, 테이블에 보관하는 데이터 항목을 나타

낸다. 표 1-2의 상품 테이블에는 상품ID부터 등록일까지 6개 열이 존재한다. 

또한, 열에는 엑셀보다 엄격한 규약이 있어서 숫자를 넣기로 정한 열에는 숫자

만을, 날짜를 넣기로 정한 열에는 날짜만 넣을 수 있다(1-4절에서 자세히 설명한

다).

한편, 테이블 행(가로)은 레코드라고도 부르며, 데이터 한 건에 해당한다. 상품 

테이블에는 전부 8행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반드시 

행 단위로 데이터를 읽고 쓴다. 중요한 규칙이니 기억해 두도록 하자.

	 	 		 철칙	1-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행 단위로 데이터를 읽고 쓴다.

KEYWORD

 ● 열

 ● 칼럼

 ● 행

 ● 레코드



13 1-2 데이터베이스 구성

그림 1-6처럼 행과 열이 교차하는 하나의 칸을 이 책에서는 셀이라 부르기로 

한다. 하나의 셀 안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넣을 수 있다. 그림 1-7처럼 하나의 셀 

안에 두 개(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를 넣을 수 없다. 이 규칙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자.

그림 1-7 하나의 셀 안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넣을 수 있다

상품ID 상품명 상품분류 판매단가 매입단가 등록일

0001
티셔츠

의류 1000 500 2009-09-20
청바지

이처럼 하나의 셀에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넣을 수 없다.

	 	 		 철칙	1-2

하나의 셀 안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넣을 수 있다.

RDBMS를	이용한	사용자	관리

RDBMS는 중요한 데이터를 아무나 열람 또는 수정하지 못하도록 등록한 사용자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사용자는 윈도우즈 등의 OS에 등록된 사용자

와는 별도로 RDBMS에서만 인식된다. RDBMS는 다수의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다.

사용자 등록에서는 사용자명(계정) 외에도 패스워드도 설정할 수 있다. 패스워드를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COLUMN

KEYWORD

 ● 셀

셀은 이 책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다. 관계형 데

이터베이스에는 행과 열이 교

차하는 하나의 칸을 의미하는 

용어가 없다. 하지만 그림 1-6
에도 표현했듯이, 이 칸이 엑

셀의 셀과 비슷한 형태로 데이

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셀’이라

고 불러도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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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SQL

앞 절에서도 다뤘지만, 이 책에서 학습하는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언어다. 원래는 데

이터베이스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개발된 언어이지만,주 1-5 

현재는 데이터 검색뿐만 아니라 데이터 등록이나 삭제 등 대부분의 데이터베

이스 제어를 SQL을 통해 할 수 있다.

SQL에는 ISO(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표준 규격이 있어서 이 규격을 따르는 

SQL을 표준 SQL이라고 한다(칼럼 ‘표준 SQL과 개별 구문’ 참조). 이전에는 표준 

SQL을 완벽히 따르고 있는 RDBMS가 거의 없었으며, RDBMS별로 다른 언어

를 사용해서 SQL 문을 작성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Oracle에서 사용할 수 있

었던 SQL을 SQL Server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또는 그 반대)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최근에는 표준 SQL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SQL을 학습하

는 독자라면 표준 SQL로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좋다.

이 책도 표준 SQL주 1-6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단, RDBMS에 따라서 개

별 구문으로만 작성해야 하는 SQL 문이 있다. 이 경우는 해당 사항을 표시하

고 개별 구문 작성법을 별도로 소개할 것이다.

KEYWORD

 ● SQL

주 1-5

SQL의 Q(Query)는 ‘질의’ 또는  

‘검색’을 의미한다.

KEYWORD

 ● 표준 SQL

주 1-6

이 책에선 ‘SQL: 2003’ 표준 SQL
을 사용해서 설명한다. 

1-3
• SQL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기 위해 개발된 언어다.

• SQL에는 표준 규격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RDBMS별로 차이가 있다.

•  SQL에서는 처리하고 싶은 내용을 하나의 구문(SQL 문)으로 기술하고, RDBMS

에 전송한다.

• 원칙적으론 문장 끝에 구분자로 세미콜론(;)을 붙여야 한다.

• SQL은 목적에 따라 DDL, DML, DCL로 분류할 수 있다.

SQL 개요

학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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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칙	1-3

표준 SQL을 익히면 다양한 RDBMS에서 SQL 문을 작성할 수 있다.

SQL	문과	그	종류

SQL은 몇 개의 키워드와 테이블명, 열명 등을 조합한 하나의 구문으로(SQL 

문) 처리 내용을 기술한다. 키워드는 처음부터 그 의미나 사용법이 정해져 있

는 특별한 영어 단어로, ‘테이블을 검색한다’, ‘테이블을 참조한다’ 등의 의미를 

가지며, 그 종류가 매우 많다. 또한, SQL 문은 RDBMS에 부여한 명령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 DDL(Data	Definition	Language)

DDL(데이터 정의 언어)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생성, 

삭제하기 위한 것이다. DDL에 해당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CREATE: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 등을 작성한다

DROP  :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 등을 삭제한다

ALTER :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 등의 구성을 변경한다

		● DML(Data	Manipulation	Language)

DML(데이터 조작 언어)은 테이블의 행을 검색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DML에 해당하는 명령은 다음과 같다.

SELECT: 테이블에서 행을 검색한다

INSERT: 테이블에 신규 행을 등록한다

DELETE: 테이블에서 행을 삭제한다

		● DCL(Data	Control	Language)

DCL(데이터 제어 언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한 변경 내용을 확정하거나 취

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RDBMS 사용자에게 처리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DCL에 해당하는 명령은 다음과 같다.

KEYWORD

 ● 키워드

KEYWORD

 ● DDL(데이터 정의 언어)

KEYWORD

 ● DML(데이터 조작 언어)

KEYWORD

 ● DCL(데이터 제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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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 데이터베이스 변경 내용을 확정한다

ROLLBACK: 데이터베이스 변경 내용을 취소한다

GRANT   : 사용자에게 처리 권한을 부여한다

REVOKE  : 사용자 처리 권한을 제거한다

이들 중 실제로 사용되는 SQL 문의 90%는 DML이다. 이 책에서도 DML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철칙	1-4

SQL은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은 DML이다.

SQL의	기본적인	작성	규칙

SQL 문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한다. 간단한 규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해 두도록 하자.

■	 SQL	문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인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처리는 하나의 SQL 문으로 기술한다. RDBMS도 SQL 

문을 하나씩 실행한다.

문장에는 당연히 끝을 나타내는 구분 문자가 필요하다. 한글이든 영어든 문장

의 마지막에는 마침표(.)를 사용한다. SQL에서는 문장 구분 문자로 세미콜론(;)

을 사용한다.

	 	 		 철칙	1-5

SQL 문은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KEYWORD

 ● 세미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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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없다

SQL에서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이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 ‘SELECT’라고 

쓰든 ‘select’라고 쓰든 동일하게 해석된다. 테이블명이나 열명 등도 마찬가지다.

대문자나 소문자 중 어느 어느 쪽을 사용할지(또는 혼합해서 사용할지)는 개인 

취향에 따르겠지만, 이 책에서는 아래의 규칙으로 SQL 문을 기술하도록 한다.

• 키워드는 대문자

• 테이블명은 첫 문자만 대문자

• 그 외의 경우(열명 등)는 소문자

	 	 		 철칙	1-6

키워드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테이블에 등록된 데이터에 한해서는 대문자/소문자가 구분된다. 예를 들

어, ‘Computer’라고 등록된 데이터는 ‘COMPUTER’ 또는 ‘computer’와는 다

른 데이터로 취급된다.

■	상수	작성법에는	규칙이	있다

SQL 문에서는 문자열 주 1-7이나 날짜, 숫자 등을 써야 할 경우가 많다. 예를 들

면, 테이블에 문자열이나 날짜, 숫자 등의 데이터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다.

SQL 문 안에 직접 기술하는 문자열이나 날짜, 숫자 등을 상수라고 한다. 상수

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문자열을 SQL 문 안에 기술할 경우에는 'abc'와 같이 작은따옴표(')로 문자열을 

감싸서 그것이 문자열임을 가리킨다.

날짜를 SQL 문 안에 기술하려면 문자열과 동일하게 작은따옴표를 사용한다. 

단, 날짜에는 다양한 형식(26 Jan 2010 또는 10/01/25 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2010-01-26'이라는 '년-월-일' 형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한편, 숫자를 SQL 문 안에 기술할 때는 어떠한 기호를 써서 표현할 필요가 없

다. 1000이라는 형식과 같이 숫자만 쓰면 된다.

주 1-7

문자가 하나 이상 연결된 문자  

집합.

KEYWORD

 ● 상수

 ● 작은따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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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칙	1-7

문자열과 날짜 상수는 작은따옴표(')로 감싸서 표현한다. 

숫자 상수는 기호 없이 숫자만으로 표현한다.

■	단어는	공백	문자나	줄바꿈	문자로	구분한다

SQL 문에서는 단어와 단어 사이를 ‘공백 문자’ 또는 ‘줄바꿈 문자’를 사용해서 

구분한다. 다음과 같이 단어 구분 없이 연결해서 쓰면 에러가 발생한다.

  CREATE TABLE Goods

   CREATETABLE Goods

   CREATE TABLEGoods

	 	 		 철칙	1-8

단어와 단어 사이는 공백 문자 또는 줄바꿈 문자로 구분한다.

KEYWORD

 ● 에러

결함이나 고장, 입력 실수 등

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시스

템이나 프로그램이 잘못된 동

작을 하거나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에러가 발생하면 처리가 강제 

종료되거나 에러 메시지가 표

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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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SQL과	개별	구문

SQL 표준 규격은 ANSI(미국 규격 협회)나 ISO(국제 표준화 기구) 같은 표준화 단

체에 의해 수년에 한 번 정도 개정된다. 개정 시에는 구문 개정이나 신기능 추가가 

이루어진다.

ANSI가 처음 SQL 표준 규격을 정한 것은 1986년이다. 이후에도 몇 번의 개정이 이루

어졌으며, 이 책의 집필 시점(2010년 5월)에는 2008년도에 개정된 것(SQL:2008)이 

가장 최신판이다. 개정을 통해 정해진 규격은 개정된 해의 년도를 따서 ‘SQL:1999’, 

‘SQL:2003’, ‘SQL:2008’과 같이 부른다. 이런 표준 규격에 준거한 SQL을 표준 SQL

이라 한다.

단, SQL 표준 규격에는 ‘모든 RDBMS가 이 규격을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표준 SQL을 지원하는 RDBMS가 늘었지만, 그래도 표준 SQL로 작성한 SQL 문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RDBMS에서만 실행되는 SQL  

‘개별 구문’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있다. 옛날에는(옛날이라고 

해도 1980~1990년대) 표준 SQL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매우 빈약해서 실무에 사

용하기 어려웠다. RDBMS 제조사들은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기능

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꼭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제조사가 만든 독자 기능 중에는 매

우 편리한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표준 SQL에 채용된 것도 있다. 각 제조사도 자사의 

강점과 독자성을 어필하기 위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별 구문을 도입한 점도 있다.

현재 표준 SQL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

다. 지금부터 SQL을 배우고자 하는 독자는 표준 SQL 작성법을 익히는 것이 유익

할 것이다.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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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테이블은 CREATE TABLE 문으로 작성한다.

• 테이블이나 열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정해져 있다.

• 열에는 데이터형(정수형, 문자열형, 날짜형 등)을 지정한다.

• 테이블에는 제약(주 키 제약, NOT NULL 제약 등)을 설정할 수 있다.

테이블 작성

학습 포인트

작성할	테이블	내용

2장부터는 테이블 검색 SQL 문이나 테이블 행을 변경하는 SQL 문 등을 배운

다. 이번 절에서는 다음 장 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작성

할 것이다.

표 1-2는 1-2절에서 테이블 예로 들었던 ‘상품 테이블’이다.

표 1-2 상품 테이블

상품ID 상품명 상품분류 판매단가 매입단가 등록일

0001 티셔츠 의류 1000 500 2009-09-20

0002 펀칭기 사무용품 500 320 2009-09-11

0003 와이셔츠 의류 4000 2800

0004 식칼 주방용품 3000 2800 2009-09-20

0005 압력솥 주방용품 6800 5000 2009-01-15

0006 포크 주방용품 500 2009-09-20

0007 도마 주방용품 880 790 2008-04-28

0008 볼펜 사무용품 100 2009-11-11

이 테이블은 ‘어느 소매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 리스트’다. 상품 수가 적은

데, 일부 상품만 추출했다고 보면 된다(어디까지나 SQL 학습을 위한 테이블이다). 

상품ID가 0003인 물품의 등록일이나 0006번의 매입단가처럼 공란인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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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것은 점주가 실수로 입력을 하지 못한 것으로 가정하자.

보면 알 수 있듯이, 표 1-2는 6열, 8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위에 있는 행

은 데이터 항목명을 표시하는 것으로, 데이터는 2행부터다.

그럼 이후부터는 실제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작성해 보도록 하자. 이 책의 

부록 CD에 수록되어 있는 SQL 학습 환경(PostgreSQL)을 사용해서 SQL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책 뒤에 있는 부록 A, B 내용을 참조하여 학습 환경을 설치하도록 한다.

MEMO

데이터베이스	작성(CREATE	DATABASE	문)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테이블을 작성하려면 우선 테이블을 저장할 데이

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 RDBMS에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려면 CREATE 

DATABASE 문이라는 SQL 문을 실행한다. CREATE DATABASE 구문은 다

음과 같다.주 1-8

구문 1-1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CREATE DATABASE 문

CREATE DATABASE <데이터베이스명>

이번 실습에서는 데이터베이스명을 shop이라고 할 것이다. 리스트 1-1의 SQL 

문을 실행해서 shop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주 1-9

리스트 1-1 shop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CREATE DATABASE 문

CREATE DATABASE shop;

테이블	작성(CREATE	TABLE	문)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했으면 다음은 CREATE TABLE 문을 사용해서 테이블을 

작성한다. CREATE TABLE 구문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주 1-10

KEYWORD

 ● CREATE DATABASE 문

주 1-8

이 구문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만 지정하고 있다. 실제 데이

터베이스 개발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항목을 설정한다.

주 1-9

책 뒤의 부록 B에 PostgreSQL
에서 SQL 문을 실행하는 방법

이 수록되어 있다. 부록 B의 내용

을 이미 실행한 독자라면 ‘shop’

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어 

있을 것이다. 생성을 확인했으면 

다음에 있는 ‘테이블 작성’ 작업

을 진행하도록 하자.

KEYWORD

 ● CREATE TABLE 문

주 1-10

이 구문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만 지정하고 있다. 실제 데이

터베이스 개발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항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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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1-2 테이블을 작성하는 CREATE TABLE 문

CREATE TABLE < 테이블명 >
(< 열명1 > < 데이터형 > < 이 열의 제약 >,
 < 열명2 > < 데이터형 > < 이 열의 제약 >,
 < 열명3 > < 데이터형 > < 이 열의 제약 >,
 < 열명4  > < 데이터형 > < 이 열의 제약 >,
           .
           .
           .
 < 이 테이블의 제약1 >, < 이 테이블의 제약2 >, ……);

이 구문은 <열명1>, <열명2>, …라는 열로 구성된 <테이블명>이란 이름을 가진 

테이블을 만들고 있다. 각 열에는 ‘데이터형’(뒤에 설명한다) 지정이 필수다. 필요

에 따라 열에 ‘제약’(뒤에 설명한다)을 설정할 수도 있다. 제약 설정은 열별로 기

술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한꺼번에 정의할 수도 있다.주 1-11

리스트 1-2는 표 1-2의 상품 테이블을 Goods라는 테이블로 데이터베이스에 작

성하는 CREATE TABLE 문이다. 표 1-2와 비교해 보도록 하자.

리스트 1-2 Goods 테이블을 작성하는 CREATE TABLE 문

CREATE TABLE Goods
(goods_id       CHAR(4)      NOT NULL,
 goods_name     VARCHAR(100) NOT NULL,
 goods_classify VARCHAR(32)  NOT NULL,
 sell_price     INTEGER      ,
 buy_price      INTEGER      ,
 register_date  DATE         ,
 PRIMARY KEY (goods_id));

이 책에서는 이 Goods 테이블을 포함해서 샘플(학습용) 테이블 몇 개를 작성한다. 이들 테이

블을 작성하기 위한 SQL 문은 부록 CD의 ‘\Sample\CreateTable\<RDBMS명>’ 폴더에 

‘CreateTable<테이블명>.sql’이라는 파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PostgreSQL로 Goods 테이

블을 작성하는 SQL 문은 ‘\Sample\CreateTable\PostgreSQL\’ 폴더에 있는 ‘CreateTa-
bleGoods.sql’이라는 파일이다.

참고로, CreateTableGoods.sql에는 Goods 테이블 작성 SQL 문(리스트 1-2)과 Goods 테이

블에 데이터를 등록하는 SQL 문(뒤에 설명할 리스트 1-6)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샘플 테

이블에 미리 데이터를 등록해서 이용해야 할 경우, 데이터 등록용 SQL 문도 함께 수록하고 있

으니 활용하기 바란다.

MEMO

주 1-11

단, 뒤에 설명한 NOT NULL 제약

은 열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다.



23 1-4 테이블 작성

명명	규칙

표 1-2에 있는 테이블과 열 이름은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테이블

을 데이터베이스에 작성할 때는 한글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물론, 테이블에 

저장할 데이터에는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한글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다면 데이터베이스로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 열 등의 이름에 사용할 문자는 영문자, 숫자, 언더바( _ )

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Goods_id를 Goods-id로 쓰면 안 된다. 표준 SQL에

서는 하이픈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 #, ? 같은 기호도 사

용할 수 없다.

RDBMS 중에는 이런 기호나 한글을 열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

만, 어디까지나 해당 RDBMS 독자적 기능으로, 다른 RDBMS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영문자, 숫자, 언

더바만을 사용하도록 하자.

	 	 		 철칙	1-9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 열 등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다음 세 가지다.

• 영문자

• 숫자

• 언더바( _ )

또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이어야 한다. 이름 첫 글자에 기호를 붙이려

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자주 보게 되는 것이 1Goods나 2009_uriage처럼 

숫자로 시작하는 이름이다. 하지만 숫자로 시작하는 이름 역시 표준 SQL에서

는 허락하지 않는다. Goods1이나 uriage_2009처럼 표기하도록 하자.

	 	 		 철칙	1-10

이름 첫 글자는 ‘영문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같은 이름의 테이블을 두 개 이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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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거나 하나의 테이블 안에 같은 이름의 열을 두 개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도 RDBMS가 에러 처리를 한다.

	 	 		 철칙	1-11

이름은 중복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규칙을 바탕으로 리스트 1-2의 CREATE TABLE에서는 표 

1-2의 상품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각 열에 표 1-3처럼 이름을 붙이고 있다. 테

이블명은 Goods을 사용했다.

표 1-3 상품 테이블과 Goods 테이블의 열 이름 대응표

상품 테이블의 열 이름 Goods 테이블에서 정의한 열 이름

상품ID goods_id

상품명 goods_name

상품분류 goods_classify

판매단가 sell_price

매입단가 buy_price

등록일 register_date

데이터형	지정

다음은 Goods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열을, CREATE TABLE Goods( ) 문의 

( ) 안에 기술하도록 한다. 열명 오른쪽에 있는 INTEGER나 CHAR 등의 키워

드는 해당 열의 데이터형을 선언하는 것으로, 모든 열에 반드시 지정해 주어야  

한다.

데이터형은 데이터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숫자형과 문자열형, 날짜형 등이 

있다. 어떤 열이든 데이터형이 다른 데이터를 넣을 수 없다. 정수형이라고 지정

한 열에 ‘가나다’ 같은 문자열을 저장할 수 없으며, 문자열형으로 선언된 열에 

1234 같은 숫자를 입력할 수 없다.

데이터형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RDBMS마다 이 종류가 다르다. 업

KEYWORD

 ● 데이터형

 ● 숫자형

 ● 문자열형

 ● 날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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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RDBMS별로 최적화된 데이터형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 책에서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형만 다루

도록 한다. 다음의 네 가지 데이터형을 기억하도록 하자.

●●● INTEGER형

정수를 넣기 위한 데이터형(정수형)이다. 소수는 넣을 수 없다.

●●● CHAR형

CHAR는 CHARACTER(문자)의 약자로, 문자열을 넣기 위한 데이터형(문자열

형)이다. CHAR(10), CHAR(200)처럼 열 안에 넣을 수 있는 문자열의 최대 길

이를 괄호 안에 지정할 수 있다. 최대 길이를 초과하는 문자열은 넣을 수 없다. 

길이 단위는 RDBMS마다 다르지만, 문자 수 또는 바이트 길이주 1-12가 기준이 

된다.

CHAR형 열에는 고정 문자열이라는 데이터가 저장된다. 고정 문자열에서는 열

에 넣는 문자열 길이가 최대 길이보다 작은 경우, 문자 수가 최대 길이가 될 때

까지 공백(space)으로 채운다. 예를 들어, CHAR(8) 열에 'abc'라는 문자를 넣

었다고 하자. 그러면 'abc  '(abc 뒤에는 공백(space) 5개가 붙음) 같은 형식

으로 저장된다. 

참고로, SQL에서는 영문자의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

데, 테이블에 저장한 문자열의 경우는 대문자, 소문자가 구별된다. 즉, ‘ABC’와 

‘abc’는 서로 다른 문자열로 인식된다.

●●● VARCHAR형

CHAR형과 같은 문자열형으로, 열 안에 넣을 수 있는 문자열의 최대 길이

를 지정한다. 단, 가변 문자열 형식으로 열 안에 저장된다는 것이 다르다.주 1-13 

고정 문자열에서는 문자 수가 최대 길이보다 작으면 공백으로 채웠지만, 가

변 문자열형에서는 문자 수가 최대 길이보다 작아도 공백으로 채우지 않는다. 

VARCHAR(8) 열에 'abc'라는 문자열을 넣으면 데이터는 그대로 'abc'가 된다. 

참고로, 저장한 문자열의 대문자, 소문자가 구별되는 것은 CHAR형과 동일 

하다.

KEYWORD

 ● INTEGER형

KEYWORD

 ● CHAR형

 ● 고정 문자열

주 1-12

바이트는 컴퓨터 내부 데이터 단

위다. 한 문자는 1~3바이트를 

사용해서 표현된다(문자 종류나 

표현 방식에 따라 다름).

KEYWORD

 ● VARCHAR형

 ● 가변 문자열

주 1-13

VARCHAR의 VAR는 ‘VARING 

(가변)’의 약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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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구문

Oracle에서는 VARCHAR2형이다(Oracle도 VARCHAR형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을 권장하진 않

는다).

		● DATE형

날짜(년월일)를 저장하는 데이터형(날짜형)이다.

개별	구문

Oracle의 DATE형은 데이터에 년월일뿐만 아니라 시분초까지 포함하지만, 이 책에서는 날짜만 

다루도록 한다.

제약	설정

제약이란, 데이터형 외에도 열에 넣을 데이터에 제약이나 조건을 추가하는 기

능이다. Goods 테이블에는 두 가지 제약이 설정되어 있다.

Goods 테이블의 goods_id, goods_name, goods_classify 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goods_id       CHAR(4)      NOT NULL,
goods_name     VARCHAR(100) NOT NULL,
goods_classify VARCHAR(32)  NOT NULL,

데이터형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약으로, NOT NULL 제약이 설정되어 있다. 

NULL이란, ‘데이터 없음’ 상태를 표현하는 키워드다.주 1-14 이 NULL을 NOT, 

즉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NOT NULL 제약은 반드시 데이터가 존재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데이터가 없으면 에러가 된다).

Goods 테이블의 goods_id(상품ID), goods_name(상품명), goods_classify(상

품분류) 열에는 반드시 데이터를 지정해야 한다. 한편, Goods 테이블을 작성하

는 CREATE TABLE 문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구문이 있다.

PRIMARY KEY (goods_id)

KEYWORD

 ● VARCHAR2형

KEYWORD

 ● DATE형

KEYWORD

 ● 제약

KEYWORD

 ● NOT NULL 제약

 ● NULL

주 1-14

NULL이라는 용어에는 ‘없음’ 또

는 ‘빈’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NULL은 SQL을 사용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반

드시 기억해 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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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문은 goods_id 열에 주 키 제약을 설정하고 있다. 키란, 특정 데이터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열 조합이다. 키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주 키(프라이

머리 키 혹은 기본 키라고도 한다)는 하나의 행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열을 의미한

다.주 1-15 즉, goods_id를 지정하면 특정 상품 데이터(행)를 추출할 수 있다. 반

대로 말하면, goods_id 열에 중복된 값이 들어 있으면 특정 상품 데이터만을 

추출할 수 없다(어느 한 행만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 키 제약은 이런 열

에 설정된다.

KEYWORD

 ● 주 키 제약

 ● 키

 ● 주 키(프라이머리 키)

주 1-15

하나의 행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을 ‘유일하다’ 또는 ‘유니크하

다’라고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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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테이블을 삭제하려면 DROP TABLE 문을 사용한다.

• 테이블에 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면 ALTER TABLE 문을 사용한다.

테이블 삭제와 변경

학습 포인트

테이블	삭제(DROP	TABLE	문)

Goods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는데, 여기서는 테이블을 삭제하는 방법을 소개

하도록 한다. 테이블을 삭제하는 SQL 문은 매우 간단하다. DROP TABLE 문 

한 줄이면 된다.

구문 1-3 테이블을 삭제하는 DROP TABLE 문

DROP TABLE <테이블명>;

따라서 Goods 테이블을 삭제하고 싶다면 리스트 1-3과 같이 기술하면 된다. 

주 1-16

리스트 1-3 Goods 테이블 삭제

DROP TABLE Goods;

DROP은 ‘떨어뜨린다’나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의할 것은 ‘삭제한 

테이블은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주 1-17 ‘앗, 실수로 DROP해 버렸어’라고 생

각한들,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 다시 테이블을 CREATE해서 데이터를 재

등록해야 한다.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던 테이블을 실수로 지워 버리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테이블이라면 복구

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그러니 꼭 주의하도록 하자.

KEYWORD

 ● DROP TABLE 문

주 1-16

이후에도 Goods 테이블을 사용

하기 때문에 Goods 테이블을 삭

제하지 않도록 한다. 삭제할 경우

에는 다시 Goods 테이블을 작성

해 두도록 하자.

주 1-17

정확히는 대부분의 RDBMS가 복

원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복구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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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칙	1-12

삭제한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다!

DROP TABLE 문을 실행하기 전에 잘 확인하도록 하자.

테이블	정의	변경(ALTER	TABLE	문)

애써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열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

다. 이때 테이블을 삭제한 후 다시 재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ALTER TABLE 문

을 사용해서 테이블 정의를 변경할 수 있다. ALTER는 ‘바꾸다’는 의미다. 대표

적인 사용법을 소개하도록 한다.

우선, 열을 추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구문을 사용한다.

구문 1-4 열을 추가하는 ALTER TABLE 문

ALTER TABLE <테이블명> ADD COLUMN <열 정의>;

개별	구문

Oracle과 SQL Server에서는 다음과 같이 ‘COLUMN’을 빼고 기술한다.

ALTER TABLE <테이블명> ADD <열 정의>;

참고로, Oracle에서 복수 개의 열을 한 번에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괄호를 사용해서 기술한다.

ALTER TABLE <테이블명> ADD (<열 정의>, <열 정의>, ……);

예를 들어, Goods 테이블에 goods_name_eng (상품명(영문))이라는, 길이 100

인 가변 문자열을 저장하는 열을 추가하려면 리스트 1-4와 같이 기술한다.

리스트 1-4 길이 100인 가변 문자열을 저장하는 goods_name_eng 열 추가

DB2  PostgreSQL  MySQL

ALTER TABLE Goods ADD COLUMN goods_name_eng VARCHAR(100);

Oracle

ALTER TABLE Goods ADD (goods_name_eng VARCHAR2(100));

KEYWORD

 ● ALTER TABLE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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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erver

ALTER TABLE Goods ADD goods_name_eng VARCHAR(100);

반대로, 테이블에서 열을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쓴다.

구문 1-5 열을 삭제하는 ALTER TABLE 문

ALTER TABLE <테이블명> DROP COLUMN <열명>;

개별	구문

Oracle에서는 다음과 같이 COLUMN을 빼고 기술한다.

ALTER TABLE <테이블명> DROP <열명>;

또한, Oracle에서 복수 개 열을 한 번에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괄호를 사용해서 기술한다.

ALTER TABLE <테이블명> DROP (<열명>, <열명>, ……);

예를 들어, Goods 테이블에서 앞서 추가한 goods_name_eng 열을 삭제하려

면 리스트 1-5와 같이 기술한다.

리스트 1-5 goods_name_eng 열 삭제

SQL Server  DB2  PostgreSQL  MySQL

ALTER TABLE Goods DROP COLUMN goods_name_eng;

Oracle

ALTER TABLE Goods DROP (goods_name_eng);
 

이 ALTER TABLE 문도 DROP TABLE 문과 동일하게, 실행 후에는 원래대

로 복구할 수 없다. 실수로 열을 추가했다면 ALTER TABLE 문으로 삭제하거

나 재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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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정의를 변경한 후에는 원래대로 복구할 수 없다.

ALTER TABLE 문을 실행하기 전에 잘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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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테이블에	데이터	등록

마지막으로, Goods 테이블에 데이터를 등록해 보자. 다음 장부터는 데이터

가 등록된 이 Goods 테이블을 사용해서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SQL 문을 배운다. 

Goods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SQL 문은 리스트 1-6과 같다.

리스트 1-6 Goods 테이블에 데이터를 등록하는 SQL 

SQL Server  PostgreSQL

- -  DML 데이터 등록

BEGIN TRANSACTION; ――――――――― ①

INSERT INTO Goods VALUES ('0001', '티셔츠',   '의류',     1000,  500,          
'2009- 09- 20');
INSERT INTO Goods VALUES ('0002', '펀칭기',   '사무용품',   500,  320,          
'2009- 09-11');
INSERT INTO Goods VALUES ('0003', '와이셔츠', '의류',     4000, 2800,          
NULL);
INSERT INTO Goods VALUES ('0004', '식칼',     '주방용품',  3000, 2800,          
'2009- 09- 20');
INSERT INTO Goods VALUES ('0005', '압력솥',   '주방용품',  6800, 5000,          
'2009- 01-15');
INSERT INTO Goods VALUES ('0006', '포크',     '주방용품',   500, NULL,          
'2009- 09- 20');
INSERT INTO Goods VALUES ('0007', '도마',     '주방용품',   880,  790,          
'2008- 04- 28');
INSERT INTO Goods VALUES ('0008', '볼펜',     '사무용품',   100, NULL,          
'2009-11-11');

COMMIT;

개별	구문

리스트 1-6의 DML 문은 DBMS에 따라서 기술 방법이 다르다.

MySQL에서 실행하려면 ① ‘BEGIN TRANSACTION;’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야 한다.

START TRANSACTION;

Oracle과 DB2에서 실행하려면 ① ‘BEGIN TRANSACTION;’ 문은 사용하지 않는다(해당 문을 삭

제하자). 참고로, DBMS별 DML 문은 부록 CD의 ‘\Sample\CreateTable\<RDBMS명>’ 폴더

에 ‘CreateTableGoods.sql’이라는 파일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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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문이라는 행을 추가하는 명령문을 사용해서 표 1-2와 동일한 데이터

를 등록하고 있다. 처음에 나오는 BEGIN TRANSACTION 문은 행 추가를 

개시하는 명령문이며, 마지막에 있는 COMMIT 문은 행 추가를 확정 짓는 명

령문이다. 이들 명령문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세히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

략적인 사용법만 알아두도록 한다.

테이블	수정

이번 절에서는 ‘Goods’라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을 샘플로 사용하고 있지만, 서두

르다 보면 테이블 이름을 ‘Gods’로 작성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하

면 될까?

아직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도 들어 있지 않다면, 테이블을 DROP한 후에 CREATE 

TABLE로 재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테이블에 이미 대량의 데이터를 등록한 후라면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대량의 데이터를 다시 등록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뿐

만 아니라 여러 작업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이걸로 하자’라며 만

든 테이블명이 나중에 맘에 들지 않아서 바꾸고 싶은 경우도 있다. 이때도 역시 같

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테이블명을 변경할 수 있

는 ‘RENAME’이라는 편리한 명령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Gods 테이블을 

Goods 테이블로 변경하고 싶다면 리스트 1-A와 같이 기술하면 된다.

리스트 1-A 테이블명 변경

Oracle  PostgreSQL

ALTER TABLE Gods RENAME TO Goods;

DB2

RENAME TABLE Gods TO Goods;

SQL Server

sp_rename ‘Gods’, ‘Goods’;

MySQL

RENAME TABLE Gods to Goods; 

이처럼 RENAME 뒤에 <변경 전 이름>, <변경 후 이름> 순으로 테이블을 지정하면 

된다.

KEYWORD

 ● RENAME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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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마다 구문이 다른 이유는 RENAME이 표준 SQL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각 사별로 독자 정책을 가지고 구문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이블명

을 실수로 작성한 경우나 테이블을 백업하고 싶은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만, 구문이 서로 달라서 기억하기 어려운 것이 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이 칼

럼을 다시 보고 RDBMS별 구문을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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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1.1  CREATE TABLE 문을 사용해서 표 1-A와 같은 열을 가진 Address_book(주소록) 

테이블을 작성해 보자. 단, register_no(등록 번호) 열의 주 키 제약은 열 정의와는 

별도로 설정하도록 한다.

표 1-A Address_book(주소록) 테이블의 열

의미 열명 데이터형 제약

등록번호 register_no 정수형 NULL 불가, 주 키

이름 name 가변 문자열형

(길이 128)
NULL 불가

주소 address 가변 문자열형

(길이 256)
NULL 불가

전화번호 tel_no 고정 문자열형

(길이 10)

메일 주소 mail_address 고정 문자열형

(길이 20)

1.2  문제 1.1에서 작성한 Address_book 테이블에 다음의 post_code(우편번호) 열을 

추가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 열을 Address_book 테이블에 추가한다.

열명     : post_code

데이터형: 고정 문자열형(길이 8)

제약     : NULL 불가

1.3 Address_book 테이블을 삭제한다.

1.4 삭제한 Address_book 테이블을 다시 생성(CREATE)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