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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일상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이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생활화되어, 의

식을 못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취소할 때,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거

나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어를 입력할 때, 심지어 구매 이력을 조회하는 것까

지 모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표준 언어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

터를 저장, 조회, 수정, 삭제하는데 사용하는 질의 언어이다. 앞의 예처럼 사용

자의 구매 이력을 저장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는 등에 사용하기도 하고, 

직원 관리, 물품 관리, 재고 관리 등 전사적 자원 관리에 사용하기도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SQL 사용법을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한

다. 인덱스의 사용 유무나 조인 방식 등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속도가 서비스 품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데이터베이

스 관리자(DBA: DataBase Administrator)를 꿈꾸는 사람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SQL의 기본 개념 정도

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나 솔루션의 핵심이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SQL의 기본 지식을 매우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정 DBMS에 종

속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주 사용하는 SQL 명령문만을 한데 모아 제공하고 있

다. 지름길은 없으니 요행을 바라지 말자. 또한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

언을 명심하여 책에 나와 있는 명령문을 하나씩 실제로 실행해 보면서 익히기

를 권한다.

끝으로 번역 기회를 주신 인사이트 출판사에도 감사드린다.

― 박남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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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문

들어가는 글
SQL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웹 디자이너, 모바일 앱 개발자,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도구 사용자라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SQL에 대한 실무 지식이 중요합

니다.

여러 해 동안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끊임없이 

SQL 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미 서점에는 많은 SQL 책이 있고, 

일부 책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서점에 있는 여타 책의 공통점은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SQL의 기본 개념 자체를 알려주

는 것보다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에서부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과 관리적

인 요소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합니다.

추천할 만한 책을 못 찾게 되어, 결국 저는 제 강의 경험을 여러분이 들고 있

는 이 책에 녹여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

야 하는 SQL의 기본 개념을 설명합니다. 간단한 데이터 검색부터 조인, 서브쿼

리, 저장 프로시저, 커서, 트리거, 테이블 제약 조건 같은 주제까지 다루고 있습

니다. 매우 단순하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각 장을 보는 데

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 5판입니다. 이 책은 거의 50만 명의 영어권 사용자가 읽었고, 십여 개의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장부터 18장의 끝에 장별 도전 과제를 포함했습니다. 배

운 SQL을 다른 시나리오와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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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장을 펴서 시작하길 바랍니다. 세계적 수준의 SQL을 금방 터득하게 

될 겁니다.

누구를 위한 책인가?
이 책의 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SQL을 처음 접하는 분

  ·· SQL의 필수적인 개념을 빨리 배우고 싶은 분

  ··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SQL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은 분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SQL을 빨리 그리고 쉽게 사용하고 싶은 분

이 책에서 다루는 DBMS
이 책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SQL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책에서 다

루는 DBMS입니다(SQL 실행 환경이 모두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한 지시

나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명시했습니다).

  ·· IBM Db2 (Db2 on Cloud)

  ·· Microsoft SQL Server(Microsoft SQL Server Express 포함)

  ·· MariaDB

  ·· MySQL

  ·· Oracle(Oracle Express 포함)

  ·· PostgreSQL

  ·· SQLite

예제 데이터베이스(또는 예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SQL 스크립트)는 이 책

의 웹 페이지인 http://forta.com/books/013518279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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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수년 동안 지지, 헌신, 격려해 주신 집필 팀에게 매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40개 이상의 책을 함께 집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가

장 좋아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자유롭게 개선할 수 있게 창의적인 

자유를 준 덕분입니다.

도전 과제를 넣어 달라고 제안한 아마존 리뷰에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

번 판에 도전 과제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피드백을 주신 많은 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피

드백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학과 커리큘럼으로 지정해준 대학 관계자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

니다. 교수와 강사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

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구매한 독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그저 베스트셀

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주제가 베스트셀러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여러

분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장 큰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 벤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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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입문자를 위한 이 책 100% 활용법

이 책의 한국어판은 이전 판과 달리 입문자도 쉽게 공부하도록 실제적인 실습 

요소를 강화하였습니다. SQL을 다루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분도 이 책의 과정

을 차분히 따라 하면 능히 SQL의 기본 개념과 방법을 쉽게 터득할 수 있습니

다. 입문자는 이 책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부하길 바랍니다.

1. 1장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 익히기
입문자가 아니라 SQL을 조금이나마 경험해 보신 분에게 이 책이 주는 이점은 

가볍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 여러 DBMS에서 다루는 SQL 문을 다양하게 비교

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입문자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충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1장은 SQL의 배경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이론과 주요 개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2. 2장에 앞서 부록 A. 샘플 테이블 스크립트를 공부하기
부록 A에서는 이 책에서 다루는 샘플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소개합니다. 실습

을 따라 하기 위해서는 먼저 5개의 테이블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의 구조와 상태를 이해하

지 못한다면 SQL 문을 실습하더라도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3. 부록 B. Oracle Live SQL 사용법 익히기
이 책에서는 입문자들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환경으로 Oracle Live SQL 

(https://livesql.oracle.com/)을 선택했습니다. Live SQL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컴퓨

터에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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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설치 과정이 복잡해 입문자들이 공부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반면 Live SQL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연

습용 사이트입니다. 설치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데이터만 잘 세팅하면 손쉽

게 SQL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B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4. 1일 10분, 한 챕터씩 공부하면서 실습은 Live SQL로
이 책은 서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내용이 아주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잘 조

직되어 있다는 것은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잘 안배되어 있

다는 뜻입니다. 공부하다가 SQL 코드의 실습하기를 만나면 Live SQL 사이트에

서 실습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예제의 경우에는 실습하기가 따로 없는데, 이것은 

Oracle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19장부터는 SQL 고급 기능이어서 

별도의 실습 없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5. 도전 과제 풀기
이번 판부터는 장별로 도전 과제가 제시됩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복습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기존에 배운 내용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대체로 그 장에서 배운 내용을 가볍게 

확인하는 문제들이므로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도전 과제에 대한 모범 답안

과 결과 화면은 부록 F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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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용어: 낯선 용어 또는 중요 용어에 대해 설명하는 아이콘	
팁: 이 책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는 아이콘	
노트: 개념 설명이나 문법 등에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아이콘	
주의: 효율적인 SQL 문을 사용하기 위해 주의할 점을 알려주는 아이콘

미리보기용 PDF입니다. 구매: http://ebook.insightbook.co.kr/ 



SQL in 10 Minutes

1데이터베이스 기본

이 장에서는 SQL이 무엇이고, SQL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데이터베이스 기본

SQL 책을 읽는다는 것은 지금 데이터베이스(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SQL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SQL을 알아보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

스 기술의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핸드폰에서 전화번호를 찾을 때, 이메일 주소록에서 이름을 하나 

가져올 때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할 때에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직장에서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도 이름과 비밀번호가 맞는지,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도 PIN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를 사용한다.

PIN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숫자라는 뜻이다.

1장
S Q L  i n  1 0  M i n u t e s

SQL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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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히 무엇

인지에 대해서는 혼선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데이터베이스란 

용어를 각자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빈번

히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용어를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데이터베이스 개념 점검하기

지금부터는 몇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간략히 설명한다. 만약, 데이터베이

스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용자라면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데이터베이

스를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는 사용자라면 기초 지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SQL을 마

스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주제를 더 깊이 있게 공

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데이터베이스 기본서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Database)라는 용어는 많은 곳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 하지

만 우리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SQL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정리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데

이터베이스를 파일 캐비닛으로 상상하는 것이다. 파일 캐비닛은 어떤 데이터

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관계없이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물리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정리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그릇(하나 또는 여러 개의 파일)

혼동을 야기하는 잘못된 사용

사람들은 보통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 이런 잘못된 사

용이 많은 혼선을 유발한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는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 관

리 시스템(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이라 부르고, 데이터베이스는 이 

미리보기용 PDF입니다. 구매: http://ebook.insightbook.co.kr/ 



SQL in 10 Minutes

3데이터베이스 기본

DBMS를 생성하고 조작하는 물리적인 저장공간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히 무엇

이고 어떤 형태인지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마다 다르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DBMS(앞으로는 이 약칭을 사용한다)와의 대화에 필요

한 것이 바로 SQL이다. 현재 사용되는 DBMS로는 Oracle, Db2, SQL Server, Postgre 

SQL, MySQL, SQLite 등이 대표적이다.

테이블
자, 파일 캐비닛에 정보를 저장한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이라면 파일 캐비닛 

서랍에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던져 놓겠는가? 아마 대부분은 캐비닛 안에 파일

을 만든 후, 그 파일과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를 보관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파일을 테이블(Table)이라고 부른다. 테이블은 특정

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화된 파일이다. 테이블에는 고객 목

록, 제품 목록처럼 특정한 형태의 정보 목록을 저장할 수 있다.

테이블

특정한 형태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구조화된 목록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테이블에 저장하는 데이터는 한 가지 종류거나 목록이라

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고객 목록과 주문 목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한다면, 이 둘을 같은 테이블에 저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일한 테이블에 고

객 목록과 주문 목록을 저장하면 후속 검색과 접근이 힘들어진다. 따라서 테이

블을 각각 하나씩 만드는 것이 낫다.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은 다른 테이블과 구별되는 고유한 이름을 가진

다. 즉, 데이터베이스에는 같은 이름의 테이블이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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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이름

테이블 이름이 고유한 이유는 여러 항목을 조합(데이터베이스 이름, 테이블 이름도 포

함)해 테이블 이름을 짓기 때문이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이름에 데이터베이스

의 사용자 이름을 포함시켜 고유하게 만들기도 한다. 단,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

블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지만,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동일한 이름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테이블은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저장할지 정의하는 여러 데이터 구조와 속성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조와 속성에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쪼개 저장하

고, 쪼개진 각 조각의 이름은 무엇인지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이런 정보 집합

을 스키마라고 하는데, 스키마는 특정 테이블뿐 아니라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된다. 또한, 테이블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한다.

스키마(Schema)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구조와 속성에 대한 정보

열과 데이터형
테이블은 열(Column)로 구성된다. 열은 테이블 내에서 특정한 정보 조각을 저

장한다.

열(Column)

테이블에 있는 하나의 필드. 모든 테이블은 한 개 이상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

열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엑셀과 같은 스프레

드시트로 상상하는 것이다.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각 열은 특정한 정보를 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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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면 고객 테이블의 한 열에는 고객 번호, 다른 열에는 고객 이름, 또 

다른 열에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

그림 1-1 고객 테이블의 구조

순번           고객번호           고객이름         주소

001            in0001               홍길동           서울시�마포구�연남로5길 19-5

002            in0002               심봉사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로�삼화연립 2F

003            in0003               전우치           경북�안동시�감나무 5길�대형아파트 108-2102

행
(Row, 레코드라고도�함)

열
(Column, 필드라고도�함)

한편 데이터를 나눌 때 얼마나 작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주소를 저장할 때 통상적으로 도로명과 건물 이름을 

함께 저장한다. 만일 건물 이름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필요가 없다면 전혀 문제

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로명과 건물 이름을 나누는 것이 좋다.

데이터 나누기

여러 개의 열에 데이터를 올바르게 나누어 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예를 들어 

시, 구, 동, 우편번호는 일반적으로 다른 열에 저장해야 하는데, 데이터를 나눠 저장하면 

특정 열로 정렬하거나 추출할 수 있다. 데이터를 나누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서비스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각각의 열은 데이터형(Datatype)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형은 열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을 정의한다. 예를 들어 어떤 열이 숫

자를 저장하고 있다면, 그 열의 데이터형은 수치형 데이터형일 것이다.

열이 날짜, 문자, 주석, 통화 등을 저장한다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형이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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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형

허용되는 데이터의 유형. 모든 테이블 열에는 관련된 데이터형이 있는데 특정 데이터를 

제한하거나 허용한다.

데이터형은 열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한다(예를 들면 수치형 열에는 

문자가 들어갈 수 없다). 데이터형은 데이터를 바르게 정렬할 수 있도록 해주

고, 디스크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테이블을 생

성할 때 적절한 데이터형을 고를 수 있도록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데이터 호환성

데이터형과 데이터형의 이름은 서로 다른 SQL 소프트웨어가 호환되지 않게 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기본 데이터형은 대부분의 SQL에서 지원하는 데 반해, 고급 데이터

형은 그렇지 않다.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마다 같은 데이터형을 다르

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테이블 스키마를 생성

할 때 항상 고려해야 한다.

행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는 행(Row)에 담긴다. 다시 말해 저장되는 각 레코드는 

각각의 행에 담기게 된다. 엑셀과 같은 격자무늬의 테이블을 상상해보자. 격자

무늬의 세로가 테이블 열이고, 가로가 테이블 행이다.

예를 들어 고객 테이블의 한 행에는 한 명의 고객 정보를 저장한다. 테이블

에 있는 행의 개수는 그 안에 들어 있는 레코드의 수이다.

행(Row)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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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 행?

아마도 행을 레코드(Record)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두 개

의 용어가 똑같은 의미로 통용되지만, 기술적으로는 행이 올바른 용어이다.

기본 키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은 각 행을 다른 행과 특별히 구별 짓게 하는 열(또는 열 

집합)을 가져야 한다. 고객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은 이런 목적을 위해 고

객 번호 열을 사용할 수 있고, 주문 정보를 담는 테이블은 주문 ID 열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런 목적으로 직원 목록 테이블은 직원 ID를, 도서목록 테이블은 

ISBN을 사용할 수도 있다.

테이블의 각 행을 구별해주는 열(또는 열 집합)을 기본 키(Primary Key)라고 

부른다. 기본 키는 특정 행을 참조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기본 키 없이 테이블

에 있는 특정 행을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영향을 줄 행

만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안전하고 보장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기본 키

테이블에 있는 각 행을 구별 짓는 열(또는 열 집합)

항상 기본 키를 정의하라.

실제로 기본 키가 요구되지 않더라도, 대다수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는 생성한 모든 테이

블에서 기본 키를 만들어 미래에 데이터를 조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면, 테이블의 어떤 열도 기본 키로 정의할 수 있다.

  ·· 두 행이 같은 기본 키 값을 가질 수 없다.

  ·· 모든 행은 기본 키 값을 가져야 한다(즉, 기본 키 열은 NULL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 기본 키 열에 있는 값은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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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키 값은 재사용할 수 없다(테이블에서 어떤 행을 삭제할 경우 그 기본 

키도 삭제되지만 다른 행에 다시 할당할 수 없다).

기본 키는 보통 테이블 안에 있는 한 개의 열로 정의하지만, 반드시 하나의 열

로만 정의할 필요는 없다. 여러 개의 열을 함께 조립하여 기본 키로 정의할 수 

있는데, 다수의 열을 사용하면 위에 있는 규칙은 기본 키가 포함된 모든 열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 키로 정해진 모든 열을 조합한 값은 고유해야 

한다(각각의 열이 고유한 값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한편 외래 키(Foreign Key)라고 불리는 또 다른 중요한 키가 있다. 외래 키는 

12장에서 다룬다.

SQL이란 무엇인가

SQL은 구조화된 질의 언어(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준말로 S-Q-L(에스

큐엘) 또는 Sequel(시퀄)로 발음한다. SQL은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하기 위해 

고안된 언어로, 음성 언어인 영어나 프로그래밍 언어인 Java, C, Python과는 달

리 의도적으로 아주 적은 수의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다. SQL은 한 가지만을 잘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데이터

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다.

그럼 SQL의 장점은 무엇일까?

  ·· SQL은 특정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독점하는 언어가 아니다. 대부분의 대형 

DBMS가 SQL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언어를 익히면,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

스를 사용할 수 있다.

  ·· SQL은 배우기 쉽다. SQL 명령문은 서술식의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쓰

이는 단어도 많지 않다.

  ·· 이와같은 단순함에도, SQL은 매우 강력한 언어다. 명령어를 적절하게 조합

하여 솜씨 있게 사용하면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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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SQL의 장점에 대해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SQL을 학습해보자.

SQL 확장

많은 DBMS 회사가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특정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명령문이

나 지시어를 추가하고 있다. 이런 확장은 때로는 매우 유용하지만, 지나치게 자사 DBMS

에 의존적이어서 다른 회사의 DBMS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표준 SQL은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표준 위원회에서 관리

하기 때문에 ANSI SQL이라고 부른다. 대형 DBMS(심지어 확장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

조차)는 모두 ANSI SQL을 지원한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SQL은 대부분 ANSI SQL이지

만, 간혹 특정 DBMS의 SQL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따로 표기했다.

SQL이 확장된 언어는 Oracle에서 사용하는 PL-SQL, Microsoft SQL Server에서 사

용하는 Transact-SQL 등과 같이 SQL을 포함한 고유한 이름을 가진다. 

실습해보자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SQL을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은 직접 실습해보는 것

이다. 실습에는 데이터베이스와 SQL 문을 테스트할 수 있는 DBMS가 필요하

다. 이 책에서는 실제 SQL 문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사용하므로, 실습해보

려면 다음 팁에서 설명하는 대로 특정 DBMS에 접속해야 한다.

어떤 DBMS를 사용해야 할까?

책에 나온 내용을 따라 해보려면 DBMS에 접속해야 하는데, 어떤 DBMS를 사용해야 할

까? 다행스럽게도 이 책에서 배울 SQL은 주요 DMBS를 대부분 다루고 있으므로 편의성

과 단순성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컴퓨터에 

DBMS(그리고 함께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접근과 통제가 쉽다. 그러나 SQL을 처음 배우는 데 있어 DBMS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미리보기용 PDF입니다. 구매: http://ebook.insightbook.co.kr/ 



Sams Teach Yourself

10 1장  SQL 이해하기

구성하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대안으로 원격(또는 클라우드 기반) DBMS에 

접속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식은 설치하거나 관리할 게 전혀 없다.

만약 DBMS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기로 했다면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두 가지를 

제안한다.

  ·· MySQL(또는 여기서 분리해 나온 MariaDB)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DBMS 중 하나

로, 무료이고 대다수 주요 운영체제에서 지원되며, 설치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선택이다. MySQL은 SQL을 입력할 수 있는 명령어 도구를 함께 제공하지

만, MySQL Workbench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게 낫다. 따라서 함께 다운로드한다

(보통 별도 설치).

  ·· 윈도우 사용자라면 강력하고 인기 있는 SQL Server의 무료 버전인 Microsoft SQL 

Server Express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SQL Server Management Studio라

는 사용자 친화적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원격(또는 클라우드 기반) DBMS를 사용할 수 있다.

  ·· 직장에서 SQL을 배우고 있다면 회사가 이미 사용하는 DMBS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 

회사의 DBMS에 로그인하고 SQL을 입력해보거나 테스트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도구가 제공될 것이다.

  ·· 클라우드 기반 DBMS는 자기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지 않아도 DBMS의 이점을 효과

적으로 제공하는 가상 서버에서 실행되는 DBMS다.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Google, Amazon, Microsoft 포함)가 클라우드에서 DBMS를 제공하는데, 안타깝

게도 이 책을 쓰는 시점에는 (보안 원격 접속 설정을 포함하여) 세팅하는 게 쉽지 않

았다. 그래서 자기 컴퓨터에 직접 DBMS를 설치할 때보다 더 많은 작업을 해야 할 때

가 많았다.

  ·· 무료면서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오라클의 Live SQL과 IBM의 Db2는 예외다. 단

지 웹 브라우저에서 SQL 문을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이 책 한국어판의 실습 과정은 

이 방식을 따른다).

미리보기용 PDF입니다. 구매: http://ebook.insightbook.co.kr/ 



SQL in 10 Minutes

11정리해보자!

클라이언트(Client) / 클라우드(Cloud) 서비스

  ·· 클라이언트: 서버에 연결된 프로그램. 여기서는 사용자 프로그램.

  ··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

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장부터는 “정리해보자” 다음에 도전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도전 과제를 통해 

해당 장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문제를 풀면서 새로 배운 SQL 지식을 

활용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분이 해답이 맞는지 궁금하다면(또는 막막하

거나 도웁이 필요하다면) 이 책의 웹 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이 책의 한

국어판에서는 별도의 해답을 부록 F에 실어 놓았다).

정리해보자!

이 장에서는 SQL이 무엇이고 왜 유용한지에 대해 배워 보았다. SQL은 데이터

베이스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

스 용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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