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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QLGate for DB2 소개 

1.1. 소개	

SQLGate for DB2은 DB2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리를 손쉽게 도와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입니다. 

사용자에게 익숙한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개발 기간을 단축해주고 업무 효율을 높여줍니다.  

SQL 쿼리 편집기에서는 코드 자동 완성, 키워드 자동 완성, 테이블 자동 완성 기능을 지원하여 SQL 스크립트를 쉽

게 작성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7개국어 버전으로 제작되어 옵션에서 간단한 설정만으로 다국어 버전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변경할 수 있

습니다. 

 

 

 

 

1.2. 기술지원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서를 참조하시거나 

회사 홈페이지 (http://www.sqlgate.com/kr/support/) 의 기술포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 : 02-338-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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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사양 

2.1. 주요	 사양	

l 유니코드 지원 

유니코드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다국어 처리가 가능합니다. 

UTF8, UTF16, AL32UTF8 문자 집합(Character Set)을 지원합니다. 

 

l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의 편집기, 그리드와 익숙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드에는 XP, Float, Office 등

의 다양한 스타일과 인터페이스 옵션을 제공하여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l 쉽고 빠른 쿼리 실행 

SQL 쿼리 편집기를 이용하여 SQL 코드를 손쉽게 작성하고 쿼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SQL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l 강력한 기능의 개체 탐색기 

개체 탐색기를 통해 사용자 별 개체 조회, 생성, 변경, 삭제 등 스키마 관리 작업을 도와주고 SQL 쿼리 편집기와  

연동하여 손쉽고 빠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l 다양한 기능의 도구(Tool) 제공 

자동 줄 바꿈, 책갈피, SQL 변환 등의 기능 이외에 보고서 기능과 데이터 내보내기/가져오기 기능 등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여 초보자도 손쉽게 여러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l 원하는 형태로 출력 가능한 보고서 도구 

보고서 도구를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 하고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으며, 각종 보고서 작성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l ER 디자인 기능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ER 디자인 창에서 테이블과 테이블의 관계를 리버스하여  

ERD (entity-relationship diagram)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 영역과 텍스트 상자 등을 추가 하여  

ERD의 편집, 출력, 저장,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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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행환경	

 

l 실행 환경 

Windows 계열의 모든 OS  

Intel Pentium 4 이상의 시스템 

512MB 이상의 메모리  

50MB 이상의 하드디스크 여유공간  

 

l 구성 

다음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폴더의 기능입니다.  

Bin : 실행파일과 ini, dat 파일로 구성  

HealthCheck : 헬스체크 시 사용하는 html 파일  

Languages : 다국어 지원 폴더  

Report : 보고서 샘플 저장 폴더  

Screen : 폼 구성에 필요한 dll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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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메뉴 

3.1. 파일	

3.1.1. 새로 만들기 

새 SQL 쿼리 편집기 창을 생성합니다. 

SQL 쿼리 편집기 : 주 메뉴의 [파일] > [새로 만들기] > [SQL 쿼리 편집기 < Ctrl+N >] 를 선택하거나 

[ ] 버튼을 클릭합니다. 

 

3.1.2. 새 연결 

주 메뉴의 [파일] > [새 연결...] 을 선택하거나 [ ] 버튼을 클릭합니다. 

 

 

 

데이터베이스 : 접속하고자하는 데이터베이스 별칭 선택 

사용자 : 접속 계정 

암호 : 암호 

암호 저장 : 암호 저장 여부 선택 

유니코드 사용 : 접속 시 유니코드 모드 사용 

날짜 형식 : 날짜 유형 포맷 

색 : 여러 개의 DB2에 연결할 경우 세션 별로 색을 선택 

연결 테스트 : 입력한 정보로 연결 테스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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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2의 “구성 지원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면 [새 연결] 창에 데이터베이스가  

별칭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 이상 버전의 DB2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접속하려면,  

“디폴트 DB2 및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선택 마법사”를 실행해  

디폴트 DB2 사본을 선택해야 합니다. 

 

 

 

3.1.3. 연결 끊기 

현재 접속되어 있는 DB2 서버와의 연결을 끊습니다. 

주 메뉴의 [파일] > [연결 끊기] 를 선택합니다. 

 

 

 

3.1.4. 모든 연결 끊기 

현재 접속되어 있는 모든 DB2 서버와의 연결을 끊습니다. 

주 메뉴의 [파일] > [모든 연결 끊기] 를 선택합니다. 

 

 

 

3.1.5. 다시 연결 

현재 접속되어 있는 DB2 서버와 다시 연결합니다. 

주 메뉴의 [파일] > [다시 연결]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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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열기 

주 메뉴의 [파일] > [열기…< Ctrl+O >] 를 선택하면 파일열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파일을 선택하면 선택한 파일이 SQL 쿼리 편집기에서 열립니다. 

SQL 쿼리 편집기가 열려있지 않은 경우 새로운 SQL 쿼리 편집기를 실행한 후 파일이 열립니다 

 

 

3.1.7. 최근에 사용한 파일 

주 메뉴의 [파일] > [최근에 사용한 파일] 을 선택하면 최근 열었던 파일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파일을 선택하면 SQL 쿼리 편집기에 파일이 열립니다. SQL 쿼리 편집기가 열려있지 않은 경우  

새로운 SQL 쿼리 편집기를 실행한 후 파일이 열립니다. 

 

 

3.1.8. 저장 

주 메뉴의 [파일] > [저장 < Ctrl+S >] 을 선택하면 SQL 쿼리 편집기의 내용을 저장합니다. 

 

 

3.1.9. 다른 이름으로 저장 

주 메뉴의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 Ctrl+Shift+S >] 을 선택하면 SQL 쿼리 편집기의 내용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3.1.10. 파일 인코딩 

주 메뉴의 [파일] > [파일 인코딩] 을 선택하면 SQL 쿼리 편집기의 인코딩 유형을 ANSI, Unicode, 

Swapped Unicode, UTF-8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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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파일 형식 

주 메뉴의 [파일] > [파일 형식] 을 선택하면 SQL 쿼리 편집기의 파일 형식을 

Default, Windows(CR/NL), Macintosh(CR), Unix(NL) 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3.1.12. 창 닫기 

주 메뉴의 [파일] > [창 닫기] 를 선택하면 현재 창을 닫습니다. 

 

 

3.1.13. 모든 창 닫기 

주 메뉴의 [파일] > [모든 창 닫기] 를 선택하면 모든 창을 닫습니다. 

 

 

3.1.14. 인쇄 미리 보기 

주 메뉴의 [파일] > [인쇄 미리 보기] 를 선택하면 미리 보기 창을 엽니다. 

 

 

3.1.15. 인쇄 

주 메뉴의 [파일] > [인쇄…] 를 선택하면 SQL 쿼리 편집기의 내용을 인쇄합니다. 

 

 

3.1.16. 인쇄 설정 

주 메뉴의 [파일] > [인쇄 설정] 을 선택하면 인쇄 설정/페이지 설정이 나타납니다. 

각각 인쇄 및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1.17. 끝내기 

주 메뉴의 [파일] > [끝내기] 를 선택하면 연결 세션을 접속 해제 후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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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편집	

3.2.1. 실행 취소 

바로 전에 한 작업을 취소 합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실행 취소 < Ctrl+Z >] 를 선택합니다.  

 

 

3.2.2. 다시 실행 

취소한 내용을 다시 실행합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다시 실행 < Shift+Ctrl+Z >] 을 선택합니다. 

 

 

3.2.3. 잘라내기 

선택한 내용을 잘라 냅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잘라내기 < Ctrl+X >] 를 선택합니다. 

 

 

3.2.4. 복사 

선택한 내용을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복사 < Ctrl+C >] 를 선택합니다. 

 

 

3.2.5. 붙여넣기 

클립보드의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붙여넣기 < Ctrl+V >] 를 선택합니다. 

 

 

3.2.6. 코드에서 붙여넣기  

클립보드의 내용 중에서 SQL 문을 추출하여 편집기 등에 붙여 넣습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코드에서 붙여넣기] 또는 바로 가기 키 < Shift+Ctrl+V >를 선택합니다. 

예) Clipboard : “select * from member”  

Paste in the code : select * from member 

 

 

3.2.7. 모두 선택 

편집기의 텍스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모두 선택 < Ctrl+A >] 을 선택합니다. 

 

 

3.2.8. 모두 지우기 

편집기의 텍스트를 모두 지웁니다. 



SQLGate for DB2 User Manual 
 

< 13 > http://www.sqlgate.com 

주 메뉴에서 [편집] > [모두 지우기] 를 선택합니다. 

 

 

3.2.9. 찾기 및 바꾸기 

편집기의 내용을 찾거나 바꿉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찾기 및 바꾸기] 를 선택합니다. 

 

 

3.2.10. 책갈피 

편집기에 책갈피 추가, 이동, 삭제합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책갈피] 를 선택합니다. 

� [책갈피 설정/해제] : 책갈피를 추가하거나 삭제합니다. 

� [찾아갈 책갈피] : 책갈피로 이동합니다. 

� [모든 책갈피 지우기] : 책갈피를 모두 지웁니다. 

 

 

3.2.11. 줄 이동 

행 바로가기 대화상자에서 입력한 행으로 이동합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줄 이동… < Ctrl+G >] 를 선택합니다. 

 

 

 

3.2.12. 자동 줄 바꿈 

편집기의 텍스트가 가로 영역보다 길면 자동으로 다음 줄로 개행됩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자동 줄 바꿈] 을 선택합니다. 

 

 

3.2.13. 공백/탭/캐리지 리턴 표시 

편집기의 내용에 공백, 탭, 캐리지 리턴이 기호로 표시됩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공백/탭/캐리지 리턴 표시] 를 선택합니다.  

 

 

3.2.14. 접기 설정/해제 

접기가 설정되면 편집기 왼쪽에 편집 내용을 접거나 펼 수 있도록 [+/-] 표시가 나타납니다. 

[-]를 클릭하면 편집 내용이 접혀지고, [+]를 클릭하면 다시 펴집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접기 설정/해제]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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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블록 주석 

편집기에서 선택된 텍스트를 주석 처리합니다. 주석 처리된 부분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블록 주석 < Ctrl+- >] 을 선택합니다. 

 

 

3.2.16. 블록 주석 제거 

편집기에서 선택된 텍스트의 블록 주석을 제거합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블록 주석 제거 < Shift+Ctrl+- >] 를 선택합니다. 

 

 

3.2.17. 변환 

편집기에서 선택된 텍스트를 대문자, 소문자, 대/소문자로 변환하거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합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변환] 을 선택합니다. 

 

 

 

3.2.18. 들여쓰기 

편집기에서 한 줄을 들여쓰기 합니다. (바로 가기 키 < Tab > ) 

주 메뉴에서 [편집] > [들여쓰기] 를 선택합니다. 

 

 

3.2.19. 내어쓰기  

편집기에서 한 줄을 내어쓰기 합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내어쓰기 < Shift+Tab >] 를 선택합니다. 

 

 

3.2.20. SQL 변환 

편집기의 텍스트를 Delphi, Visual Basic, ASP, PHP, JSP 코드로 변환하여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SQL 변환] 을 선택합니다.  

 

 

 

3.2.21. 스키마 설명 

편집기에서 커서 위치의 키워드에 대해 스키마 설명 창을 엽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스키마 설명 < F4 >]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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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편집기 옵션 

편집기의 옵션을 설정합니다. 

주 메뉴에서 [편집] > [편집기 옵션] 을 선택합니다. 

 

l 일반 

기본 옵션을 설정합니다. 

 

 

l 글꼴 

글꼴 옵션을 설정합니다. 

 

※ 편집기에 특정 텍스트가 깨져 보일 경우 문자 집합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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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강조 표시 

강조 표시 옵션을 설정합니다. 

 

[요소]에서 요소 중 하나를 선택한 후 글꼴 스타일, 글꼴 색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편집기에서 문장 중 일부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요소]에서 요소가 선택됩니다. 

 

l 코드 템플릿 

코드 템플릿을 추가, 편집, 삭제합니다. 

 

※ 편집기에서 < Ctrl+J > 를 누르면 템플릿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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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키워드 템플릿 

키워드 템플릿을 추가, 편집, 삭제합니다. 

 

※ 해당 키워드가 SQL 쿼리 편집기에서 동작하게 하려면 [자동 완성] 탭에서 [테이블 자동 완성] 을 체크합니다

. 

 

l 자동 완성 

자동 완성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 코드 자동 완성< Ctrl+J > : 코드 템플릿에 있는 내용이 자동 완성되어 표시됩니다. 

- 키워드 자동 완성< Ctrl+K > : 편집기에서 3글자 이상을 입력하면 키워드 자동 완성이 표시됩니다. 

- 재사용 SQL< Ctrl+M > : SQL 기록에 있는 내용 중 재사용을 체크한 쿼리문이 표시됩니다. 

- 필드 자동 완성< . > : 테이블 별칭 뒤에 필드 리스트 자동 완성이 표시됩니다. 

- 키워드 대/소문자 바꾸기 자동 완성 : 키워드 자동 완성 기능으로 완성된 키워드를 대/소문자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개체 이름 대/소문자 바꾸기 자동 완성 : 테이블 자동 완성 기능으로 완성된 개체를 대/소문자로 

구분하여 나타냅니다. 

- 테이블 자동 완성 < Ctrl+H > : FROM/INTO/SET 뒤에 문자를 입력하면 개체가 자동 완성되어 표시됩니다.  

개체가 많을 경우 일부만 선택하여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SQLGate for DB2 User Manual 
 

< 18 > http://www.sqlgate.com 

3.3. 보기	

3.3.1. 개체 패널 

개체 패널은 주 화면의 좌, 우에 도킹되며 개체를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체를 선택하면 하단에 해당 개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개체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추가, 삭제, 변경,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체 스크립트 기능을 이용하여 SQL 쿼리 편집기에 빠르게 SQL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마우스 조작만으로 다양한 쿼리를 만들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메뉴에서 [보기] > [개체 패널] 을 선택하거나 [ ] 버튼을 클릭합니다. 

 

 

l 개체 스크립트 

테이블 또는 뷰 개체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컨텍스트 메뉴를 열면 SQL 작성을 도와주는 

[개체 스크립트]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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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넣기 | Select] : 선택한 개체의 Select 스크립트를 SQL 쿼리 편집기로 붙여 넣습니다. 

[바꾸기 | Select] : 선택한 개체의 Select 스크립트를 SQL 쿼리 편집기에서 변경합니다. 

[새 탭 | Select] : 선택한 개체의 Select 스크립트를 새 탭으로 보냅니다. 

[새 창 | Select] : 선택한 개체의 Select 스크립트를 새 SQL 쿼리 편집기 창으로 보냅니다. 

[Drop 스크립트]: 선택한 테이블, 뷰의 Drop 스크립트를 SQL 쿼리 편집기로 보냅니다. 

[Insert 스크립트] : 선택한 테이블, 뷰의 Insert 스크립트를 SQL 쿼리 편집기로 보냅니다. 

[Update 스크립트] : 선택한 테이블, 뷰의 Update 스크립트를 SQL 쿼리 편집기로 보냅니다. 

[Delete 스크립트] : 선택한 테이블, 뷰의 Delete 스크립트를 SQL 쿼리 편집기로 보냅니다. 

 

 

3.3.2. SQL 기록 

SQL 쿼리 편집기에서 실행된 SQL을 저장합니다. 

SQL 기록을 저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옵션의 [도구] > [옵션…] > [SQL 쿼리 편집기] 옵션의 

[SQL 기록 자동 저장]을 체크합니다. 

 

- SQL 기록 자동 저장 : 체크하면 SQL을 저장합니다. 

- SQL 기록 최대 저장 수 : 

� 무제한 : 제한 없이 모두 저장합니다. 

� 개수 : 입력한 수만큼만 저장합니다. 

- SQL 기록 저장 시점 : 

� 실행 후 : 쿼리 명령이 성공한 것만 저장합니다. 

� 실행 전 : 쿼리 명령을 모두 저장합니다. 

주 메뉴에서 [보기] > [SQL 기록…< F8 >] 을 선택하거나 [ ]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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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트리(tree)에서 User Directory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새 그룹…] 을 선택하여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ML은 SQL History 그룹에 저장됩니다. 

SQL 기록 목록에서 다른 그룹으로 드래그&드랍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SQL 기록 목록에서 SQL문을 두 번 클릭하면 선택된 SQL이 SQL 쿼리 편집기로 전송됩니다. 

[파일 열기], [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SQL 기록을 불러오거나 dat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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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QL 재사용 

[User Directory] 그룹과 그 하위 그룹들에 포함된 SQL기록에서 [재사용]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이름]에 원하는 글자를 입력합니다. 

 

 

SQL 쿼리 편집기에서 < Ctrl+M > 바로 가기 키를 누르면 SQL문을 불러옵니다. 

재사용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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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기록에서 저장했던 SQL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3.3.3. SQL 맞춤 옵션 

작성한 SQL의 맞춤 또는 들여쓰기 등의 기능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주 메뉴에서 [보기] > [SQL 맞춤 옵션…] 을 선택합니다. 

 

- 기본 : 키워드의 대/소문자, 주석 지우기, 공백 제거, 문자열 구분 기호를 설정합니다. 

- 줄 바꿈 : 줄 바꿈할 위치를 설정합니다. 

- 맞춤 및 들여쓰기: 키워드, 연산자, AS키워드, 주석, AND/OR 등의 정렬을 설정합니다. 

- 쉼표 : 쉼표 이전, 이후의 공백을 설정합니다. 

- 괄호 : 괄호 이전, 이후의 공백을 설정합니다. 

- 연산자 : 연산자 이전, 이후의 공백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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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쿼리	

3.4.1. SQL 작성 

주 메뉴의 [파일] > [새로 만들기] > [SQL 쿼리 편집기 < Ctrl+N >] 를 선택하거나 [ ] 버튼을 클릭하면 

SQL 쿼리 편집기 창이 뜹니다. 

 

l SQL 쿼리 편집기의 탭 팝업 메뉴 

탭을 이용하면 최대 20개까지 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각 탭에는 SQL 쿼리 편집기와 그리드를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컨텍스트 메뉴가 나타납니다. 

 

 

[닫기 < Ctrl+Alt+D >] : 탭을 닫습니다. 

[이 창을 제외하고 모두 닫기] : 현재 탭 이외의 탭들을 모두 닫습니다. 

[모두 닫기] : 탭을 모두 닫습니다. 

[편집기 추가 < Ctrl+Alt+N >] : 탭을 추가합니다. 

[파일 열기 < Ctrl+O >] : 현재 탭에 파일을 엽니다. 

[다른이름으로 저장…] : 현재 탭의 SQL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저장 < Ctrl+S >] : 현재 탭의 SQL을 저장합니다. 

[인쇄 미리 보기 < Ctrl+P >] : 현재 탭에서 인쇄할 내용을 미리보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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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QL 쿼리 편집기의 팝업 메뉴 

SQL 쿼리 편집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컨텍스트 메뉴가 나타납니다. 

 

[실행] : 전체 SQL 실행 / 선택된 SQL 실행 

[쿼리 설명 < Shift+F4 >] : SQL문을 분석해서 열 이름과 데이터 유형을 보여줌 

[SQL 행 개수 < F12 >] : 커서가 위치한 SQL문의 레코드 개수 표시 

[SQL 맞춤 < F9 >] : 편집기의 모든 SQL 정렬 

[잘라내기 < Ctrl+X >] : 잘라내기 

[복사 < Ctrl+C >] : 복사하기 

[붙여넣기 < Ctrl+ V>] : 붙여넣기 

[코드에서 붙여넣기] : 다른 프로그램의 코드에서 SQL을 추출 

[모두 선택 < Ctrl+A >] : 모두 선택 

[모두 지우기] : 모두 지우기 

[찾기 및 바꾸기] : 찾기, 다음찾기, 모두찾기, 처음부터 찾기, 마지막 찾기, 바꾸기 

[책갈피] : 책갈피 설정 및 해제 

[줄 이동…  < Ctrl+G >] : 행번호를 입력하여 바로 이동 

[자동 줄 바꿈] : 자동 줄 바꿈 

[공백/탭/캐리지 리턴 표시] : 공백, 탭문자 보이기 

[접기 설정/해제] : 접기 기능 켜고 끄기 

[블록 주석 < Ctrl+- >] : 주석 설정하기 

[블록 주석 제거 < Shift+Ctrl+- >] : 주석 제거하기 

[변환] : 대/소문자 바꾸기 

[들여쓰기] : 커서가 위치한 줄 들여쓰기 

[내어쓰기 < Shift+Tab >] : 커서가 위치한 줄 내어쓰기 

[SQL 변환] : Delphi, Visual Basic, ASP, PHP, JSP 코드로 변환 

[스키마 설명 < F4 >] : 커서가 위치한 곳의 키워드 상세(Describe)창 보기 

[편집기 옵션] : 편집기 옵션 창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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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SQL 실행 

SQL 쿼리 편집기에서 작성한 SQL을 실행합니다. 여러 개의 SQL을 실행할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주 메뉴의 [쿼리] > [SQL 실행]을 선택하거나 [ ] 버튼, 또는 < F5 > 키를 누릅니다. 

Select 문일 경우 하단의 [데이터] 탭에 실행 결과가 그리드 형태로 표시됩니다. 

Select 문이 아닐 경우 [메시지 기록] 탭에 실행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행 중 취소를 하려면 [ ] 버튼을 선택하거나 < ESC >키를 누릅니다. 

 

 

SQL 쿼리 편집기에 텍스트를 선택하고 실행하면 선택된 텍스트만 실행됩니다. 

선택된 영역이 없으면 전체 SQL을 실행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세로 그리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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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현재 SQL 실행 

SQL 쿼리 편집기에서 커서가 위치한 SQL만 실행합니다.  

주 메뉴의 [쿼리] > [현재 SQL 실행 < Ctrl+F5 > < Ctrl+Enter >] 을 선택하거나 [ ] 버튼을 누릅니다. 

 

※ 커서가 위치한 곳에 SQL(‘SELECT * FROM “ADMINISTRATOR”.”PROJACT” a ;’)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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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하위 쿼리 블록 SQL 실행 

SQL 쿼리 편집기에서 커서가 위치한 곳에 하위 쿼리를 실행합니다. 

하위 쿼리 내용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배경색이 바뀌며, 블록을 씌우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 쿼리 블록 SQL 실행 < Alt+F5 >]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주 메뉴의 [쿼리] > [하위 쿼리 블록 SQL 실행] 을 선택하거나 [ ] 버튼 또는 < Alt+F5 > 키를 누릅니다. 

 

※ 하위 쿼리는 자동으로 배경색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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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현재 SQL 실행 및 수정 

SQL 쿼리 편집기에서 작성한 SQL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그리드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SQL 실행 및 수정] 은 하나의 SELECT 쿼리에서만 가능하며, 실행할 Select 스크립트에 

기본 키(Primary Key) 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Select 쿼리문 작성 후 주 메뉴의 [쿼리] > [현재 SQL 실행 및 수정] 을 선택하거나 [ ] 버튼 또는, < F6 >키를 

누릅니다. 

[데이터] 탭 그리드 상단에 네비게이션이 표시되며, 데이터 삽입/수정/삭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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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현재 SQL 실행 계획 

SQL 쿼리 편집기에서 작성한 SQL에 대한 실행 계획(Execution Plan)을 실행합니다. 

‘Execution Plan’ 명령을 실행해 실행 계획을 플랜 테이블에 저장하고 그 결과를 트리 형태로 보여줍니다.  

실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플랜 테이블이 있어야 합니다. 

주 메뉴의 [쿼리] > [현재 SQL 실행 계획 < F7 >] 또는 [ ]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 계획] 탭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 개체 보기]를 체크한 후 Object Name 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해당 개체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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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쿼리 설명 

하위 쿼리 형태로 작성된 쿼리나 여러 테이블이 조인(join)된 쿼리, 또는 실행이 오래 걸리는 쿼리일 경우 

쿼리를 직접 실행하기 전에 쿼리 설명 기능을 이용하여 열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1. SQL 쿼리 편집기에서 SQL을 작성합니다. 

2. 주 메뉴의 [쿼리] > [쿼리 설명 < Shift+F4 >] 을 선택하거나 [ ] 버튼을 클릭합니다. 

3. SQL의 열 정보가 표시됩니다. 

 

 

 

3.4.8. 사용자 SQL에 추가 

SQL 쿼리 편집기에서 작성한 SQL을 [SQL 기록… < F8 >] 의 User Directory 에 저장합니다. 

주 메뉴의 [쿼리] > [사용자 SQL에 추가 < Shift+F8 >] 를 선택합니다. 

 

SQL 이름과 그룹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됩니다. 

저장된 사용자 SQL은 [SQL 기록… < F8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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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SQL 맞춤  

SQL 쿼리 편집기에 작성한 SQL을 자동으로 정렬합니다. 

SQL을 작성한 후 주 메뉴에서 [쿼리] > [SQL 맞춤 < F9 >] 또는 [ ]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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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만들기	

3.5.1. 새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듭니다. 주 메뉴에서 [만들기] > [테이블] 을 선택합니다. 

 

 

l 열 탭 

그리드를 이용하여 생성할 열 정보를 입력하여 테이블을 만듭니다. 

1. 테이블의 소유자 스키마를 선택합니다. 

2. 테이블 이름을 입력합니다. 

3. 테이블의 주석을 입력합니다. 

4. 열 그리드에서 열 이름 란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5. 데이터 유형에서 열의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6. 크기 입력란에 열의 크기를 입력합니다. 

7. 기본 키일 경우 기본 키를 체크합니다. 기본 키를 체크하면 자동으로 Not NULL이 체크됩니다. 

8. 기본값 입력란에 기본값을 입력합니다. 

9. 주석 입력란에 필드의 주석을 입력합니다. 

10. 추가하고자 하는 열 만큼 위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11. [SQL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SQL을 확인합니다 

12.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Table이 생성됩니다. 

※ 기본으로 10개의 열을 추가 할 수 있는 입력란이 표시되며 마지막 입력란에서 <+>키를 누르면 입력란이 

추가됩니다. 

 

l 옵션 탭 

저장소, 데이터 캡처(Data Capture), 압축(Compression), 로깅(Logging) 등과 같은 옵션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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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새 뷰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뷰를 만듭니다. 뷰를 만들려면 CREATE VIEW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주 메뉴에서 [만들기] > [뷰…] 를 선택합니다. 

 

1.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소유할 스키마를 선택합니다. 

3. [스크립트] 탭에서 뷰로 사용할 SQL을 입력합니다. 

4. [SQL 유효성 검사] 버튼을 클릭해 SQL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5. [뷰 정보] 탭으로 이동하여 [자동 추가] 버튼이나 [추가] 버튼 등을 사용해 열을 추가합니다. 

6. 존재하는 경우 뷰 바꾸기, WITH ROW MOVEMENT, 확인 옵션 등을 설정합니다. 

� 존재하는 경우 뷰 바꾸기 : View가 이미 존재할 경우 덮어씁니다. 

� WITH ROW MOVEMENT : 하위 테이블의 점검 제한조건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갱신된 행이  

올바른 기본 테이블로 이동하도록 지정합니다. 

� 확인 옵션(With Check Option) : 뷰를 통해 삽입되거나 갱신되는 모든 행은 뷰의 정의를 따라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지정합니다. 

7. [SQL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SQL을 확인합니다 

8.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뷰를 생성합니다. 

 

 

 

 

 

 

 

 

 

 

 

 

 

 

 



SQLGate for DB2 User Manual 
 

< 34 > http://www.sqlgate.com 

3.5.3. 새 제약 조건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에 기본, 체크, 고유, 외래 키를 만듭니다. 

주 메뉴에서 [만들기] > [제약 조건…] 을 선택합니다. 

 

l 기본 키(Primary Key) 

1. 제약 조건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스키마를 선택하고 기본 키 제약 조건을 생성할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3. [제약 조건] 탭에 기본 키 버튼을 체크합니다. 

4. [키 열] 탭에 왼쪽 리스트에서 기본 키로 사용할 열 들을 선택한 후 [ ](모두 추가) 또는 [ ](추가)를 

선택하여 오른쪽 리스트로 이동시킵니다. 

5. [SQL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SQL을 확인합니다. 

6.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l 체크(Check) 

1. 제약 조건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스키마를 선택하고 체크 제약 조건를 생성할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3. [제약 조건] 탭에 체크 버튼을 체크합니다. 

4. 체크 조건(Check Constraint Condition)을 편집기에 입력합니다. 

5. [SQL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SQL을 확인합니다. 

6.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l 고유(Unique) 

1. 제약 조건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스키마를 선택하고 고유 제약 조건를 생성할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3. [제약 조건] 탭에 고유 버튼을 체크합니다. 

4. [키 열] 탭의 왼쪽 리스트에서 고유 키로 사용할 열 들을 선택한 후 [ ](모두 추가) 또는 [ ](추가)를 

선택하여 오른쪽 리스트로 이동시킵니다. 

5. [SQL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SQL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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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l 외래 키(Foreign Key) 

1. 제약 조건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스키마를 선택하고 외래 키 제약 조건을 생성할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3. [제약 조건] 탭에 외래 키 버튼을 체크합니다. 

4. 오른쪽의 스키마와 테이블에서 참조할 스키마와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5. 왼쪽 리스트에서 소스 필드를 선택하고 오른쪽 리스트에서 레퍼런스 필드를 선택합니다. 

※ 단, 양 쪽 필드의 데이터 유형이 같아야 합니다. 

6. [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 리스트로 이동시킵니다. 

7. 5~6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8. [SQL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SQL을 확인합니다. 

9.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5.4. 새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또는 클러스트에 인덱스를 만듭니다. 

주 메뉴에서 [만들기] > [인덱스…] 를 선택합니다. 

 

 

l 일반 탭 

1. 스키마를 지정합니다. 

2. 이름에 작성할 인덱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일반] 탭으로 이동합니다.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4. 인덱스를 생성할 스키마와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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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이블 열 리스트에서 인덱스로 사용할 열 들을 선택한 후 [ ](모두추가) 또는 [ ](추가)를 선택하여 

오른쪽 리스트로 이동시킵니다. 

6. [SQL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SQL을 확인합니다. 

7.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고유(UNIQUE) : UNIQUE는 테이블에 인덱스 키와 같은 값을 갖는 둘 이상의 행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합니

다. 고유성은 행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행을 삽입하는 SQL문의 끝에서 적용됩니다. 

※ 클러스터(Cluster) : 인덱스가 테이블의 클러스터링 인덱스가 되도록 지정합니다. 

※ 역방향 스캔 지원(ALLOW REVERSE SCANS) : 인덱스가 작성시 정의된 순서 및 그 반대 순서로 스캔하는 것 

즉, 정방향 및 역방향 스캔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l 속성 

테이블스페이스, 할당 공간, 페이지 분할, 통계 등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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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새 프로시저 

프로시저를 작성합니다. 주 메뉴에서 [만들기] > [프로시저…] 를 선택합니다. 

 
 

l 일반 탭 

1. 스키마를 지정합니다. 

2. 이름에 작성할 프로시저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일반] 탭에서 각 항목들을 설정합니다. 

5. [SQL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SQL을 확인합니다. 

6.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특정 이름(Specific Name) : 정의할 프로시저의 인스턴스에 대해 고유한 이름을 제공합니다. 이 특정 이름은 프

로시저를 변경, 삭제 또는 주석을 붙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개 변수 스타일 : 이 절은 프로시저로부터 값을 리턴하고 매개변수를 전달하기 위한 규칙을 지정하는 데 사용

됩니다. 

� DB2GENERAL : CALL문의 매개변수 외에도, 다음 인수들이 프로시저에 전달됩니다. 

� DB2SQL : CALL문의 매개변수 외에도, 다음 인수들이 프로시저에 전달됩니다.  

CALL문의 각 매개변수에 대한 널(NULL) 표시기가 포함된 벡터 

DB2에 리턴될 SQLSTATE  

프로시저의 규정된 이름  

프로시저의 특정 이름  

DB2에 리턴될 SQL 진단 문자열  

� GENERAL : 이는 프로시저가 CALL에서 지정된 매개변수를 수신하는 매개변수 전달 메카니즘을  

사용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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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WITH NULLS : GENERAL 아래에 지정된 대로 CALL문의 매개변수 외에, 또 다른 인수가 프로시저에 

전달됩니다.  

� JAVA : 프로시저가 Java 언어 및 SQLJ 루틴 스펙을 준수하는 매개변수 전달 규칙을 사용합니다. 

� SQL : CALL문의 매개변수 외에도, 다음 인수들이 프로시저에 전달됩니다.  

CALL문의 각 매개변수에 대한 널(NULL) 표시기  

DB2에 리턴될 SQLSTATE  

프로시저의 규정된 이름  

프로시저의 특정 이름  

DB2에 리턴될 SQL 진단 문자열 

- 매개 변수 CCSID : 프로시저에 전달되거나 프로시저로부터 전달되는 모든 문자열 데이터에 사용되는 코드화 체

계를 지정합니다. 

� ASCII : 문자열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코드 페이지로 인코드되도록 지정합니다. 

� UNICODE : 문자열 데이터가 유니코드로 인코드됨을 지정합니다.  

- 프로그램 유형 : 프로시저가 기본 루틴이나 서브루틴 양식의 매개변수를 기대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언어(Language) : 이 필수 절은 프로시저의 본문이 작성되는 언어 인터페이스 규칙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C :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은 C 프로시저인 것처럼 프로시저를 호출합니다. 

� JAVA :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 Java 클래스의 메소드로 프로시저를 호출합니다. 

- NEW SAVEPOINT LEVEL: 이 프로시저가 세이브포인트 이름 및 효과에 대한 새 세이브포인트 레벨을 작성하는지

의 여부를 지정합니다. OLD SAVEPOINT LEVEL이 디폴트 동작입니다. 

- DBInfo: DB2에 알려진 특정 정보가 추가 호출시간 인수로 호출될 때 프로시저에 전달되는지(DBINFO) 또는 전달

되지 않는지(NO DBINFO) 여부를 지정합니다. NO DBINFO가 디폴트값입니다. 

- Deterministic : 이 절은 프로시저가 항상 주어진 값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리턴하는지(DETERMINISTIC) 또는 프

로시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상태 값에 의존하는지(NOT DETERMINISTIC) 여부를 지정합니다. 

- External Action : 프로시저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에서 관리하지 않는 오브젝트의 상태를 변경하는 일

부 조치를 취하는지(EXTERNAL ACTION) 아니면 취하지 않는지(NO EXTERNAL ACTION) 여부를 지정합니다. 디폴

트값은 EXTERNAL ACTION입니다. 

- Fenced : 이 절은 프로시저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환경의 프로세스 또는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실행되어도 "안전"한지(FENCED) 또는 안전하지 않은지(NOT FENCED) 여부를 지정합니다. 

- Threadsafe : 프로시저가 다른 루틴과 같은 프로세스에서 실행되어도 “안전한지(THREADSAFE)” 아니면 “안전하

지 않은지(NOT THREADSAFE)” 여부를 지정합니다. 

- 데이터 액세스 레벨(Data access level) :  

� NO SQL : 프로시저가 SQL문을 실행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 CONTAINS SQL : SQL 데이터를 읽지도 수정하지도 않는 SQL문이 프로시저에 의해 실행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

다. 

� READS SQL DATA : SQL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는 일부 SQL문이 이 프로시저에 포함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MODIFIES SQL DATA : 프로시저에서 지원되지 않는 명령문을 제외하고, 프로시저가 SQL문을 실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동적 결과 집합(Dynamic Result Sets) : 프로시저에 대한 리턴된 결과 세트의 측정된 상위 바운드를 표시합니다

. 

 

l 매개 변수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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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 매개 변수를 프로시저에 대한 입력 매개변수로 식별합니다. 프로시저 내의 매개변수에 발생한 변경은  

제어가 리턴될 때 호출 SQL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값은 IN입니다. 

- OUT : 매개 변수를 프로시저에 대한 출력 매개변수로 식별합니다. 

- INOUT : 매개 변수를 프로시저에 대한 입력 매개변수와 출력 매개변수로 식별합니다. 

 

 

3.5.6. 새 함수 

함수를 작성합니다. 주 메뉴에서 [만들기] > [함수…] 를 선택합니다. 

 

 
 

1. 스키마를 지정합니다. 

2. 이름에 작성할 함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일반] 탭에서 각 항목들을 설정합니다. 

5. [SQL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SQL을 확인합니다. 

6.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l 함수 유형 

- 외부 스칼라(External Scalar) : 현재 서버에 사용자 정의 외부 스칼라 함수를 등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칼라 함수는 호출될 때마다 단일 값을 리턴하며, 일반적으로 SQL 표현식이 유효하면 이 함수도 유효합니다. 

- 외부 테이블(External Table) : 현재 서버에 사용자 정의 외부 테이블 함수를 등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테이블 함수는 SELECT의 FROM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한 행씩 리턴하여 SELECT로 테이블을 리턴합

니다. 

- SQL 스칼라(SQL Scalar) : 사용자 정의 SQL 스칼라, 테이블 또는 행 함수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scalar function 은 호출될 때마다 단일 값을 리턴하며, 일반적으로 SQL 표현식이 유효하면 이 함수도 유효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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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SQL 스칼라(SQL Scalar)/SQL 테이블(SQL Table)/SQL 행(SQL Row) : 사용자 정의 SQL 스칼라, 테이블 또는  

행 함수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scalar function 은 호출될 때마다 단일 값을 리턴하며,  

일반적으로 SQL 표현식이 유효하면 이 함수도 유효합니다. table function 은 FROM절에서 사용될 수도 있으며 

테이블을 리턴합니다. row function 은 전송 함수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한 행을 리턴합니다. 

- 소스(Sourced)/템플릿(Template) : 다음을 수행하는데 사용됩니다. 

� 기존의 또 다른 스칼라 함수나 컬럼 함수에 기초하여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현재 서버에 등록. 

� 함수 템플릿을 페더레이티드 서버로 지정되는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등록. 함수 템플릿은 실행 가능 코드를 

포함하지 않는 함수이며 사용자는 데이터 소스 함수에 매핑할 목적으로 이를 작성. 

 

l 일반 탭 

- 특정 이름(Specific Name) : 정의되는 함수의 인스턴스에 대해 고유한 이름을 제공합니다.  

이 특정 이름은 이 함수를 근거로 할 때, 함수를 삭제할 때 또는 함수에 주석을 붙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이름(External Name) : 이 절은 CREATE FUNCTION문이 내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기초로 

문서화된 링크 규칙과 인터페이스에 따라 새 함수를 등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 언어(Language) : 이 필수 절은 사용자 정의 함수의 본문이 작성되는 언어 인터페이스 규칙을 지정하는 데 사용

됩니다. 

� C :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은 C 프로시저인 것처럼 프로시저를 호출합니다. 

� JAVA :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 Java 클래스의 한 메소드로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CLR :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 .NET 클래스의 한 방법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OLE :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OLE 자동화 오브젝트에 의해 표시되는 메소드인 것

처럼 호출합니다. 

- 매개 변수 CCSID : 함수에 전달되거나 함수에서 전달되는 모든 문자열 데이터에 사용되는 코드화 체계를 지정

합니다. 

� ASCII : 문자열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코드 페이지로 인코드됨을 지정합니다.  

� UNICODE : 문자열 데이터가 유니코드로 인코드됨을 지정합니다.  

- 매개 변수 스타일 : 이 절은 함수로부터 값을 리턴하고 매개변수를 전달하기 위한 규칙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

다. 

� DB2GENERAL : Java 클래스의 메소드로 정의된 외부 함수에 매개변수를 전달하고 함수로부터 값을 리턴하는 

규칙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SQL : C 언어 호출 및 연결 규칙, OLE 자동화 오브젝트에 의해 노출된 메소드 또는 .NET 오브젝트의  

공용 정적 메소드를 준수하며 외부 함수로 매개변수를 패스하고 외부 함수로부터 값을 리턴하는 데  

사용하는 규칙을 지정하는데 사용됩니다. 

- 변환 그룹(Transform Group) :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자가 정의하는 구조화 캐스트에 대해 사용되는  

변환 그룹을 나타냅니다. 변환은 함수 정의에 매개변수로 사용자 정의 구조화 유형을 포함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그룹 이름인 DB2_FUNCTION이 사용됩니다. 

- Allow Parallel : 함수에 대한 단일 참조에 대해 함수의 호출이 병렬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설정합니다. 

- Called on null input : CALLED ON NULL INPUT이 지정될 경우, 어느 인수가 NULL인지에 관계없이  

사용자 정의 함수가 호출됩니다. Null 값을 리턴하거나 Null 값이 아닌 정상값을 리턴할 수 있습니다. 

- Inherit special registers : 함수에 있는 갱신 가능한 특수 레지스터가 호출문의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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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터의 초기값을 상속하도록 지정합니다. 커서의 select문에서 호출되는 함수의 경우에는  

초기값을 커서가 열린 환경에서 상속합니다. 

- Find Call : 외부 함수에 대해 최종 호출(및 별도의 첫 번째 호출)이 수행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FINAL CALL이 지정되면 테이블 함수에 대해 열기, 페치 및 닫기 외에도 첫 번째 호출 및 최종 호출을 할 수 있

습니다. 

- DBInfo : DB2가 확인한 특정 정보가 추가 호출 인수로 UDF에 전달되는지(DBINFO) 또는  

전달되지 않은지(NO DBINFO)의 여부를 지정합니다. NO DBINFO가 디폴트값입니다. 

- Deterministic : 함수가 항상 주어진 값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리턴하는지(DETERMINISTIC) 또는  

함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상태 값에 의존하는지(NOT DETERMINISTIC) 여부를 지정합니다. 

즉, DETERMINISTIC 함수는 입력이 동일한 연속된 호출에 대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리턴해야 합니다. 

- External action :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오브젝트의 상태를  

변경하는 일부 조치를 함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를 지정합니다. 

- Fenced :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환경의 프로세스나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실행하기에 FENCED 또는 NOT FENCED를 지정합니다. 

- Threadsafe : 함수가 다른 루틴과 같은 프로세스에서 실행되어도 안전한지(THREADSAFE)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지(NOT THREADSAFE) 여부를 지정합니다. 

- 데이터 액세스 레벨(Data access level) :  

� NO SQL : 함수가 SQL문을 실행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 CONTAINS SQL : SQL 데이터를 읽지도, 수정하지도 않는 SQL문이 함수에 의해 실행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READS SQL DATA : SQL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는 SQL문이 이 함수에 포함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카디널리티(Cardinality) : 최적화를 위해 함수가 리턴하는 예상 행의 수 입니다. 

- 스크래치 패드 크기(Scratchpad length) : 외부 함수에 대해 스크래치 패드가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지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패드는 함수가 한 호출에서 다음 호출로의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합

니다. 

 

l 반환 탭 

- 반환 형식 : 이 필수 절은 함수의 출력을 식별합니다. 

- Cast From : 이 형태의 RETURNS절은 함수 코드에 의해 리턴된 데이터 유형에서 호출 명령문으로 서로 다른 데

이터 유형을 리턴하는 데 사용됩니다. 

- As Locator : 매개변수 값의 로케이터가 실제 값 대신 함수로 전달되도록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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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새 트리거 

데이터베이스에 트리거를 만듭니다. 

주 메뉴에서 [만들기] > [트리거…]을 선택합니다. 

 

 

1. 스키마를 지정합니다. 

2. 이름에 작성할 트리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속성] 탭에서 각 항목들을 설정합니다. 

4. [SQL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SQL을 확인합니다. 

5.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l 속성 

- BEFORE : 주제 테이블의 실제 갱신에 의한 변경사항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기 전에 트리거된 연관 조치가  

적용됨을 지정합니다. 또한, 트리거의 트리거된 조치로 다른 트리거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 AFTER : 주제 테이블의 실제 갱신에 의한 변경사항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 후에 트리거된 연관 조치가 적용

됨을 지정합니다. 

- INSTEAD OF : 주제 뷰에 대한 조치를 연관된 트리거 조치로 바꾸도록 지정합니다.  

해당 주제 뷰에 대한 각 조작의 종류에 대하여 하나의 INSTEAD OF 트리거만 허용됩니다. 

- INSERT : INSERT 조작이 주제 테이블이나 주제 뷰에 적용될 때마다 트리거와 연관된 트리거 조치가 실행되도록

 지정합니다. 

- DELETE : DELETE 조작이 주제 테이블이나 주제 뷰에 적용될 때마다 트리거와 연관된 트리거 조치가 실행되도

록 지정합니다. 

- UPDATE : UPDATE 조작이 지정되거나 내재된 컬럼에 따라 주제 테이블이나 주제 뷰에 적용될 때마다 트리거와 

연관된 트리거 조치가 실행되도록 지정합니다. 

- OLD ROWS AS : 트리거링 SQL 조작 이전의 행 상태를 식별하는 상관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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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ROWS AS : 트리거링 SQL 조작에 의해, 그리고 이미 실행된 BEFORE 트리거의 SET문에 의해  

수정된대로 행 상태를 식별하는 상관 이름을 지정합니다. 

- OLD_TABLE AS : 트리거링 SQL 조작 이전의 영향을 받는 행 세트를 식별하는 임시 테이블 이름입니다. 

- NEW_TABLE AS : 트리거링 SQL 조작에 의해, 그리고 이미 실행된 BEFORE 트리거의 SET문에 의해  

수정된 대로 영향을 받는 행을 식별하는 임시 테이블 이름을 지정합니다. 

- FOR EACH ROW : 트리거된 조치가 트리거링 SQL 조작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제 테이블 또는 주제 뷰의 각 행

에 대해 한 번 적용되도록 지정합니다. 

- FOR EACH STATEMENT : 트리거된 조치가 전체 명령문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되도록 지정합니다. 

 

l When 절 

트리거가 실행될 조건을 입력합니다. 

 

l 본문 

트리거 실행 시 호출할 프로시저를 기술합니다. 

 

 

3.5.8. 새 별명 

테이블, 뷰, 별칭 또는 다른 별명에 대한 별명을 만듭니다.  

주 메뉴에서 [만들기] > [별명…] 를 선택합니다. 

 

 

1. 스키마를 지정합니다. 

2. 이름에 작성할 별명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대상 개체의 스키마와 테이블을 지정합니다. 

4. [SQL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SQL을 확인합니다. 

5.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별명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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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새 시퀀스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시퀀스를 정의합니다. 

주 메뉴에서 [만들기] > [시퀀스…]를 선택합니다. 

 

1. 스키마를 지정합니다. 

2. 이름에 작성할 시퀀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원본 데이터 형식을 지정합니다. 

4. 값 옵션을 입력합니다. 

5. 옵션을 선택합니다. 

6. [SQL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SQL을 확인합니다 

7.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원본 데이터 형식 : 시퀀스 값에 사용되는 데이터 유형 

 

l 값 

- 초기값 : 시퀀스의 시작 값을 입력합니다. 

- 최소값 : 시퀀스의 최소 값을 입력합니다. 

- 최대값 : 시퀀스의 최대 값을 입력합니다. 

- 증가값 : 시퀀스의 증가 값을 입력합니다. 

 

l 옵션 

- 순환(Cycle) : 최대값 또는 최소값에 도달된 이후에도 이 시퀀스에 대해 값을 계속 생성하도록 지정합니다. 

- 순서(Order) : 시퀀스가 숫자를 만들 때 순서대로 할당할지 선택합니다. 

- 캐시/캐시 없음 : 보다 빠른 액세스를 위해 메모리에 사전 할당된 값 일부를 보존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것은 성능 및 조정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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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새 구별 형식 

데이터베이스에 변경 가능한 새로운 배열(Varying Array) 또는 내포된 테이블(Nested Table)을 만듭니다.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CREATE TYPE 또는 CREATE ANY TYPE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주 메뉴에서 [만들기] > [구별 형식…] 을 선택합니다. 

 

1. 스키마를 지정합니다. 

2. 이름에 작성할 구별 형식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유형을 선택합니다. 

4. 각 항목들을 설정합니다. 

5. [SQL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SQL을 확인합니다. 

6.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5.11. 새 구조화된 형식 

사용자 정의 구조화된 형식을 정의합니다. 

주 메뉴에서 [만들기] > [구조화된 형식…]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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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키마를 지정합니다. 

2. 이름에 작성할 구조화된 형식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일반] 탭에서 각 항목들을 설정합니다. 

5. [SQL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SQL을 확인합니다. 

6.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l 일반 

- 슈퍼 형식(Super Type) : 슈퍼 형식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정의 구조화된 형식에는 제로 또는 그 이상의 속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조화된 형식은 속성이 슈퍼 형식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속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 참조 사용(Ref Using) : 이 구조 유형과 모든 부속 유형에 대한 표현(하위 데이터 유형)으로 사용된 내장 데이터

 유형을 정의합니다. 

- 인라인 길이(Inline Length) : 이 옵션은 테이블 행에 값의 나머지 부분을 인라인 저장하기 위한  

구조화된 형식 컬럼 인스턴스의 최대 크기(바이트 단위)를 나타냅니다.  

지정된 인라인 길이보다 긴 구조화된 형식이나 그 부속 유형의 인스턴스는 LOB 값의 처리 방법과 유사하게  

기본 테이블 행과는 별도로 저장됩니다. 

- Instantiable : 구조화된 형식의 인스턴스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별합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작성 가능한 구조화된 형식이 내포하는 사항입니다. 

� 인스턴스 작성 가능하지 않은 유형에 대한 컨스트럭터 함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 인스턴스 작성 가능하지 않은 유형은 테이블이나 뷰의 유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스턴스 작성 가능하지 않은 유형은 컬럼의 유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작성 가능한 부속 유형의 널(Null) 값 또는 인스턴스만을 컬럼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 With Function Access : 이 유형 및 부속 유형의 모든 메서드(차후 작성된 메서드 포함)는  

함수 표시법을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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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Final : 구조화된 형식이 슈퍼 형식으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l 특성 

1. [특성] 탭으로 이동합니다. 

2. [ ] 버튼을 클릭하면 열이 추가됩니다. 

3. 이름, 형식 등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l 메서드 

1. [메서드] 탭으로 이동합니다. 

2. [ ] 버튼을 클릭하면 [메서드 추가] 창이 열립니다. 

 
 

3. [반환 형식], [매개 변수], [속성] 등을 설정합니다. 

- 액세스 데이터(Access Data) :  

� NO SQL : 메소드가 SQL문을 실행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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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INS SQL : SQL 데이터를 읽지도 수정하지도 않는 SQL문이 메소드에 의해 실행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READS SQL DATA : SQL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는 SQL문이 이 메소드에 포함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스크래치패드 크기(Scratchpad length) : SCRATCHPAD를 지정하면, 사용자 정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추가 인수가 스크래치 패드를 지정하는 외부 메소드에 전달됩니다. 

4.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5.12. 새 별칭 

 

새 별칭을 정의합니다. 

주 메뉴에서 [만들기] > [별칭…] 을 선택합니다. 

별칭을 설정하면 원격으로 원격 개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서버 정보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서버의 페더레이티드 시스템(Federated System)을 켠 후 랩퍼(Wrapper)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서버 정보와 원격 개체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페더레이티드 시스템(Federated System)에서 DB2 서버는 페더레이티드 서버(Federated Server)라고 합니다. 원하는 

수의 DB2 인스턴스를  

페더레이티드 서버(Federated System)로 기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DB2 인스턴스를 페더레이티드 서

버(Federated Server)로 사용하거나, 

페더레이티드 시스템(Federated System)을 위해 별도로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DB2 제어센터(Control Center)를 사용해 위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CREATE WRAPPER문으로 페더레이티드 

서버(Federated Server)를 사용하여 랩퍼(Wrapper)를 등록합니다. 

랩퍼(Wrapper)는 페더레이티드 서버(Federated Server)가 데이터 소스의 특정 유형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메카니

즘입니다. 

 

1. 스키마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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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름에 작성할 별칭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서버 정보] 를 선택합니다. 

4. [원격 개체 정보] 를 선택합니다. 

5. [SQL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SQL을 확인합니다. 

6.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별칭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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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도구	

3.6.1. 보고서 

개체 보고서 도구를 사용하면 각종 보고서를 직접 디자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형태로 보고서를 디자인하고 출력할 수 있어 보고서 작성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체 보고서 템플릿 파일은 Report 폴더에 .fr3 파일형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왼쪽 패널에서 보고서의 종류를 선택하고 오른쪽 패널에서 출력물에 대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 메뉴에서 [도구] > [보고서] > [개체 보고서] 를 선택하거나 [ ] 버튼을 클릭합니다. 

 

1. 왼쪽 개체 목록에서 출력할 보고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2. 오른쪽 패널에서 출력할 스키마와 개체를 선택합니다. 

3. 보고서 글꼴 에서 출력할 글꼴을 선택합니다. 

4. [디자인…]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5.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인쇄합니다. 

 

※ [파일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는 포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DF, EXCEL, RTF, BMP, JPG, GIF, TEXT, E-Mail,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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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보고서 디자인 

 

왼쪽 개체 목록에서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디자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가 출력하고 싶은 형태로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File] >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l 보고서 미리 보기  

 

왼쪽 트리에서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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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스크립트 내보내기 

스크립트 내보내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개체의 DDL 스크립트 정보를 추출하고 

SQL 쿼리 편집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주 메뉴에서 [도구] > [보고서] > [스크립트 내보내기] 를 선택하거나 [ ] 버튼을 클릭합니다. 

 

 

1. 왼쪽 스크립트 목록에서 내보내기할 개체 유형을 선택합니다. 

2. 화면 위쪽 스키마 드롭다운 목록에서 스키마를 선택합니다. 

3. 내보내기할 개체를 체크합니다. 

4.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개체의 DDL스크립트가 편집기에 나타납니다. 

5. 1~4번을 반복하여 여러 개의 DDL스크립트를 편집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6. [ ] 버튼을 클릭하면 편집기가 초기화됩니다. 

7. [ ] 버튼을 클릭하면 내보내기된 편집기의 스크립트가 SQL 쿼리 편집기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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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데이터 내보내기 

데이터 내보내기를 이용하여 테이블에 데이터를 MS Excel, DBF, Text, CSV File 등 다양한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 메뉴에서 [도구] > [데이터 내보내기…] 를 선택하거나 [ ] 버튼을 클릭합니다. 

1. 내려받기 할 테이블을 선택한 후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파일 형식을 지정한 후 내보내기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 레코드가 6만 건이 넘을 경우 각 파일마다 레코드 수 를 선택하면 6만 건 마다 파일이 하나씩 

추가 생성됩니다. 

※ 예) 출력 파일 이름을 ExportObject.xls 라고 했을 경우 ExportObject001.xls, ExportObject002.xls… 

파일이 추가됩니다. 

 

3.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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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하여 MS Excel, DBF, Text, CSV File 등 다양한 형태의 파일 데이터를 테이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 메뉴에서 [도구] > [데이터 가져오기…] 를 선택하거나 [ ] 버튼을 클릭합니다. 

1. 가져올 테이블을 선택한 후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파일 형식을 설정한 후 가져올 원본 파일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 형식을 설정합니다. 날짜, 시간, 숫자 포맷을 설정합니다. 

 

- 첫 번째 행 : 가져올 첫 번째 행(첫 번째 행에 열 이름이 있을 경우 2를 입력) 

- 마지막 행 : 가져올 마지막 행(기본은 공백) 

 

4. 원본 파일의 열과 대상 테이블의 열을 매핑시킵니다. 

[자동 열 매핑] 버튼을 눌러 자동 매핑시킨 후 각 열이 정확히 매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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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 테이블과 원본 소스 파일의 열 매핑을 확인한 후 데이터를 미리보기 합니다. 

원본 소스 파일의 데이터와 대상 테이블의 열이 올바르게 매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가져오기 모드를 선택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추가 : 대상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합니다. 

- 복사 : 대상 테이블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원본 소스 파일의 레코드를 추가합니다. 

 

열 매핑 단계에서 열의 키를 설정했을 경우 업데이트, 추가/업데이트, 삭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항목이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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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원본으로부터 일치하는 레코드를 업데이트 합니다. 

- 추가/업데이트 : 레코드가 대상 테이블에 존재하면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합니다. 

- 삭제 : 원본 소스 파일의 데이터가 대상 테이블에 존재하면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 새로운 추가 : 대상 테이블의 레코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레코드를 추가합니다. 

 

7. 가져오기 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가져오기 결과와 오류 레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5. 옵션 

프로그램의 옵션을 설정합니다.  

주 메뉴에서 [도구] > [옵션…] 을 선택하거나 [ ] 버튼을 클릭합니다. 

 

l [일반] 

 

- 테마 : 프로그램의 테마를 선택합니다. Default 와 Dream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 자동 업데이트 :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제품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언어 선택 :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을 제공합니다. 

- 시작 창 :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실행될 창을 선택합니다. 기본은 SQL 쿼리 편집기입니다. 

� SQL 쿼리 편집기 : 체크하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SQL 쿼리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 개체 탐색기 : 체크하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개체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 작업 표시줄에 연결 정보 표시 : 작업 바(bar)에 세션 ID를 표시합니다. 

 

l [DB2 구성] 

쿼리 결과 행 개수, 실행계획 테이블, 사용자와 자동 커밋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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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드 가져오기 옵션 : 

� 모든 레코드 가져오기 : 질의 후 모두 레코드를 그리드에 표시합니다. 

� 부분적으로 레코드 가져오기 : 질의 후 부분적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오기 수량은 부분적으로 가져올 

레코드 수입니다. 

- 쿼리 옵션 : 

� 날짜 형식 : 그리드에 표시되는 날짜 형식을 설정합니다. 

� 실행 계획 테이블 이름 : SQL 쿼리 편집기에서 실행 계획을 사용하기 위한 테이블 이름입니다. 

다른 사용자의 테이블을 이용할 경우 사용자 이름 또는 테이블 이름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연결 유지 : 체크하면 세션을 지속적으로 연결 유지합니다. 

� 다시 연결 확인 시간 : 자동 다시 연결 시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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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QL 쿼리 편집기] 

시작 탭의 개수, 편집기 옵션, 맞춤 옵션, 기록 저장 옵션 등을 설정합니다. 

 

- 쿼리 편집기 옵션 : 쿼리 편집기 옵션을 설정합니다. [옵션…]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을 위한 새 창이 나타납니다

. 

- SQL 맞춤 옵션 : SQL 맞춤 옵션을 설정합니다. [옵션…]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을 위한 새 창이 나타납니다. 

- 현재 SQL 구분 기호 : 각 SQL문의 구분 기호를 세미콜론으로 할지 캐리지 리턴으로 할지 설정합니다. 

- SQL 기록 자동 저장 : 저장 여부 옵션. 체크하면 SQL을 저장합니다. 

- SQL 기록 최대 저장 수 :  

� 무제한 : 제한없이 모두 저장합니다. 

� 개수 : 입력한 수 만큼만 저장합니다. 

- SQL 기록 저장 시점 : 

� 실행 후 : 쿼리가 실행된 후 성공한 것만 저장합니다. 

� 실행 전 : 쿼리 실행 전 모든 SQL을 저장합니다. 

- 시작 탭 개수 : SQL 쿼리 편집기를 실행시 자동으로 추가되는 탭의 개수입니다. 

- 시작시 그리드 표시 : 체크한 후 SQL 쿼리 편집기를 실행하면 SQL 쿼리 편집기에 그리드가 표시됩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편집기만 표시되고 그리드는 쿼리 실행 후 표시됩니다. 

- 탭에 SQL 힌트 표시 : 체크한 후 탭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SQL이 표시됩니다. 

 

l [개체 탐색기] 

개체 탐색기 또는 개체 패널에 표시될 개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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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앞으로 가져오기 : 체크하면 개체 탐색기가 독립적인 창으로 표시됩니다. 

 

l [그리드] 

그리드의 널(NULL) 표시 설정 및 그리드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NULL 표시 : 그리드의 널(NULL) 값을 표시하고, 배경색을 설정합니다. 

- 여러 줄 글꼴 색 : 그리드의 텍스트 내 캐리지 리턴 값이 있으면 배경색이 표시됩니다. 

※ 그리드에는 데이터가 한 줄만 표시되므로 몇 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그리드 유형 : 그리드 유형을 변경합니다. (Standard/Flat/Ultra Flat/Office) 

- 그리드 스타일 : 그리드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그리드 스타일을 사용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l [쿼리 바로 가기] 

특정 명령을 바로 가기 키로  < Alt+1 ~ 10 > 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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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쿼리 편집기에서 키워드를 선택하고 바로 가기 키를 누르면 SQL 명령이 실행됩니다. 

 

위에 예제는 ‘EMPLOYEES’ 텍스트를 선택한 후에 < Alt+1 >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 화면입니다. 

※ SQL = Desc EMPLOYEES 

 

l [SQL 변환] 

SQL변환 시 사용되는 포맷을 정합니다. 프로그램 언어별 이스케이프 문자(Escape character), 

구분자 변환 포맷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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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창	

3.7.1. 가로 바둑판식 배열 

창을 가로로 정렬합니다. 

주 메뉴에서 [창] > [가로 바둑판식 배열] 을 선택합니다.  

 

 

3.7.2. 세로 바둑판식 배열 

창을 세로로 정렬합니다.  

주 메뉴에서 [창] > [세로 바둑판식 배열] 을 선택합니다.  

 

 

3.7.3. 계단식 배열 

창을 계단식으로 배열합니다. 

주 메뉴에서 [창] > [계단식 배열] 을 선택합니다. 

 

 

3.7.4. 아이콘 정렬 

창 아이콘들을 정렬합니다. 

주 메뉴에서 [창] > [아이콘 정렬]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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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움말	

3.8.1. 도움말 

도움말 파일을 엽니다.  

주 메뉴에서 [도움말] > [도움말 < F1 >] 을 선택합니다. 

 

 

3.8.2. 정품 인증 

프로그램을 정품 인증 합니다. 

주 메뉴의 [도움말] > [정품 인증…] 을 선택합니다. 

 

라이센스키 16자리를 입력하고 [정품 인증] 버튼을 선택하면 프로그램 인증이 완료됩니다. 

 

 

3.8.3. 업데이트 확인 

최신 업데이트 정보를 확인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버전과 최신 버전이 표시됩니다. 

주 메뉴에서 [도움말] > [업데이트 확인…]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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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SQLGate 정보 

프로그램 정보를 조회 합니다. 

주 메뉴에서 [도움말] > [SQLGate 정보]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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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QL 쿼리 편집기 

4.1. 다중	 쿼리	

여러 개의 SQL을 한번에 실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그리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비교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구분자는 (;) 입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세로 그리드로 볼 수 있습니다. 

 

 

 

 

 

 

 

 

 

 

 



SQLGate for DB2 User Manual 
 

< 65 > http://www.sqlgate.com 

4.2. 텍스트	배경색	 지정하기	

 

SQL 쿼리 편집기에서 찾고자하는 테이블의 배경색을 변경하여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원하는 단어를 찾을 때 [모두 찾기]를 선택하면 동일한 단어를 모두 찾을 수 있고 찾은 단어에 

배경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단어 별로 배경색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보고자 하는 테이블을 선택한 후 [ ] 버튼을 클릭하면, 원하는 배경색으로 변경됩니다. 

 
 

2. 이전 편집기에서 배경색을 지정하고 다른 편집기에서 동일한 개체에 대해 배경색을 지정할 경우, 

이전 편집기에서 지정한 배경색은 없어집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면 sql1 편집기에서는 EMPLOYEE 테이블에 배경색이 지정되어 있으나, SQL2 편집기에서 

동일한 개체인 EMPLOYEE 테이블에 배경색을 지정하면서 SQL1 편집기의 EMPLOYEE 테이블에 배경색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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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 이전 편집기에서 배경색을 지정했던 개체 이외의 다른 개체에 배경색을 지정할 경우에는 

이전 편집기의 배경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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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하위	 쿼리	 블록	 SQL	 실행	

복잡한 SQL내에 하위 쿼리를 자동으로 찾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SQL 쿼리 편집기에서 커서가 위치한 곳의 하위 쿼리를 실행합니다. 

하위 쿼리를 블록을 씌우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SQL 쿼리 편집기에 하위 쿼리는 자동으로 배경색이 바뀌며 [하위 쿼리 블록 SQL 실행]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주 메뉴의 [쿼리] > [하위 쿼리 블록 SQL 실행 < Alt+F5 >] 을 선택하거나 [ ] 버튼을 클릭합니다. 

 

 

4.4. 다중	 탭	

SQL 쿼리 편집기 내에서 탭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어서 여러 개의 SQL 쿼리 편집기를 열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가기 키 < Ctrl+Alt+N > 를 누르거나 [ ]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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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쿼리 편집기에서 SQL을 추가 또는 수정하게 되면 탭에 (*) 기호가 표시됩니다. 

 

 

SQL을 저장 후 SQL을 수정하게 되면 거터(gutter)에서 수정된 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추가 하면 아래와 같이 거터(gutter)에 노란색 라인이 표시됩니다. 또한 탭의 (*) 기호가 표시됩니다. 

 

 

 

4.5. 테이블	 자동	 완성	

From/Into/Update 키워드 후에 자동으로 테이블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SQL 문을 보다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키< Ctrl+H >를 입력하면 어떠한 위치에서도 테이블 자동 완성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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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필드	 자동	 완성	

SQL 쿼리 편집기에서 점(.)을 입력하면 별칭 또는 테이블의 필드가 자동 표시됩니다. 

 

 

4.7. 코드	 자동	 완성	

코드 자동 완성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코드를 미리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언제든 불러서 사용하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바로 가기 키< Ctrl+J >를 입력하면 코드자동 완성을 실행합니다. 

Selectw 를 SQL 쿼리 편집기에 입력 후 < Ctrl+J > 키를 입력하면 select * from where 코드로 변경 됩니다. 

 

 

 

4.8. 코드에서	 붙여넣기	

개발 코드 내에 있는 SQL 만을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SQL이 들어 있는 PHP 코드 내 SQL 문장만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위에 PHP 코드를 클립보드로 복사 후 SQL 쿼리 편집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코드에서 붙여넣기] 를 선택하거나 바로 가기 키< Ctrl+Shift+V >를 입력합니다. 

아래와 같이 SQL 문장만 추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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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실행	 계획	

쿼리를 작성한 후 바로 가기 키 < F7 > 혹은  버튼을 누르면 실행 계획 결과가 하단에 표시됩니다. 

 

실행 계획 결과 열을 선택하면 화면 우측에 해당 개체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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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체 탐색기 

5.1. 테이블	

소유자 별 테이블 목록과 각 테이블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변경, 삭제 등 테이블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 메뉴에 [보기] > [개체 탐색기] 를 선택하거나 [ ] 버튼을 클릭합니다. 

 

 

l [테이블]의 탭 정보 

- [열] : 선택한 테이블의 열 정보를 조회, 생성, 삭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 주석, 테이블 주석을 

조회,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인덱스] : 선택한 테이블의 인덱스 정보를 조회, 추가, 변경, 삭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제약 조건] : 선택한 테이블의 제약 조건을 조회, 추가, 삭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트리거] : 선택한 테이블의 트리거 정보를 조회, 추가, 삭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 선택한 테이블의 전체 데이터를 조회, 추가, 변경, 삭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스크립트] : DDL문을 원하는 옵션 별로 조회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권한] : 선택한 테이블에 할당된 권한을 조회, 추가, 삭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파티션] : 선택한 테이블이 파티션 테이블일 경우 파티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속성] : 선택한 테이블의 생성 옵션 및 저장영역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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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테이블]의 팝업 메뉴 

 

- [새 테이블…] : 테이블 작성창이 뜹니다. 

- [추가] : 

� [열…] : 선택한 테이블에 열을 추가합니다.  

� [제약 조건…] : 선택한 테이블에 제약 조건을 추가합니다. 

� [인덱스…] : 선택한 테이블에 인덱스를 추가합니다. 

� [트리거…] : 선택한 테이블에 트리거를 추가합니다. 

- [변경] : 선택한 테이블의 열과 주석을 변경합니다. 

- [삭제/Truncate] : 선택한 테이블에 Drop, Truncate 명령을 실행합니다. 

- [복사…] : 선택한 테이블을 복사합니다. 테이블 구조만, 테이블 구조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행 개수] : 선택한 테이블 데이터의 레코드 수를 표시합니다. 

- [새 별명] : 선택한 테이블의 별명을 만듭니다. 

- [이름 바꾸기] : 선택한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 [개체 보고서] : 선택한 테이블의 정보를 보고서로 출력합니다. 

- [스크립트 보고서] : 선택한 테이블의 스크립트를 보고서로 출력합니다. 

- [데이터 내보내기…] : 선택한 테이블을 내보내기 합니다. (Excel, Csv, SQL 등) 

- [데이터 가져오기…] : 선택한 테이블로 가져오비 합니다. (Excel, Csv, SQL 등) 

- [Reorg 테이블…] : 선택한 테이블을 재구성합니다. 

- [권한 보기/편집] : 선택한 테이블의 권한을 조회, 편집합니다. 

- [필터…] : 필터 창을 이용하여 목록을 필터링, 정렬합니다. 

- [새로 고침] : 새로 고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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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뷰	

소유자 별 뷰 목록과 뷰의 상세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변경, 삭제, 리빌드 등 뷰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l [뷰]의 탭 정보 

- [열] : 선택한 뷰의 열 정보 및 뷰 주석을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 선택한 뷰의 데이터를 추가, 변경, 삭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속성] : 선택한 뷰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트리거] : 선택된 뷰의 트리거를 조회, 추가, 삭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권한] : 선택한 뷰에 할당된 권한을 조회, 추가, 삭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참조] : 뷰가 사용하는 개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참조자] : 선택한 뷰의 참조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스크립트] : 생성 스크립트를 원하는 옵션 별로 조회하고, 저장 할 수 있습니다. 

 

l [뷰]의 팝업 메뉴 

 

- [새 뷰] : 뷰 작성창이 뜹니다. 

- [변경] : 선택한 뷰의 뷰 변경 창이 뜹니다. 

- [삭제] : 선택한 뷰를 삭제(Drop)합니다. 

- [행 개수] : 선택한 뷰의 데이터 레코드 수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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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별명…] : 선택한 뷰의 별명을 만듭니다. 

- [개체 보고서/스크립트 보고서] : 선택한 뷰의 보고서를 봅니다. 

- [권한 보기/편집] : 선택한 뷰에 할당된 권한을 조회, 편집합니다. 

- [필터…] : 필터 창을 이용하여 목록을 필터링,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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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약	 조건	

소유자 별 제약 조건 목록과 각 제약 조건의 상세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변경, 삭제 등 제약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제약 조건]의 탭 정보 

- [정보] : 소유자, 유형, 테이블 이름 등과 같은 제약 조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열] : 선택한 제약 조건의 열 정보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참조] : 선택한 제약 조건이 참조하는 개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조자] : 선택한 제약 조건의 참조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스크립트] : 생성 스크립트를 조회하고 파일저장, SQL 쿼리 편집기로 보내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l [제약 조건]의 팝업 메뉴 

 

- [새 제약 조건…] : 제약 조건 작성창이 뜹니다. 

- [변경…] : 선택한 제약 조건 변경 창이 뜹니다. 

- [삭제] : 선택한 제약 조건을 삭제(Drop)합니다. 

- [스크립트 보고서] : 선택한 제약 조건의 보고서를 봅니다. 

- [필터…] : 필터 창을 이용하여 목록을 필터링, 정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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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덱스	

소유자 별 인덱스 목록과 각 인덱스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변경, 삭제 등 인덱스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l [인덱스]의 탭 정보 

- [열] : 선택한 인덱스의 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속성] : 선택한 인덱스의 생성 속성 및 사용하는 저장 공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통계] : 선택한 인덱스의 통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권한] : 선택한 인덱스에 할당된 권한을 조회, 편집 합니다. 

- [참조] : 선택한 제약 조건이 참조하는 개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조자] : 선택한 제약 조건의 참조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스크립트] : 선택한 인덱스의 생성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l [인덱스]의 팝업 메뉴 

 

- [새 인덱스…] : 인덱스 작성창이 뜹니다. 

- [변경…] : 선택한 인덱스 변경 창이 뜹니다. 

- [삭제] : 선택한 인덱스를 삭제(Drop)합니다. 

- [이름 바꾸기] : 선택한 인덱스 이름을 변경합니다. 

- [개체 보고서/스크립트 보고서] : 선택한 인덱스의 보고서를 봅니다. 

- [권한 보기/편집] : 선택한 인덱스에 할당된 권한을 조회, 편집합니다. 



SQLGate for DB2 User Manual 
 

< 77 > http://www.sqlgate.com 

- [필터…] : 필터 창을 이용하여 목록을 필터링, 정렬 합니다. 

 

5.5. 프로시저	

선택한 소유자의 프로시저 목록과 상세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변경, 삭제 등 프로시저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프로시저]의 탭 정보 

- [스크립트] : 선택한 개체의 생성 스크립트를 보여줍니다. 

- [매개 변수] : 선택한 개체의 매개 변수 정보를 보여 줍니다. 

- [속성] : 선택한 개체의 속성을 보여 줍니다. 

- [권한] : 선택한 프로시저에 할당된 권한을 보여줍니다. 

- [참조] : 선택한 프로시저가 참조하는 개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조자] : 선택한 프로시저의 참조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l [프로시저]의 팝업 메뉴 

 

- [새 프로시저…] : 프로시저 작성창이 뜹니다. 

- [수정] : 선택한 프로시저 스크립트를 수정합니다. 

- [삭제…] : 선택한 개체를 삭제(Drop)합니다. 

- [스크립트 보고서] : 선택한 프로시저의 스크립트 보고서를 봅니다. 

- [권한 보기/편집…] : 선택한 개체에 할당된 권한을 조회하고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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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 : 필터 창을 이용하여 목록을 필터링, 정렬 합니다. 

 

 

5.6. 함수	

선택한 소유자의 함수 목록과 상세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변경, 삭제 등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함수]의 탭 정보 

- [스크립트] : 선택한 개체의 생성 스크립트를 보여줍니다. 

- [매개 변수] : 선택한 개체의 매개 변수 정보를 보여 줍니다. 

- [속성] : 선택한 개체의 속성을 보여 줍니다. 

- [권한] : 선택한 프로시저에 할당된 권한을 보여줍니다. 

- [참조] : 선택한 프로시저가 참조하는 개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조자] : 선택한 프로시저의 참조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l [함수]의 팝업 메뉴 

 

- [새 함수…] : 함수 작성창이 뜹니다. 

- [변경…] : 선택한 함수 스크립트를 수정합니다. 

- [삭제…] : 선택한 개체를 삭제(Drop)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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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 보고서] : 선택한 프로시저의 스크립트 보고서를 봅니다. 

- [권한 보기/편집…] : 선택한 개체에 할당된 권한을 조회하고 편집합니다. 

- [필터…] : 필터 창을 이용하여 목록을 필터링, 정렬 합니다. 

 

 

5.7. 트리거	

선택한 소유자의 트리거 목록과 상세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수정, 삭제 등 트리거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트리거]의 탭 정보 

- [속성] : 선택한 트리거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 [참조] : 선택한 트리거가 참조하는 개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크립트] : 선택한 트리거의 생성 스크립트를 볼 수 있습니다. 

 

l [트리거]의 팝업 메뉴  

 

- [새 트리거…] : 트리거 작성창이 뜹니다. 

- [변경…] : 선택한 트리거 변경 창이 뜹니다. 

- [삭제] : 선택한 트리거를 삭제(Drop)합니다. 

- [스크립트 보고서] : 선택한 트리거의 스크립트 보고서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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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 : 필터 창을 이용하여 목록을 필터링, 정렬 합니다. 

 

 

5.8. 별명	

선택한 소유자의 별명 목록과 상세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수정, 삭제 등 별명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별명]의 탭 정보 

- [열] : 선택한 별명의 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 선택한 별명의 데이터를 추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속성] : 선택한 별명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크립트] : 선택한 트리거의 생성 스크립트를 볼 수 있습니다. 

 

l [별명]의 팝업 메뉴  

 

- [새 별명…] : 별명 작성창이 뜹니다. 

- [변경…] : 선택한 별명 변경 창이 뜹니다. 

- [삭제…] : 선택한 별명을 삭제(Drop)합니다. 

- [스크립트 보고서] : 선택한 별명의 스크립트 보고서를 봅니다. 

- [필터…] : 필터 창을 이용하여 목록을 필터링, 정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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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시퀀스	

선택한 소유자의 시퀀스 목록과 각 시퀀스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변경, 삭제 등 시퀀스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시퀀스]의 탭 정보 

- [속성] : Increment by, Last, Min, Max Value 등과 같은 시퀀스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권한] : 시퀀스에 할당된 권한을 볼 수 있습니다. 

- [스크립트] : 선택한 시퀀스의 생성 스크립트를 옵션 별로 볼 수 있습니다. 

 

l [시퀀스]의 팝업 메뉴 

 

- [새 시퀀스…] : 시퀀스 작성창이 뜹니다. 

- [변경…] : 선택한 시퀀스 변경창이 뜹니다. 

- [삭제…] : 선택한 시퀀스를 삭제(Drop)합니다. 

- [스크립트 보고서] : 선택한 시퀀스의 스크립트 보고서를 봅니다. 

- [권한 보기/편집] : 선택한 시퀀스의 권한을 조회하고 편집합니다. 

- [필터…] : [필터] 창을 이용하여 목록을 필터링, 정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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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구별	 형식	

선택한 소유자의 개체 유형(Object Type)과 컬렉션 유형(Collection Type)목록과 각 유형의 상세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변경, 삭제 등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구별 형식]의 탭 정보 

- [속성] : 선택한 구별 형식의 속성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스크립트] : 생성 스크립트를 조회하고, 파일 저장, SQL 쿼리 편집기로 보내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l [구별 형식]의 팝업 메뉴 

 

- [새 구별 형식…] : 구별 형식 작성창이 뜹니다. 

- [변경…] : 선택한 구별 형식의 변경 창이 뜹니다. 

- [삭제…] : 선택한 유형을 삭제(Drop)합니다. 

- [스크립트 보고서] : 선택한 시퀀스의 스크립트 보고서를 봅니다. 

- [필터…] : 필터 창을 이용하여 목록을 필터링, 정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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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구조화된	 형식	

선택한 소유자의 구조화된 형식 목록과 각 형식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변경, 삭제 등 유형에 대한 전반적

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구조화된 형식]의 탭 정보 

- [속성] : 선택한 형식의 속성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특성] : 선택한 형식의 특성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메서드] : 선택한 유형의 메서드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스크립트] : 생성 스크립트를 조회하고, 파일저장, SQL 쿼리 편집기로 보내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l [구조화된 형식]의 팝업 메뉴 

 

- [새 구조화된 형식…] : 구조화된 형식 작성창이 뜹니다. 

- [변경…] : 선택한 구조화된 형식 변경창이 뜹니다. 

- [삭제…] : 선택한 구조화된 형식을 삭제(Drop)합니다. 

- [스크립트 보고서] : 선택한 시퀀스의 스크립트 보고서를 봅니다. 

- [필터…] : 필터 창을 이용하여 목록을 필터링, 정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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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별칭	

선택한 소유자의 별칭 목록과 상세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변경, 삭제 등  

별칭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별칭]의 탭 정보 

- [열] : 선택한 별칭의 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 선택한 별칭의 데이터를 추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속성] : 선택한 별칭의 속성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스크립트] : 생성 스크립트를 옵션 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l [별칭]의 팝업 메뉴 

 

- [새 별칭…] : 새 별칭 작성창이 뜹니다. 

- [변경…] : 선택한 별칭의 변경창이 뜹니다. 

- [삭제…] :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삭제(Drop)합니다. 

- [스크립트 보고서] : 선택한 시퀀스의 스크립트 보고서를 봅니다. 

- [필터…] : 필터 창을 이용하여 목록을 필터링, 정렬합니다. 

 

 

 



SQLGate for DB2 User Manual 
 

< 85 > http://www.sqlgate.com 

6. 쿼리 빌더 

사용자는 쿼리 빌더를 이용하여 드래그&드랍 만으로 손쉽게 쿼리를 만들고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마우스 조작만으로 쿼리 개체(쿼리, 뷰, 열 등)을 조인, 정렬, 필터링할 수 있고, 

다양한 쿼리를 만들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메뉴에서 [파일] > [새로 만들기] > [쿼리 빌더] 를 선택하거나, 도구 바에서 [ ]버튼을 클릭합니다. 

 

l 테이블 / 뷰 선택 

주 메뉴에서 [보기] > [개체 패널] 을 선택하거나, 도구 바에서 [ ] 버튼을 클릭하여 개체 패널을 엽니다.  

마우스를 사용하여 개체 패널에서 필요한 테이블 혹은 뷰를 선택하여 쿼리 빌더로 드래그&드랍 합니다.  

SQL에 표시할 열 들을 체크합니다.  

 

 

l 조인 

조인이 성립된 개체 사이에 라인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Property]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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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조인>/<outer 조인>을 선택합니다. 

 

 

l Where, Select, Group 정렬 조건 설정 

쿼리 빌더 하단에 Where, 선택, 그룹, 정렬 조건을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l SQL 보기 

[SQL] 탭을 선택하면 생성된 SQ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 실행 

바로 가기 키 < F5 >를 선택하거나 [ ] 버튼을 클릭합니다. SQL이 실행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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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R 디자인 

ER 디자인 창에서 테이블과 테이블의 관계를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하여 

ERD (entity-relationship diagram)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 영역과 텍스트상자 등 ERD편집에 필요한 

기본 기능도 제공하며, ERD 출력, 파일 저장 및 불러오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주 메뉴에서 [파일] > [새로 만들기] > [ER 디자인] 을 선택하거나 [ ]버튼을 클릭합니다.  

 

l 화면 구성 

 

 

l ER 디자인 도구 모음 

[선택 / ] : 캔버스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여 드래그 영역 내의 개체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이동 / ] : 선택된 개체를 이동 시킵니다. 

[크기 조정 / ] : 그룹영역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삭제 / ] : 선택된 개체를 삭제합니다. 

[이동 핸들 / ] : 캔버스의 작업중인 영역을 마우스 드래그로 이동 시킵니다. 

[축소 / ] : 캔버스의 작업 중인 영역을 축소시킵니다. 

[확대 / ] : 캔버스의 작업 중인 영역을 확대시킵니다. 

[영역 / ] : 개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영역] 개체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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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 ] : 간단한 내용의 문장을 캔버스에 추가합니다. 

[1:1 비확인 관계 / ] : 테이블 개체간에 [1:1 비확인 관계] 를 설정합니다. 

[1:n 비확인 관계 / ] : 테이블 개체간에 [1:n 비확인 관계] 를 설정합니다. 

[n:m 비확인 관계 / ] : 테이블 개체간에 [n:m 비확인 관계] 를 설정합니다. 

[SQL 보기 / ] : 현재 설계한 ERD의 생성 스크립트문을 조회합니다. 

 

l 캔버스 

ERD 개체(테이블, 텍스트 상자, 영역 개체)를 화면에 직접 배치할 수 있는 작업공간입니다. 

사용자가 보다 쉽게 ERD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l 스키마 선택 

스키마 선택에서 선택된 스키마의 테이블들이 테이블 목록에 표시됩니다. 

 

l 테이블 목록 필터 

테이블 목록을 필터링 하는 기능으로 입력한 단어가 포함된 테이블만 테이블 목록에 표시됩니다. 

 

l 모두 선택 

모두 선택을 선택하여 테이블 목록의 테이블 별 체크박스를 전부 체크합니다. 

 

l 테이블 목록 

스키마 선택에서 선택된 스키마의 테이블 중 필터 단어가 포함된 테이블을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필터링 단어가 없는 경우 선택된 스키마의 모든 테이블 목록을 표시합니다. 

 

l 캔버스에 테이블 추가 

테이블 목록에서 테이블을 선택하고 캔버스에 드래그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선택된 테이블이 리버싱 되어 

캔버스에 테이블이 놓여집니다.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테이블 목록에서 체크박스가 선택된 테이블이 리버싱 되어 캔버스에 테이블이 놓여집니다. 

 

l 맵 

 
- 캔버스에 놓여 있는 테이블과 현재 작업중인 영역을 간략하게 표시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드래그하여 

캔버스의 작업 영역을 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 [축소] 버튼을 선택하여 캔버스를 축소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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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버튼을 선택하여 캔버스를 확대 시킵니다. 

 

7.1. 테이블	 개체	

 

테이블 목록 에서 선택한 테이블을 캔버스에 추가한 개체입니다. 

테이블의 열 목록, 기본 키(Primary Key) 표시, 자료형, 논리 필드 이름 등을 표시해줍니다. 

 

 

7.1.1. 테이블 개체 메뉴 

 

테이블 개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테이블 표시 옵션 변경 을 선택하여  

테이블 표시 옵션 변경 창을 엽니다. 

- 모든 테이블에 반영 : 변경된 테이블 표시 옵션 값을 모든 테이블에 반영합니다. 

- 테이블 논리 이름 보기 : 테이블의 논리명을 같이 표현 합니다. 

- 1열..n열 : 테이블 개체에 표현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확인] : 변경된 테이블 표시 옵션 값을 테이블에 반영합니다. 

 

 

7.2. 관계	

 

[ER 디자인] 도구에서 1:1 비확인 관계 / , 1:n 비확인 관계 / , n:m 비확인 관계 /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원본 테이블 개체와 대상 테이블 개체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테이블간에 논리적인 관계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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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관계 개체 변경 

관계 개체를 두 번 클릭하면 관계 변경 창이 뜹니다. 

 

- 관계 종류 : 1:1 / 1:n / n:m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논리적 관계 :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 원본 테이블 : 관계의 원본이 되는 테이블이 표시됩니다.. 

- 대상 테이블 : 관계의 대상이 되는 테이블이 표시됩니다.. 

- 관계 키 : 원본 테이블과 대상 테이블 간의 관계 열 목록이 표시됩니다.. 

� 원본 열 이름 : 대상 테이블의 열과 관계가 있는 원본 테이블의 열 목록이 표시됩니다. 

� 대상 열 이름 : 원본 테이블의 열과 관계가 있는 대상 테이블의 열 목록이 표시됩니다. 

- 추가 : [추가] 를 클릭하면 관계 키의 대상이 되는 열들을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삭제 : 관계 키 목록을 선택하고 [삭제] 를 선택하면 선택된 관계 키가 삭제 됩니다. 

- 주석 : 관계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7.3. 영역	

 

[ER 디자인] 작업 공간 테이블, 텍스트 개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영역 내의 개체는 영역 이동시 영역과 같이 이동합니다. 

 

영역을 두 번 클릭해 영역 속성을 수정하는 수정창을 띄운 후 영역의 이름/색/주석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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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텍스트	상자	

 

간단한 내용의 문장을 캔버스에 추가합니다. 

두 번 클릭하여 텍스트 상자 수정창을 띄운 후 텍스트 상자 내용을 수정합니다. 

 
 

 

7.5. 인쇄	 설정	

 

주 메뉴에서 [파일] > [인쇄] 를 선택해 인쇄 설정 창을 엽니다. 

- 페이지 인쇄  

� 모든 페이지 : 모델 전체를 인쇄합니다. 

� 선택된 페이지 : 모델에서 선택된 모델만 인쇄합니다. 

- 모델 : 출력하려는 모델만 < Ctrl >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선택합니다. 

- [페이지 설정] : 페이지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 [인쇄…] : 프린터를 통해 모델을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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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페이지 설정 

 

- [프린터 선택…] : 프린터 선택창을 띄운 후 출력하려는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 페이지 크기 : 출력 용지를 선택합니다. 

- 방향 : 출력 용지의 출력 방향을 세로나 가로 방향을 선택합니다. 

- 페이지  

� 가로 : 모델을 가로로 몇 개의 개수로 나누어서 출력할 지 선택합니다. 

� 세로 : 모델의 세로로 몇 개의 개수로 나누어서 출력할 지 선택합니다. 

- 너비 : 출력 용지에 출력하려는 너비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여 지정합니다. 

- [인쇄 설정] : 이전 창으로 돌아 갑니다. 

 

 

7.6. 테이블	 개체	 찾기	

 

주 메뉴에서 [편집] > [찾기 및 바꾸기] > [찾기] 를 선택하거나, 바로 가기 키 < Ctrl+F> 키를 눌러 

테이블 찾기 창을 엽니다. 

테이블 이름 중에서 검색하려는 단어를 검색어 에 입력합니다. 

[확인]을 선택하면 테이블 찾기창이 닫히면서 해당 검색어가 포함된 테이블 개체을 찾아서 

캔버스의 작업 영역을 해당 테이블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이동하여 해당 테이블을 찾아줍니다. 

바로 가기 키 < F3 > 키를 누르면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된 다른 테이블을 찾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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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정보 

 

8.1. 바로	 가기	 키	 일람표	

 

공통 새로 만들기 Ctrl + N 잘라내기 Ctrl + X 

열기 Ctrl + O 복사 Ctrl + C 

저장 Ctrl + S 붙여넣기 Ctrl + V 

다른 이름으로 저장 Ctrl + Shift + S 모두 선택 Ctrl + A 

실행 취소 Ctrl + Z 삭제 Del 

다시 실행 Shift + Ctrl + Z   

편집 블록 주석 Ctrl + -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 Ctrl + I 

블록 주석 제거 Shift + Ctrl + - 들여쓰기 Tab 

대문자 변환 Ctrl + U 내어쓰기  Shift + Tab 

소문자 변환 Ctrl + L 스키마 설명 F4 

검색 찾기 Ctrl + F 파일에서 찾기 Shift + Ctrl + F 

다음 찾기 F3 책갈피 설정/해제 Ctrl + Alt + Num 

바꾸기 Ctrl + R 찾아갈 책갈피 Ctrl + Num 

코드에서 붙여넣기 Shift + Ctrl + V 줄 이동 Ctrl + G 

SQL 기록 SQL 기록 실행 F8 클립보드로 복사 Ctrl + C 

SQL 삭제 Del 파일 열기 Ctrl + O 

편집기에 추가 Ctrl + Enter   

쿼리 편집기 SQL 실행 F5 하위 쿼리 블록 SQL 실행 Alt + F5 

쿼리 중지 ESC 현재 SQL 실행 및 수정 F6 

편집기 닫기 Ctrl + Alt + D 현재 SQL 실행 계획 F7 

편집기 추가 Ctrl + Alt + N 블록 SQL 실행 계획 Alt + F7 

이전 편집기 Ctrl + Alt + Left 쿼리 설명 Shift + F4 

다음 편집기 Ctrl + Alt + Right 사용자 SQL에 추가 Shift + F8 

파일 열기 Ctrl + O SQL 맞춤  F9 

저장 Ctrl + S 테이블 자동 완성 Ctrl + H 

인쇄 미리 보기 Ctrl + P 코드에서 붙여넣기 Shift + Ctrl + V 

그리드 표시 F11 SQL 행 개수 F12 

현재 SQL 실행 Ctrl + F5   

옵션 코드 자동 완성 / 템플릿 Ctrl + J 재사용 SQL Ctrl + M 

키워드 자동 완성 Ctrl + K 필드 자동 완성 . 

도움말 도움말 F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