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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운영계 정보 시스템의 초급 SQL Ser ver 관리자 또는 개발자가 중/고급으로 넘어가기 위
한 필수적인 기술의 습득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초급이란 T-SQL을 이용하여 저장
프로시저(s tored procedure)를 개발하거나 백업/복원 등의 기초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만약 여러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초급이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며, 책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남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따라 하
고 있다면 당신은 초급이다. 중급 이상이라면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과 이유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영역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베이스 및 하드웨어에 대한 기초지식



데이터 모델링과 설계



SQL(Structured Quer y Language) 작성 및 분석 능력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기초지식'은 실제 종이로 된 문서나 파일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왜 더 나은 방식인지를 알게 해주며, '하드웨어 기초지식'은 내가 관리
하는 서버에 대한 물리적인 한계를 인식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시스템의 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
과 시스템의 자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과 최대한의 사이 어느 지
점을 선택해야 한다. (Trade-Off)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려면 역사와 이론을 알아야 한다. 이는
동기부여가 된다. 내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먼저 덧붙여진다면 폭발적인 실행력을 갖게 될 것이
다.
두 번째, '데이터 모델링과 설계'는 무엇에 대해 정의하는 작업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역량만 가졌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을뿐더러
잘못된 데이터 모델링과 설계로 인하여 프로젝트의 투입 자원이 몇 배, 몇 십 배 더 늘어 날 수
도 있다. 흔히, 데이터 모델링을 '상식적'이라고 말하면서 '어렵다'고 한다. 상식은 어디까지 상식인
가? 어려운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여러분 자신이다. 내가 모르면 다 어려운 것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곧 익숙해 질 것이므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단어
나 용어를 깊게 생각해보려는 좋은 태도만 있으면 된다.
세 번째, SQL은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와의 거의 유일한 통신 수단이기 때문에 선
택의 여지가 없이 잘 해야만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해야 하듯이 컴퓨터 세계에서 DBMS와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탁월한 'SQL 작성 능력'이 필요
하다. SQL은 언어 자체가 선언적('무엇'만 보일 뿐 '어떻게'는 숨어 있다)이며, 어휘가 적기 때문에
능숙하게 다루려면 많은 연습과 견문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최적화를 DBMS의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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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마이저(최적화기, Optimizer)가 담당하기 때문에 내가 DBMS로 던지 SQL이 어떻게 처리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또한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SQL 분석능력'이 필요하다. DBMS 제품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SQL은 표준
이 있으며, 동작 원리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론의 범주이므로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된다. 그
러므로 하나의 상용 DBMS에 대한 공부를 잘 해놓으면 여러 DBMS 제품에 대한 학습이 매우 쉬
워진다.
만약 여러분들이 위 3가지 지식 영역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면 중급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필자는 '아직 조금 모자라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커뮤니케
이션(문서, 프리젠테이션 등) 스킬도 중요하다. 데이터베이스는 '공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된다. 전사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득과 실을 조정하면서 적절한 타협점
을 찾아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많은 자원이 투입된다. 또한 내재화
(institu tionaliztion) 즉, 몸에 베어 있는 익숙함이 필요하다. 서버 환경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SQL 어떻게 수행되는지 옵티마이저에 대한 동작방식이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처리되는 과정이
머리 속에 그려져야 한다. 여러 실전 경험을 통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환경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도출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보 시스템은 크게 운영계와 정보계 2가지로 분류한다. 또는 OLTP(OnLine Transation Processing)
와 OLA P(OnLine Analytical Processing)로 분류하기도 한다. 운영계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대 고객 서비스와 같은 업무를 위한 시스템이며, 정보계는 전술과 전략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운영계와 정보계는 모델링과 설계방식, 처리방식, 이용패턴 등이 많이 다르
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정보계에 대한 내용도 다루겠지만, 처음에 밝혔듯이 운영계 위주의
내용을 다루는 책이 될 것이다.
먼저 1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데이터 모델링과 설계에 대한 여러 사례를 살펴볼 것이며, 3장에서는 SQL에 대해 다룰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이
책의 내용과 경험이 어우러져야 한다. 여러분이 중급 이상이라면 어떤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알아야 하는가?



선수지식은?



어떤 경우에 실무 활용되는가?

필자는 여러분이 위 3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자, 이제 하나씩 파고들어가 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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