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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MySQL, Oracle, MSSQL, DB2



MySQL

 Open Source

 GNU General Public License

 MySQL->SUN->Oracle



데이터베이스 구성요소

학생이름 학번 수강과목

구하라 0201072001 디지털 논리회로

김태연 0201072002 C++ 프로그래밍

안소희 0201072003 화일처리 및 응용

한동균 0200472087 PHP

필드

테이블

레코드



기본 사용법



MySQL

 시작 > 실행(     +R)



MySQL 접속

 mysql –u 계정 –p



MySQL 접속 종료

 quit



DB 목록 보기

 show databases;



DB 선택

 use [DB명];



DB 생성

 create database [DB명];



DB 삭제

 drop database [DB명];



Table 목록 보기

 show tables;



Table 생성

 create table 테이블 이름(

-> 필드명1 타입,

-> 필드명2 타입,

-> 필드명3 타입,

-> ……..

-> PRIMARY KEY(필드명)

-> );



Table 생성

 create table handk(

-> num int NOT NULL PRIMARY KEY,

-> id varchar(20),

-> name char(12),

-> address varchar(80)

-> );



Table 생성



Table 구조 보기

 desc [table 이름];



데이터 삽입

 insert into [테이블명](필드명1, 필드명2, ..)

-> values (필드값1, 필드값2, …);

 insert into handk (num, id, name, address) 

values (1, ‘handk’, ‘한동균’, ‘제주시 조끄띠’);

 insert into handk values(1, ‘handk’, ‘한동균’, 

‘제주시 조끄띠’);



데이터 삽입

 필드명 기입



데이터 삽입

 필드명 생략



Table 내용보기

 select [필드1], [필드2].. from [테이블명];

 옵션

 where 조건 :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의
내용만 볼 수 있도록 해준다.

Ex)

 select * from handk where id=2;
 select name from handk where address like ‘제주시%’;

 select * from handk where name like ‘홍%’ and 
address like ‘서귀%’;



Table 내용보기

 order by [필드명] (asc) : 해당 필드를 기준으
로 하여 레코드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Ex)

 select * from handk order by num;

 Select * from handk order by num asc;  

 order by [필드명] desc : 해당 필드를 기준으
로 하여 레코드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EX)

 select * from handk order by num desc;



데이터 수정하기

 update [테이블명] set [필드명]=[필드값] 
(where 조건식);

 update handk set id=‘handk85’ where 
num=1;

 update handk set id=‘handk’, 
address=‘제주시 노형동’ where name like 
‘한%’;



데이터 삭제하기

 delete from [테이블명] (where 조건식)

 delete from handk where num=2;



새로운 필드 추가

 alter table [테이블명] add [새로운 필드명] 
[타입];

 옵션

 after [필드명] : 해당 필드 다음에 추가

 Before [필드명] : 해당 필드 이전에 추가

Ex) alter table handk add grade int after name;

테이블명 새로운 필드명

필드 타입 옵션



새로운 필드 추가

 alter table handk add grade int after name;



필드 삭제

 alter table [테이블명] drop 삭제할 필드명

1, 삭제할 필드명2, …;

 alter table handk drop grade;



필드 삭제

 alter table handk drop grade;



필드 타입 수정

 alter table [테이블명] modify [필드명] [새로운
타입];

 alter table handk modify name varchar(20);



필드 타입 수정

 alter table modify name varchar(20);



Table 이름 변경

 alter table [테이블명] rename [바꿀 테이블명];

 alter table handk rename dk;



Table 이름 변경

 alter table handk rename dk;



Table 삭제하기

 drop table [테이블명]

 drop table handk;



Table 삭제하기

 drop table d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