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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Software Products
IBM Information Management 소프트웨어는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정보관리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인
텔리전스, 정보 통합과 마스터 데이터 관리, 콘텐츠/프로세스 관리에 이르는 정보
관리 소프트웨어는 Information On Demand 전략 구현을 위한 기반으로 다중 운
영 플랫폼 상에서 운영될 수 있으며,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IBM Lotus 소프트웨어는 Lotus Notes & Domino v8, Lotus Active Insight, WebSphere Portal, Lotus Forms 및 새롭게 발표된 Lotus Quickr, Lotus Connections
제품을 통해 업무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도록 지원합
니다. 개방형 표준 및 범용 Eclipse 프레임워크 기반의 IBM Rational 소프트웨어
는 소프트웨어 개발, 확장, 현대화, 통합 및 배포를 위한 최상의 플랫폼, IBM 소프
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강화하는 툴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IT 인프라 관리의 자동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IBM Tivoli 소프트
웨어는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하는 IT 서비스를 위한 역량을 제공하고, 능동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변화에 대처하고,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IBM Web Sphere 소프트웨어는 광범위한 비즈니스 통합기능 및 핵심구성요소를
제공하여 서비스 중심의 아키텍처를 실현합니다. IBM 소프트웨어의 상호 운용성
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변화하는 비
즈니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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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 Market and DB2 in Korea (2006)
2006년 국내 DBMS 시장은 수년간의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작성되었던 예상 성장률(6.9%)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며 2005년
대비 8.9% 성장함으로써 2,320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Korea DBMS Market Size & Growth(%), 2005 VS 2006

Business Intelligence = BI
(비즈니스 인텔리젼스)
기업이 가진 다량의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해 그 활
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돕는 기술.

Data Warehouse = DW
(데이터웨어하우스)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
기 위하여, 다양한 운영 시스템
에서 추출, 변환, 통합되고 요약
된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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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DBMS 활용영역은 단순한 데이터 관리의 수요를 벗어나 점차 인포메이션
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IT 환경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인
포메이션 플랫폼의 역할 강화와 SO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프로세스 중심의
기업 IT 수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선 사업환경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프로세스 재
정비 및 통합에 연계된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연한 인포메이션 플랫폼의 구
축을 통한 빠르고 원활한 의사결정 지원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단순한 데
이터의 관리를 넘어서 효율적인 분석 작업을 통한 인포메이션의 활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효과제공은 물론 미래 지향적인 목표달성의 기반으로 여겨
지고 있어 DB시장의 수요를 꾸준히 견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는 DW를 포함한 BI (Business Intelligence) 관련 프로젝트의 수
요 증가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빠른 시장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ERP, SCM 등을 포함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DB 수요 확대가 시장의
성장에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무료 마이그레이션 제공과 유지
보수 비용만을 신규 DBMS 제공에 포함시키는 등 출혈까지 감수한 경쟁에서 벗어
나, 애플리케이션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보다 전략적인 윈백 정책이 시도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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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BMS Market Share by Vendors, 2005 V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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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현재 국내 DBMS 시장에서 Oracle, IBM, Microsoft을 포함한 상위 3개
업체가 90%가 넘는 점유율을 보임으로써 상위 업체의 지배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 3개 업체는 전체의 90.4%를 차지하고 있으며 Oracle 이
13.8%의 높은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Microsoft는 인터넷 게임 및 포털 미디어 시장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DBMS 시장의 성장보다 높은 9.1%의 성장을 기록하였고 상대적으로 부진을
보였던 IBM역시 7.2%의 성장을 기록함으로 상위 업체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일조하였습니다.
IBM은 차세대 DBMS 제품으로 DB2 V9을 출시하면서 시장공략에 적극적인
모습을 견지하였습니다. DB2 V9는 원활한 SOA 지원을 위해 XML 부분을 강화
하였으며, 스토리지 지원 및 자동화 역량 강화를 통해 인포메이션 인프라
플랫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능적 측면에서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IBM에서 제시하고 있는 Information on demand 는 정보의 활용과 관련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형태와 품질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의 제공을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관계형 데이터 뿐 아니라, XML 데이터 처리
능력도 함께 제공하는 DB2 V9를 기반으로 정보통합, 콘텐츠 관리, BI 영역
그리고 마스터 DB 및 관리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산업별 도메인 지식과 서비스 제공 역량의 시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IBM의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업무 프로세스와 연계,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의미있는 오퍼가 될 것 입니다. IBM의
장점은 다양하고 전반적인 IT 시장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포함한 서비스
역량 이외에도 Information On demand 각 단계 별 구현 역량과 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버, 스토리지 등의 하드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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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Database 등장 배경
Database(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

지식기반사회에서 대용량 데이터 관리에 대한 필요성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
•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의 종속
• 다수 사용자의 정보 공유 문제

Database Language
(데이터베이스 언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하고 조작하기 위한 언어

1970 년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의 등장
컴퓨터에 저장된 대량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의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Database의 발전과정
1960년대
1960년대
초반
초반

최초의
최초의 데이터
데이터
베이스
베이스 IDS
IDS
Integrated
Integrated
DataStore
DataStore
제시
제시

1960년대
1960년대
후반
후반

1970년
1970년
5월
5월

1970년대
1970년대
후반
후반

1980년대
1980년대

현재
현재

IBM
IBM
SQL/DS,
SQL/DS,
IBM 연구소
연구소
IBM 사에서
사에서
System
System R,
R,
IMS
E.
IBM의
DB2,
IBM의 상용
상용
E. Codd
Codd
DB2, Oracle,
Oracle,
IMS 개발
개발
최초의
관계형
최초의 관계형 관계형 데이터 MS
Information
박사에
SQL 등이
등이
Information
관계형 데이터 MS SQL
박사에 의해
의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Management
베이스
사용
Management 관계형
베이스 시스템
시스템
관계형 데이터
데이터 시스템 모델
사용 중
중
시스템
모델
System
모델
제품
System
제품
모델 제시
제시

Database의 정의

SQL(구조화 질의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베이스 언어, 미국 표준 연구소
(ANSI)와 국제 표준 기구(ISO)에
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표준언
어로 채택

데이터베이스란 특정 조직에서 운영 되는 여러 응용 시스템에서 공유하기 위해 통
합, 저장된 운영 및 의사 결정 데이터의 집합을 말합니다. 대학, 기업, 정부 기관
등과 같은 조직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다수의 사용자
들이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통합 데이터(Integrated Data)
여러 군데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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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데이터(Shared Data)
분산된 파일의 통합 관리를 통해 조직 내 다수의 사용자나 여러 응용 시스템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의사 결정 데이터(Decision Making Data)
조직에서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의사 결정을 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운영 데이터(Operational Data)
특정 조직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상 유지해야 하는 데이터입니다.

저장 데이터(Stored Data)
컴퓨터가 접근 가능한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Database의 특징
실시간 접근(Real Time Access)
데이터 베이스를 조회하는 사용자 질의에 대한 처리 시간이 몇 초를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 공유(Concurrent sharing)
서로 다른 응용 업무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합니다.

지속적 변화(Continuous Changes)
데이터베이스에도 추가, 삭제, 수정과 같은 작업을 통해 현실 세계의 변화를 지속
적으로 반영합니다.

내용에 의한 참조(Reference by Content)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식은 데이터의 일부 내용에 의해 참조되
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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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2 Product
DB2 Family 소개

CRM (고객관계관리)

정보의 통합과 관리 솔루션 (Information Management Software)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IBM 정보 관리 소프트웨어는 기업들이 방대하고 흩어진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
분석, 배포함으로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데이터 및 콘텐츠도 통합하여 고객이 핵심적인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에서
믿고 사용 할 수 있는 정보를 공급합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정보를, 귀중한 통찰력으로 전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RP (전사적 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CM(공급유통망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네 부분으로 나뉘어진 정보 관리 구현
이 정보 관리는 단순한 DBMS만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네 가
지 부분의 유기적인 통합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IBM은 네 분야의 모든 제품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DBMS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웹 서비스 지원
과 모바일 환경 등 여러 상황에서 생겨나는 데이터들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관리
Business Intelligence
CRM, E-Commerce, ERP, SCM 전 e-비즈니스 솔루션 영역의 기반이 되며 산재
한 기업의 정보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의 고객 만족과 매출증대 구현
Content Management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 비즈니스 컨텐츠에 대한 통합
관리, 아카이빙 등을 통한 컨텐츠 관리,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Information Integration

정보관리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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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종 데이터 및 산재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케 하여, 기업 전반에 분산된 다양한 데이터 소스(관계형 데이터 뿐만 아니라
컨텐츠 데이터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모두)를 단일한 하나의 데이터 소스와 같
이 사용 가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DB2 의 장점

SOA는 의미 그대로 서비스 지향
적인 구조로 엔터프라이즈 비즈
니스 솔루션을 설계, 구현, 합성
하는 근본 단위로서 비즈니스로
정비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개
념을 실현하는 아키텍처 스타일
입니다.

XML 기술 (SOA의 구현의 기본)
스토리지 압축 기술 (Venom for storage)
자동 데이터/ 스토리지 관리 (Simplicity)
보안 (Security)
데이터 이관
확장성
데이터 통합
고가용성
자율컴퓨팅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기술 (SOA 구현의 기본)

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확장성 생성 언어라 하며 HTML
보다 홈페이지 구축 기능, 검색
기능 등이 향상 되었고 클라이언
트 시스템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
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또한 인
터넷 사용자가 웹에 추가할 내용
을 작성, 관리하기에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HTML은 웹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처럼
구조화된 데이터를 지원할 수 없
지만 XML은 사용자가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뜻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퓨어 XML(pure XML)이라는 IBM 최신의 저장 엔진 기술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XML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용자들이
손쉽게 Xquery 구문과 SQL 구문 모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보
자들은 일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와 똑같이 SQL로 질의를 하여 XML 데이터
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Xquery로 관계형 데이터테이블을 불러올 수도 있습
니다. 즉 두 언어를 혼용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일반 데
이터와 XML 데이터를 동시에 쉽게 관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XML integrated in all facets of DB2 !
Pure XML
Pure XML은 듀얼 프로세싱 기술
로써 XML을 직접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
발자들이 SQL, XQuery를 사용
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기능은 XML 중심의
응용프로그램에 실질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으며, 개발 시간도 단
축할 수 있습니다.

SQL
Person

XML
Person
DB2 with
XML Support

New XML applications benefit from:
•

Ability to seamlessly leverage relational investment

•

Proven Infrastructure that provides enterprise-class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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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의 Pure XML 기술
CREATE TABLE CUSTOMER INFO
(CUSTOMER_ID_INTEGER,CUSTOMER_DOC XML, ….)

CUSTOMER_ID

CUSTOMER_DOC

…

123456

<cust>
<infd>…</infd>
</cust>

…

DB2 STORAGE

－ Relational is a data model :
• Relations (Tables)
• Attributes (columns)
• Strict Schema
－ XML is a data model
• Nodes (elements, attributes, comments etc)
• Relationships between nodes
• Flexible Schema

스토리지 압축 기술 (Venom for storage)
DB2 V9의 새로운 스토리지 압축 기술(코드명 베놈)은 압축률을 크게 높여 기존
대비 80%의 스토리지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은 기존의
스토리지 인프라를 다른 용도로 재배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놈 기술을 통해
DB2는 메인프레임급의 데이터 스토리지 압축 역량을 리눅스, 유닉스 및 윈도우
환경에도 제공합니다.
타 제품과의 압축 방식 비교

압축 방식
압축률
압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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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레벨

Page 레벨

최대 75%

최대 40%

Load/Import/Insert

Load 시에만 적용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DB2 압축의 효과
• Page 당 더 많은 Row를 수용 = 동일한 Record 수에 대해 적은 I/O
• Read, I/O Channel의 경합을 최소화 : Memory에 더 많은 양의 Data를 적재함
• 적은 Data Block = Back-up 및 Restore 시간을 최소화 함
자동 데이터 / 스토리지 관리 (Simplicity)
현재 많은 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스토리지 관리 기술을 자동화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자동 객체 관리, 자동 통계 수집,
자가 진단 자원 관리 등의 신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안 (Security)
LBAC (Label Based Access Control) 보안
관리자는 LBAC를 통해 사용자가 테이블, 행(Column), 열(Row)에 읽고 쓰는 접
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특정 사용자가 특정 구
역의 고객이나 고객 테이블의 특정 열만 볼 수 있도록 지정하는 뷰를 생성할 수 있
었습니다. 그러나 기본 테이블의 이름을 아는 사용자는 뷰를 거치지 않고 테이블
에 바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LBAC 에서는 특정 열 또는 특정 범위의
행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도록 보안 정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LDAP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TCP/IP 위에는 디렉터리 서비스 (가장 일반적인 예로는 전화 번호부(Telephone
Directory)가 있습니다. 이는 가나다 순의 일련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
마다 전화 번호와 주소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설계 때문에 LDAP는
인증을 위한 다른 서비스의 비해 자주 사용됩니다.) 를 조회하고 수정하는 응용프
로토콜이며 인증을 지원하고, 새로운 보안 관리자 역할이 추가되어 기업 내 민감
한 중요 데이터에 대해 완벽한 보안을 지원합니다.
자율 컴퓨팅
DB2는 자율 컴퓨팅 기술을 실현한 최초의 DBMS로 운영 중 데이터베이스의 상태,
Transaction, 시스템 자원 등을 체크하여 스스로 관리하고, 장애를 방지 해줍니다.
Health Center, Configuration Advisor, Memory Visualizer 등 다양한 툴 들을 제공
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쉽게 해줍니다.
고 가용성 (High Availability)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Transaction이 발생하는 서버는 Primary 서버라고 부르고
Primary 서버의 변경사항이 복제되어 반영되는 서버를 Standby 서버 라고 부릅니
다. HADR ( High Availability Disaster Recovery ) 기능을 통해, 별도의 HA
Solution과 연동 없이 두 서버 간의 로그를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데이터를 동
기화 합니다. 장애 발생시 보조 Standby 서버 쪽으로 서비스가 Takeover하여 지속
적인 업무를 지원해 어떠한 유형의 장애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13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IBM DB2의 HADR (High Availability Disaster Recovery)은 서버의 이중화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화 기술은 DB서버 및 네트워크는 기본이고, 디스크 영역까지 실시간 복제를
통한 이중화 구성으로 어떠한 유형의 장애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HADR(High Availability Disaster Recovery) 구조

HADR구조
Automatic
Reroute

로그

주 DB 서버

보조 DB 서버

주 DB 서버
장애 발생시

보조 DB
서버가동

데이터 통합
DB2 Information Integrator를 통해 실시간 이 기종 DB간의 데이터를 쉽게 공유하
거나 복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물리적인 데이터 이동 없이 다양한 데
이터를 접근할 수 있고 사용자는 원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액세스 할 수 있습니
다. 즉 여러 Data Source를 하나의 Database Image로 제공하여 투명한 Access,
확장성 및 개방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기종 데이터간 조인기능 및 데이터의 추
출 및 적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
Data Partioning Function (DPF – 필요한 테이타만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기능)은
하나의 인스턴스를 물리적/논리적으로 여러 개의 인스턴스로 나눔으로써 DBMS
자체의 MPP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병렬처리 및 업무분산 등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처리에 빠른 성능을 보장해줍니다.
<MDC의 제공 기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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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Clustering 보장
인덱스 크기가 보다 작음
보다 빠른 조회 성능
정의하기가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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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Multi Dimensional Clustering)의 예

Region

Region

East

Data Blocks

97

East

North

South

West

98

99

99

00

Year

Year
Prior to MDC

With MDC

MDC (Multi Dimensional Clustering)
DBMS가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다차원 큐브 형태로 저장하여 질의 속도를 급격히
향상시키는 기능으로 DB2만이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클러스터링
인덱스의 경우는 하나의 칼럼에 한해서만 물리적으로 정렬된 위치를 보장 받을 수
있지만 MDC의 경우는 여러 칼럼에 대해 물리적 정렬 위치를 보장 받을 수 있어
DB2 Optimizer가 해당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미리 알기 때문에 데이터 Scan 대
상을 급격히 줄이게 됩니다.
DB2 Optimizer
DB2는 보다 나은 성능을 위해 SQL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비용기반 (Cost-based)
최적화기(Optimizer)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STARBURST라고 하는 비용 기
반(Cost-Based) Optimizer 엔진은 IBM의 모든 DB2 제품 군에 동일하게 제공되며
사용자의 Query를 Optimizer가 스스로 분석하여 최상의 Access Path를 찾도록 합
니다.
SQL Query
Parse Query
Check Semantics
Rewrite Query
Pushdown Analysis

Access
Plan

Optimize Access plan

Query
Graph
Model

SQL Generate
Generate Executable Code

Explain
Tables

Visual
Explain

Execute
Plan

Execute Plan

db2exfmt
Tool

dynexpln
Tool

db2expln
Tool

DB2 SQL Query Optim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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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2 Optimizer의 제공 기능
• Cost-based Optimizer (Without Rules)
- Access path 를 결정하는 Algorithm
- 사용자와 상관없는 동일한 성능 보장
- 질의 수행에 대한 사용자의 부하최소
• Query Rewrite
- 비효율적인 Query 재 작성
- SQL Tuning 없이 향상된 성능 보장
• Access Plan 분석
- DB2expln, DB2exfmt등의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Plan 확인
데이터 이관
DB2 MTK(Migration Tool Kit)을 통해 이 기종 DB내의 스키마 및 데이터를 DB2로
쉽게 이관할 수 있게 하고, 타 DBMS와 연동하는 응용 프로그램내의 SQL 문도
DB2에 맞게 원 클릭으로 손쉽게 변환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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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DB2 Tu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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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DB2 Tutorial
Kick-start your Java apps 1 . Start
빠르게 웹 기반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 이나 웹 서비스를 만들고, 테스트, 배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능이 보장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표준에 따르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유연한 IDE
가 필요 합니다. 이상적으로 위의 3가지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은 구하기 쉽고, 사용
이 편리하며, 서로 통합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IBM이 지원하
는 오픈 소스와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 보자. 여러분은 어디서 위에서 언급한 구성요소들을 다운 받고,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Before you start
Software Component
For Data : DB2 Express-C 9.5
For Deployment (배포) : Web Sphere Application Server Community Edition 2
For Development (개발) : The Eclipse IDE
설치 환경
OS : Windows XP Pro.
CPU : Intel(R) Pentium(R) M processor 1600MHz 598MHz
RAM : 512MB ( 그러나 최소 1GB, 2GB 추천 )
최소 2GB 이상의 디스크 공간이 소프트웨어와 예제 설치를 위하여 필요 합니다.

Prerequisites

일반적인 자바 개발에 익숙하며 일반적인 관계형 DBMS 사용에 대해 이해 가능하
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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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start your Java apps 2 . Overview
이 강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버전의 제품과 해당 제품의 버전이 필
요합니다.
데이터 서버
DB2 Express C-9.5
http://www-306.ibm.com/software/data/db2/express/

어플리케이션 서버
WebSphere Application Server Community Edition (currently release 2.0.0.1)
http://www.ibm.com/developerworks/downloads/ws/wasce/?S_TACT=105AGX02&S_CMP=SIMPLE

IDE 통합 개발 환경 툴
Eclipse (currently version 3.3 for use with the WTP server adapter v 2.0 for
Application Server)
http://www.eclipse.org/downloads/download.php?file=/webtools/downloads/drops/R2.0/R-2.0.120070926042742/wtp-all-in-one-sdk-R-2.0.1-20070926042742-win32.zip

IBM 다운로드 사이트의 경우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가 영문 홈페이지에서 필요합니
다. 어렵지 않으실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이 강좌의 전체적인 면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코딩, 테스트, 디버깅을
이클립스 IDE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DB2는 데이터 베이스 자료 뿐 아니라 메타 데이터 정보(스키마, 테이블 등)에 대한
쉬운 접근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하여 이클립스 IDE와 통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구성요소들을 빠르게 배포,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어
플리케이션 서버의 인스턴스들도 이클립스 IDE를 통하여 제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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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start your Java apps 3 . DB2 다운로드와 설치
앞서 다운 받은 DB2 Express C -9.5 를 설치합니다. 보통 IBM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파일은 C:\DownloadDirector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DB2 설치
파일의 압축을 풀고 Setup.exe라는 파일을 실행 합니다.

일반 설치를 선택 합니다.

설치, 응답 파일을 작성 합니다. [이 컴퓨터에 IBM DB2 Express Edition 설치 및 응
답 파일에 내 설정값 저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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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폴더를 설정 합니다.

Administration Server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설정합니다.
사용자 이름 db2admin (도메인은 로컬 사용자 어카운트 사용)

DB2 인스턴스를 구성 합니다.

환경 설정에 대한 간략한 요약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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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이 일어 납니다.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을 시에든 시작 메
뉴에서 [모든프로그램]->[IBM DB2]->[DB2COPY1]->[설정도구]->[첫 단계] 를 통해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DB2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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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start your Java apps 4 . Web Sphere 다운로드와 설치
Web Sphere Application Server Community Edition (Application Server)는 Java EE
5와 호환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이며 IBM의 Web Sphere 상품군 중 하나 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강좌를 위하여 다른 어플리케이션 서버(Tomcat 등)를 이용하길
원하신다면 이번 강좌는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Java EE 5 어플리케이션과 웹 서비스를 위한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무료 서버로써 Java EE 5 표준으로 생성되어진 웹 어플리케
이션과 웹 서비스 제품 호스팅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JSPs
Servlets
JavaServer Faces (JSF) components
Custom Java coding
EJBs
POJOs (plain old Java objects) with Java Persistence API (JPA) persistence
support
Model-view-controller (MVC) frameworks
Lightweight development frameworks
JCA 1.5 resource adapters connecting to EIS or legacy systems
Other data-access components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오픈 소스 서버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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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받은 웹 스피어 설치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고 wasce_setup-2.0.0.1-win.exe라
는 파일을 실행합니다.(만약 자바파일에 대한 지정을 요구할 경우 자바가 설치된 폴
더(C:\Program Files\Java\jdk1.6.0_04(버전 1.4 이상 가능)\bin\java.exe)에서
java.exe를 지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설치 폴더를 설정하고 Install을 클릭 합니다. 설치를 마치면 시작 -> 모든 프로그램
을 통하여 웹 서버를 시작합니다. 서버를 시작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server started.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서버가 시작된 것
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익스플로어 창에 http://localhost:8080/console을 입력하시
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보입니다.
Username : system
Password : manager

24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Kick-start your Java apps 5 . Web Sphere와 DB2 연결하기
앞에서 설명한 JAVA Kick Start Your Java Apps. 8 - Web Sphere Installation 에 나
온 주소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메뉴들과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DB2와 연결하고, DB2안의 샘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Resource Adapter 배포하기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DB2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DB2 샘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JCA 1.5 리소스 어뎁터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배포해야 합
니다. 이 리소스 어뎁터 인스턴스는 샘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합니
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 하셔야 할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Program Files\IBM\SQLLIB\java 폴더에 있는 dirver JAR files을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repository에 추가합니다. (db2jcc.jar, db2jcc_license_cu.jar)
2. Driver에 의해 설정되어진 리소스 어뎁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풀을 생성합
니다.
3.리소스 어뎁터를 배포하기 위하여 deployment plan을 생성합니다.
JDBC dirver JAR files을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repository에 추가
위의 접속 화면 메뉴들 중에서 Services 아래의 Common Libs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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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2jcc.jar, db2jcc_license_cu.jar를 다음과 같이 인스톨 하여 추가 합니다.

제대로 인스톨이 되었다면 Current Repository Entries에 입력한 JDBC 드라이버가
아래와 같이 추가되어 있을 것 입니다.

리소스 어뎁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풀을 생성
다시 메뉴들 중에서 Services 아래의 Database Pools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Create a new database pool 아래에 있는 Using the Geronimo database pool
wizard 라는 option을 선택합니다.
Configuration for the Application Server database pool connecting to Sample DB2 database

26

Field

Value

Name of Database Pool

dwDatasource

JDBC Driver Class

com.ibm.db2.jcc.DB2Driver

Driver JAR

CTRL-click or SHIFT-click to select both!
com.ibm.db2/db2jcc/9.5/jar
com.ibm.db2/db2jcc_license_cu/9.5/jar

DB User Name

db2admin

DB Password

Db2admin의 비밀번호 입력

Port

50000

Database

SAMPLE

Host

localhost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위의 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현재까지 설정하신 환경 구성으로 연결이 가능 한지 아래에서 아무것도 입력할 필
요 없이 Test Connection을 클릭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연결이 성공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 Deploy를 누르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해당 DB가 등록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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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start your Java apps 6 . Eclipse에 Web Sphere 등록
먼저 Eclipse에 Web Sphere V2.0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Eclipse 홈페이지에서
해당 버전에 관해 등록 정보를 다운 받아야 합니다.
이클립스 메뉴 중 Help -> Software Update -> Find and Install 클릭하여 Search for
new features to install을 선택하고 Next를 누릅니다. 오른쪽 상단의 New Remote
Site를 클릭하여 name에는 Eclipse WTP server adapter for WAS CE 2.0.0 이라고
쓰고, URL에는
http://download.boulder.ibm.com/ibmdl/pub/software/websphere/wasce/updates/
과 같이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설치 구성 요소 선택 시 반드시 2.0 버전의 서버 어댑터와 관련된 것들만
선택하고 1.1 버전의 어댑터는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Finish를 누르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매니저 실행되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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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start your Java apps 7 . Eclipse에 DB2 샘플 DB 등록
Eclipse가 실행되면 메뉴 중에서 Window -> Show View -> Others -> Connectivity > Data Source Explorer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Databases를 우 클릭 하여 New를 선택합니다.

Generic JDBC Connection 을 선택 합니다. DB에 관한 이름(SAMPLE)과 설명(옵
션)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아래의 붉은 박스에 안의 버튼을 눌러 JDBC 드라
이버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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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2 9.5가 없다면 9.1버전아래의 DB2 Universal을 선택합니다.

기존에 있던 jar 파일들을 Clear All을 눌러 지우고, Add Jar/Zip 버튼을 눌러서 앞서
이용했던 2개의 DB2 드라이버를 선택합니다.
(C:\Program Files\IBM\SQLLIB\java 폴더에 있는 dirver JAR 파일인 db2jcc.jar과
db2jcc_license_cu.jar)

OK를 누르고 나서 Database의 이름에는 SAMPLE, User Name에는 db2admin,
URL에는jdbc:db2://localhost:50000/SAMPLE을 입력하고 Password에는 db2admin
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Finish 버튼을 누르면 SAMPLE 데이터베이스가 생성 되었음을 알 수 있
는데 SAMPLE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하여 Connect를 선택합
니다.

30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Connect를 선택하여 알맞게 샘플 데이터베이스가 등록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
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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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start your Java apps 8 . Eclipse 자바 프로젝트
이클립스를 실행한 후 (이 때 이미 실행된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닫습니다.) 메뉴에
서 File->New->Project를 선택하여 Web 하단의 Dynamic Web Project를 선택합니
다.
프로젝트 이름은 dwapp라고 하며, Target Runtime은 New 버튼을 클릭하여 IBM
WASCE v2.0을 선택한 뒤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폴더를 선택하여 지정합니다

Finish 버튼을 누르면 Project Explorer에서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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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의 dwapp폴더명을 오른쪽 클릭한 후 New->JSP를 선택합니다. 파일명을
default.jsp로 입력하고 finish 버튼을 누릅니다.

동일하게 왼쪽의 dwapp폴더명을 오른쪽 클릭한 후 New->Other를 선택합니다.
Web 항목 아래의 CSS를 선택하고 파일명은 dwstyles.css로 설정합니다.
WEB-INF/web.xml 파일, WEB-INF/geronimo-web.xml 파일, default.jsp 파일,
dwstyles.css 파일에 다음과 같이 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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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jsp 파일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 charset=ISO-8859-1"
pageEncoding="ISO-8859-1"%>
<%@ taglib prefix="sql" uri="http://java.sun.com/jsp/jstl/sql" %>
<%@ taglib prefix="c" uri="http://java.sun.com/jsp/jstl/core"%>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Transitional//EN">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ISO-8859-1">
<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dwstyles.css"/>
<title>dW Example Employee Data from DB2 Express-C 9.5 Table</title>
</head>
<body>
<h1>&nbsp;&nbsp;DB2 Express Employee List</h1>
<br>
<table>
<tr>
<th>Emp no</th>
<th>First name</th>
<th>Last name</th>
<th>Phone</th>
<th>Job</th>
<th>Salary</th>
<th>Bonus</th>
<th>Commission</th>
<th>Department</th>
</tr>
<sql:query var="employees" dataSource="jdbc/DataSource">
SELECT * FROM EMPLOYEE
</sql:query>
<c:forEach var="employee" items="${employees.rows}">
<tr>
<td><c:out value="${employee.empno}"/></td>
<td><c:out value="${employee.firstnme}"/></td>
<td><c:out value="${employee.lastname}"/></td>
<td><c:out value="${employee.phoneno}"/></td>
<td><c:out value="${employee.job}"/></td>
<td><c:out value="${employee.salary}"/></td>
<td><c:out value="${employee.bonus}"/></td>
<td><c:out value="${employee.comm}"/></td>
<td><c:out value="${employee.workdept}"/></td>
</tr>
</c:forEach>
</table>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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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F/geronimo-web.xml 파일
--------------------------------------------------------------<?xml version="1.0" encoding="ISO-8859-1"?>
<web-app xmlns="http://geronimo.apache.org/xml/ns/j2ee/web-1.2"
xmlns:nam="http://geronimo.apache.org/xml/ns/naming-1.2"
xmlns:sec="http://geronimo.apache.org/xml/ns/security-1.1"
xmlns:sys="http://geronimo.apache.org/xml/ns/deployment-1.2">
<sys:environment>
<sys:moduleId>
<sys:groupId>default</sys:groupId>
<sys:artifactId>dwapp</sys:artifactId>
<sys:version>1.0</sys:version>
<sys:type>car</sys:type>
</sys:moduleId>
<sys:dependencies>
<sys:dependency>
<sys:groupId>console.dbpool</sys:groupId>
<sys:artifactId>dwDatasource</sys:artifactId>
</sys:dependency>
</sys:dependencies>
</sys:environment>
<context-root>/dwapp</context-root>
<resource-ref>
<ref-name>jdbc/DataSource</ref-name>
<resource-link>dwDatasource</resource-link>
</resource-ref>
</web-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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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F/web.xml 파일
--------------------------------------------------------------<?xml version="1.0" encoding="UTF-8"?>
<web-app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xmlns="http://java.sun.com/xml/ns/javaee"
xmlns:web="http://java.sun.com/xml/ns/javaee/web-app_2_5.xsd"
xsi:schemaLocation="http://java.sun.com/xml/ns/javaee
http://java.sun.com/xml/ns/javaee/web-app_2_5.xsd"
id="WebApp_ID" version="2.5">
<display-name>dwapp</display-name>
<welcome-file-list>
<welcome-file>index.html</welcome-file>
<welcome-file>index.htm</welcome-file>
<welcome-file>index.jsp</welcome-file>
<welcome-file>default.html</welcome-file>
<welcome-file>default.htm</welcome-file>
<welcome-file>default.jsp</welcome-file>
</welcome-file-list>
<resource-ref>
<res-ref-name>jdbc/DataSource</res-ref-name>
<res-type>javax.sql.DataSource</res-type>
<res-auth>Container</res-auth>
<res-sharing-scope>Shareable</res-sharing-scope>
</resource-ref>
</web-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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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styles.css 파일
--------------------------------------------------------------h1 {
font-family: arial;
font-size: 38;
align: left;
font-weight: bold;
font-style: italic;
color: green;
}
th {
font-family: verdana, arial;
font-size: 13;
font-weight: bold;
align: left;
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
td {
font-family: verdana, arial;
font-size: 12;
font-style: italic;
align: left;
}
table {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thin;
}

37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모두 입력한 후 dwapp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Run as -> Run on Server를 선택
합니다. 다시 IBM WASCE v2.0 Server를 선택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JRE파일을
확인하고 서버가 설치된 디렉토리를 설정해줍니다. Finish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됩
니다.
마지막으로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URL: http://localhost:8080/dwapp/를 주소로
지정하여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좌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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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DB2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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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DB2 Certification System
응시방법
1. IBM 교육센터 이용
① 신청에 앞서 2주 단위로 게시되는 자기스케쥴보기 에서 일정/잔여 석을 확인
(인증시험은 매주 화/수/목요일에만 실시되며 매월 마지막 주는 시험이 없음)
② 응시료 확인 후 다음 계좌번호로 응시료 입금
(한미은행 : [한국IBM] 110-90022-417)
③ 입금 후 작성한 원서를 eapsvc@kr.ibm.com으로 발송
[응시원서 다운로드]
http://www-304.ibm.com/jct03001c/services/learning/kr/down/application.doc

④ 신청한 날짜에 IBM 교육부(군인공제회관빌딩) 5층 Test Room (514호)에서
응시
2. 국제자격증 응시센터 Thompson Prometric 이용
① http://www.prometric.com 접속 (ID 미보유자는 신규가입)
② 시험, 장소, 날짜 등 선택 후 결제
- 직접 카드(VISA, Master 등), 바우처 등으로 결제 가능
- IBM 시험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Prometric 공인 테스트센터에서 시험 응시
가능

※ 주의사항
- 2과목 이상의 시험 응시 계획이시면, 되도록 위의 응시방법 중 한 가지 방법만 계
속 이용하십시오. 서로 대행 주관사가 다르므로, 차후 2과목 이상의 합격을
요구하는 자격증 발급 시, 복잡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시험과목, 날짜 변경 및 취소는 시험일 3일전(Working day) 까지만 가능하며 기일
을 넘기실 경우는 응시료가 청구됩니다.
- 시험연기는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2번으로 제한되며 3개월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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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ertified Database Associate --DB2 9 Fundamentals

Job Role Description / Target Audience

Database Associate는 DBA 입문자 레벨이나 모든 DB2 제품 군의 사용자를 말합니
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하거나 DB2와 관련되어 실전
에서 익힌 경험을 통하여 DB2의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Database Associate는 일상적인 DB 운영, 기본적인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명령 실행에 요구되는 기초부터 중급 난이도의 정도의 상세한 지식을 가
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DB2 9를 어떻게 구입, 설치하는지에 알고 있으며, 데이터
베이스와 데이터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보
안이나 트랜잭션 격리(transaction isolation)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도 이해하고 있어
야 합니다.

IBM Certified Database Associate – DB2 9 Fundamentals 자격증 획득을 위해
서는 반드시 1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요구 됩니다.

DB2 9 데이터베이스 운영자로서의 입문 레벨의 경험

자격증 필수 사항

Test730 – DB2 Family Fundamentals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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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ertified Database Administrator
-- DB2 9 DBA for Linux UNIX and Windows

Job Role Description / Target Audience

이 자격증은 DB2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일상적인 DB2 인스턴스와 데이터
베이스 운영에 요구되는 중급에서 고급 레벨의 기술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자격증입니다.

IBM Certified Database Administrator – DB2 9 DBA for Linux, UNIX, Windows
자격증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우에 따라 2가지 또는 3가지 테스트를 통과 하셔
야 합니다.

700-DB2 UDB V8.1 Family Fundamentals 테스트를 통과하셨거나 IBM Certified
Database Administrator –DB2 UDB V8.1 for Linux, UNIX and Windows certification
(테스트 700과 701을 통과하신 분)을 가지고 계신분은 테스트731-DB2 9 DBA for
Linux, UNIX and Windows를 통과하시면 이 자격증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요구 됩니다.

DB2 9 데이터베이스 운영자로서의 상당한 경험

자격증 필수 사항

인증은 2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방법1.
아래의 테스트 중 하나를 통과하시고
Test700 - DB2 V8.1 Family Fundamentals
Test730 - DB2 9 Family Fundamentals
다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Test731 – DB2 9 DBA for Linux UNIX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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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
아래의 3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Test700 - DB2 V8.1 Family Fundamentals
Test701 - DB2 V8.1 for Linux UNIX and Windows Database Administration
Test736 - DB2 9 Database Administration for Linux UNIX and Windows Upgrade

IBM Certified Application Developer -- DB2 9

Job Role Description / Target Audience

모 든 DB2 플 랫 폼 (Linux, UNIX(AIX, HP-UX, Solaris), Windows, z/OS, s/390,
iSeries)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중간 또는 고급 레벨의 어플리케이
션 개발자를 위한 자격증입니다.

IBM Certified Application Developer – DB2 9 자격증 획득을 위해서는 아래의 추천
되어진 기술들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어야 하며, 2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관련 테스트들의 설명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요구 됩니다.

(이 자격증을 위해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과 기술)
DB2 9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상당한 경험
일반적 프로그래밍 임무에서 필요로 하는 강력한 기술

아래의 열거된 프로그래밍 중 최소 1개 이상의 어느 정도 기술도 필요합니다.

Embedded SQL Programming
ODBC/CLI Programming
NET Programming
Java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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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필수 사항

Test733 - DB2 9 Application Developer 합격

아래의 테스트들 중에서 어떠한 하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Test700 - DB2 V8.1 Family Fundamentals
Test706 - Upgrade to DB2 V8.1 for Linux UNIX and Windows Database
Administration
Test730 - DB2 9 Family Fundamentals

IBM Certified Advanced Database Administrator
-- DB2 9 for Linux UNIX and Windows
Job Role Description / Target Audience

IBM Certified Advanced Database Administrator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플랫폼
(Linux, UNIX(AIX, HP-UX, Solaris), Windows)의 DB2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DBA 입니다. 또한 DBA로서도 광범위한 경험과 DB2 9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요구 되는 퍼포먼스, 높은 가용성, 보안과 네트
워킹과 같은 고급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IBM Certified Advanced Database Administrator – DB2 9 for Linux UNIX and
Windows 자격증 획득을 위해서는 아래의 추천되어진 기술들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
어야 하며, 3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관련 테스트들의 설명을 통해 추가적
으로 얻을 수 있는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요구 됩니다.

(이 자격증을 위해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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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서 Linux, UNIX, Windows 플랫폼의 DB2에 대한 상당
한 경험
자격증 필수 사항

아래의 테스트 중에서 3개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 두 테스트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Test700 - DB2 V8.1 Family Fundamentals
Test730 - DB2 9 Family Fundamentals
또한 다음 두 테스트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Test731 - DB2 9 DBA for Linux UNIX and Windows
Test736 - DB2 9 Database Administration for Linux UNIX and Windows Upgrade
마지막으로 아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Test734 - DB2 9 Advanced Database Administrator for Linux UNIX and Windows

Test730 – DB2 9 Family Fundamentals
Overview

모든 시험 문항들은 영문 객관식 입니다.

시험 정보

문항수 : 64문항
시험시간 : 90분
최소합격선 : 59%

관련 자격증

IBM Certified Database Administrator -- DB2 9 DBA for Linux UNIX and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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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ertified Database Associate -- DB2 9 Fundamentals
IBM Certified Advanced Database Administrator - DB2 9 for Linux UNIX and
Windows
IBM Certified Application Developer – DB2 9

시험 내용

Section 1 - Planning (14%)
Knowledge of restricting data access
Knowledge of the features or functions available in DB2 tools (just tools that come
with product - distributed +space - i.e., control center, configuration advisor,
configuraiton assistant, command line processor)
Knowledge database workloads (OLTP vs warehousing)
Knowledge of non-relational data concepts (extenders)
Knowledge of XML data implications (non-shreading)

Section 2 - Security (11%)
Knowledge of DB2 products (client, server, etc.)
Knowledge of different privileges and authorities
Knowledge of encryption options (data and network)
Given a DDL SQL statement, knowledge to identify results (grant/revoke/connect
statements)

Section 3 - Working with Databases and Database Objects (17%)
Ability to identify and connect to DB2 servers and databases
Ability to identify DB2 objects
Knowledge of basic characteristics and properties of DB2 objects
Given a DDL SQL statement, knowledge to identify results (ability to create
objects)

Section 4 - Working with DB2 Data using SQL (23.5%)
Given a DML SQL statement, knowledge to identify results
Ability to use SQL to SELECT data from tables
Ability to use SQL to SORT or GROUP data
Ability to use SQL to UPDATE, DELETE, or INSER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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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of transactions (i.e., commit/rollback and transaction boundaries)
Ability to call a procedure or invoke a user defined function
Given an XQuery statement, knowledge to identify results

Section 5 - Working with DB2 Tables, Views and Indexes (23.5%)
Ability to demonstrate usage of DB2 data types
Given a situation, ability to create table
Knowledge to identify when referential integrity should be used
Knowledge to identify methods of data constraint
Knowledge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a table, view or index
Knowledge to identify when triggers should be used
Knowledge of schemas
Knowledge of data type options for storing XML data

Section 6 - Data Concurrency (11%)
Knowledge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locking
Ability to list objects on which locks can be obtained
Knowledge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DB2 locks
Given a situation, knowledge to identify the isolation levels that should be used

Test731 – DB2 9 DBA for Linux UNIX Windows

Overview

모든 시험 문항들은 영문 객관식 입니다.

시험 정보

문항수 : 69문항
시험시간 : 90분
최소합격선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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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IBM Certified Database Administrator -- DB2 9 DBA for Linux UNIX and Windows
IBM Certified Advanced Database Administrator - DB2 9 for Linux UNIX and
Windows

시험 내용

DB2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적인 데이터베이스와 DB2
인스턴스 관리에 요구되는 중급부터 상급 레벨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분들이
도전하실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Section 1 - DB2 Server Management (22%)
Ability to configure/manage DB2 instances (e.g. scope)
Ability to obtain/modify database manager configuration information
Ability to obtain/modify database configuration information
Knowledge of the DB2 force command
Ability to configure client/server connectivity
Ability to schedule jobs
Ability to use Automatic Maintenance (i.e., RUNSTAT, Backup, REORG)
Ability to configure client server connectivity using DISCOVERY
Skill in interpreting the Notify log
Ability to obtain and modify DB2 registry variables
Ability to use Self-tuning memory manager and autoconfig
Ability to use Throttling utilities)

Section 2 - Data Placement (16%)
Ability to create a database
Skill in discussing the use of schemas
Skill in discussing the various table space states
Ability to create and manipulate the various DB2 objects
Ability to create and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an SMS tabl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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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 to create and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an automated managed
tablespace
Knowledge of partitioning capabilities (e.g., Table partitioning, Hash partitioning,
MDC, Hybrid)
Knowledge of XML structure (indexing for performance)
Knowledge of compression data

Section 3 - Database Access (12%)
Knowledge of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indexes
Ability to create constraints on tables (e.g., RI, Informational, Unique)
Ability to create views on tables
Skill in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System Catalog tables
Ability to use the GUI Tools for administration
Knowledge of how to enforce data uniqueness

Section 4 - Analyzing DB2 Activity (13%)
Ability to capture and analyze EXPLAIN/VISUAL EXPLAIN information
Ability to capture snapshots using Get Snapshots or SQL functions
Ability to create and activate event monitors
Ability to configure Health Monitor using the Health Center
Ability to identify the functions of Problem Determination Tools (e.g., db2pd,
db2mtrk)

Section 5 - Utilities (14%)
Ability to use EXPORT utility to extract data from a table
Ability to use IMPORT utility to insert data into a table
Ability to use the LOAD utility to insert data into a table
Knowledge to identify when to use IMPORT vs. LOAD
Ability to use the REORG, REORGCHK, REBIND and RUNSTATS utilities
Ability to use DB2Move, DB2Look and DB2Batch
Knowledge of the functionality of the DB2 Advisors (db2advis utility)
Ability to use the DB2 Control Center

Section 6 - High Availability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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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 to perform database-level and table space level BACKUP & RESTORE
Knowledge to identify and explain issues on index recreation
Knowledge of database logging
Knowledge of crash recovery
Knowledge of version recovery
Knowledge of Roll Forward recovery
Knowledge of and ability to perform HADR
Knowledge of and ability to perform Log Mirroring
Knowledge of Configurable Online Parameters

Section 7 - Security (9%)
Knowledge of DB2 authentication
Knowledge of DB2 authorizations
Ability to set user and/or group privileges
Knowledge of the DB2 Security Infrastructure (e.g. LBAC and Security Plug-ins)

Test733 – DB2 9 Application Developer
Overview

모든 시험 문항들은 영문 객관식 입니다.

시험 정보

문항수 : 70문항
시험시간 : 90분
최소합격선 : 59%

관련 자격증

IBM Certified Application Developer – DB2 9

시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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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험은 5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제는 총 70개의 자지선다형 입니다.
각 섹션의 비율은 전체 시험 문항에서의 문제수 비율을 나타냅니다.

Section 1 - Database objects and Programming Methods (16%)
Knowledge of naming conventions of DB2 objects
Knowledge of the authorities needed to access data in an application
Knowledge of complex database objects
Knowledge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dynamic and static SQL
Ability to determine when to use programming interfaces available
Ability to determine when to use SQL routines and functions

Section 2 - Data Manipulation (26%)
Ability to query databases across multiple tables and views
Ability to use common table expressions
Ability to work with MQT's
Ability to use DB2's built in routines
Knowledge of changing data
Knowledge to identify when to use cursors
Knowledge to identify types of cursors
Ability to manipulate cursors
Ability to manipulate large objects
Ability to manage a unit of work

Section 3 - XML Data Manipulation (10%)
Knowledge to identify the results of XML parsing
Ability to identify the results of XML Serialization
Knowledge of document encoding management
Knowledge of XML Schema Validation
Ability to execute an XQuery expression
Ability to identify the results of an XQuery/XPath expression
Knowledge of SQL/XML functions

Section 4 - Embedded SQL Programmin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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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 to connect to databases within an embedded SQL programming application
Skill in executing SQL statements
Ability to analyze results and common errors

Section 5 - ODBC/CLI Programming (4%)
Ability to connect to databases within an ODBC/CLI programming application
Knowledge of the correct sequence for calling ODBC/CLI functions to execute SQL
request
Ability to analyze results and knowledge of problem determination

Section 6 - .NET Programming (7%)
Knowledge of ADO.NET object model
Ability to connect to the database with ADO.NET
Skill in executing SQL statements and working with the results
Ability to analyze results and knowledge of problem determination
Knowledge of IBM DB2 Add-Ins for Visual Studio

Section 7 - Java Programming (7%)
Knowledge of JDBC/SQLJ object model
Ability to connect to databases within a JDBC/SQLJ application
Skill in executing SQL statements
Ability to analyze results and knowledge of problem determination
Knowledge of DB2 Add-Ins for Eclipse

Section 8 - Advanced Programming (14%)
Ability to query tables across multiple databases
Ability to create triggers and identify their results
Understand how changing data will work when referential constraints are involved
Knowledge to identify when to use Compound SQL
Knowledge of concurrency considerations within an application
Knowledge of distributed unit of work
Knowledge of using parameter m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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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9 - User Defined Routines (12%)
Knowledge to identify usage of User Defined Functions
Ability to create a User Defined Functions
Knowledge to identify when to use stored procedures
Ability to create SQL stored procedures
Ability to create an external stored procedures
Skill in using the DB2 Developer Workbench

Test734 – DB2 9 Advanced Database Administrator for Linux
UNIX and Windows
Overview

모든 시험 문항들은 영문 객관식 입니다.

시험 정보

문항수 : 51문항
시험시간 : 90분
최소합격선 : 64%

관련 자격증

IBM Certified Advanced Database Administrator - DB2 9 for Linux UNIX and
Windows

시험 내용

시험은 6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제는 총 51개의 다지선다형 입니다.
각 섹션의 비율은 전체 시험 문항에서의 문제수 비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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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 Database Design (14%)
Ability to design, create and manage table spaces
Ability to design, create and manage buffer pools
Ability to design and configure federated database access

Section 2 - Data Partioning and Clustering (15%)
Ability to design, create, and manage database partitioning
Ability to design, create and manage multi-dimensional clustered tables
Ability to design, create, and manage table partioning
Knowledge of Balance Configuration Unit (BCU)

Section 3 - High Availability and Diagnostics (20%)
Ability to manage database logs for recovery
Ability to use advanced backup features
Ability to use advanced recovery features
Ability to enhance database availability
Ability to use diagnostic tools (db2pd, db2mtrk, inspect, db2dart, db2diag)

Section 4 - Performance and Scalability (33%)
Identify and use DB2 registry variables that affect database system performance
Identify and use configuration parameters that affect database system
performance
Knowledge of query optimizer concepts
Ability to manage and tune database, instance and application memory and I/O
Ability to use Data Compression
Ability to analyze performance problems
Ability to manage a large number of users and connections
Ability to determine the more appropriate index
Ability to exploit parallelism

Section 5 - Security (8%)
Knowledge of external authentication mechanisms
Ability to implement data en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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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 to implement Label Based Access Control (LBAC)
Ability to use DB2 Audit

Section 6 - Connectivity and Networking (10%)
Ability to configure client server connectivity (e.g., db2discovery)
Ability to manage connections to host systems
Ability to identify and resolve connection problems

Test736 – DB2 9 Database Administrator for Linux UNIX and
Windows Upgrade
Overview

모든 시험 문항들은 영문 객관식 입니다.

시험 정보

문항수 : 38문항
시험시간 : 60분
최소합격선 : 55%

관련 자격증

IBM Certified Advanced Database Administrator - DB2 9 for Linux UNIX and
Windows
IBM Certified Database Administrator -- DB2 9 DBA for Linux UNIX and Windows

시험 내용

시험은 6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제는 총 38개의 다지선다형 입니다.
각 섹션의 비율은 전체 시험 문항에서의 문제수 비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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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 Server Management (29%)
Understand the functionality of AUTOCONFIGURE
Ability to manually configure communications (protocol image(IPV6))
Ability to enable automatic maintenance
Ability to enable Self Tuning memory Manager
Ability to enable Utility Throttling

Section 2 - Data Placement (21%)
Ability to CREATE DATABASE (new default behavior)
Ability to create and manage Automatic Storage table spaces
Knowledge of Table Partitioning
Knowledge of Data Row Compression

Section 3 - XML Concepts (13%)
Ability to use XML Data types
Ability to create and manage XML indexes
Ability to use basic XML functions (XMLPARSE, XMLSERIALIZE, XMLVALIDATE,
XMLQUERY)
Understanding XQuery fundamentals
Using DB2 Utilities with XML data

Section 4 - Analyzing DB2 Activity (16%)
Ability to use DB2 Utilities (db2bfd, db2mtrk, db2pd)
Ability to monitor deadlocks
Ability to use Adminstrative routines and SNAPSHOT functions

Section 5 - High Availability (10.5%)
Ability to use RECOVER DATABASE command
Knowledge of High Availability Disaster Recovery (HADR)

Section 6 - Security (10.5%)
Understanding of Label Based Access Control (LBAC)
Knowledge of new authentica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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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수

Certification
IBM Certified Database Associate - DB2 9
Fundamentals

700

730

731

733

734

736

M
C

방법2)
총3

M

IBM Certified Application Developer – DB2 9

총2

C

IBM Certified Advanced Database
Administrator - DB2 9 for Linux UNIX and
Windows

총3

C1

M : 필수

706

총1
방법1)
총2

IBM Certified Database Administrator – DB2 9
DBA for Linux, UNIX and Windows

701

C

M

M

M
C

C : 선택

M

C

C1

C2

M

C2

<자격증과 테스트 관련 도표>

테스트 관련 교육 (IBM 교육센터)
다음은 한국 IBM 교육센터에서 테스트와 관련된 강의를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문
의 사항이나 교육 일정에 대해서는 한국 IBM 교육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IBM 교육센터 Tel : (02) 3781 – 5004(5) / E-Mail : eapsvc@kr.ibm.com

IBM INFORMATION MANAGEMENT
DB2
DB2 9 Family Fundamentals
730

[강좌명]

DB2 기초(CF03), DB2 SQL 기초(CF12)
DB2 9 DBA for Linux UNIX and Windows
731

[강좌명]

DB2 단일파티션 기본관리(CF21), DB2 멀티파티션 기본관리 (CG24)
= DB2 멀티파티션 기본관리 for 단일파티션 DBA(CF24)
DB2 9 Application Developer
[강좌명]

733

DB2 SQL 고급(CF13), DB2 Stored Procedure Programming(CF71), DB2 Programming 기초(CF10),
DB2 Programming 고급(CF11)

734

[강좌명]

DB2 9 Advanced Database Administrator for Linux UNIX and Windows
DB2 고급관리 - Performance(CF41), DB2 고급관리 - 기타(CF45), DB2 고급관리 - Recovery(C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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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DB2 Web Sites

58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IBM DB2 Web Sites
COMMUNITY
IBMDB2.NET
http://www.ibmdb2.net
DB2 커뮤니티 중 가장 활발한 곳으로, IBM의 DB2 기술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DATABASE.SARANG.NET
http://database.sarang.net
MySQL, Oracle, MS-SQL, CUBRID 등 거의 모든 DBMS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고,
DBMS, SQL문에 관한 풍부한 자료가 존재합니다.

DBGUIDE.NET
http://www.dbguide.net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대한 종합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IBM DB2 FORUM(영문)
http://www.ibm.com/developerworks/forums/forum.jspa?forumID=842
전세계의 DB2 유저들과 소통하는 장소로써, Wikipedia, Naver 지식인과 같이 열린
지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질문과 답변을 활발히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DB2와 관련된 인기 있는 유틸리티나 사용TIP이 포럼 상단에 게시되어 있어
유용합니다.

DB2 Express 개요, 다운로드 및 설치
Download 방법
http://www-306.ibm.com/software/data/db2/express
1) “Download Free DB2 Express-C” 배너를 클릭합니다.
2) OS별로 Download를 선택합니다.
3) “Sign in”후에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다운로드 합니다.
(IBM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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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DB2 Express FORUM(영문)
http://www.ibm.com/developerworks/forums/forum.jspa?forumID=805
전세계의 DB2 Express 유저들과 소통하는 장소로써, Wikipedia와 같이 열린 지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질문과 답변을 활발히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NAVER
지식인처럼 질문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유용합니다.

IBM Software Download
http://www.ibm.com/developerworks/kr/downloads
IBM의 시험판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DB2 자격증
한국 IBM 교육센터 자격증 정보 페이지
http://www304.ibm.com/jct03001c/services/learning/ites.wss/kr/ko?pageType=page&c=a0013
982
시험과목, 시험날짜, 장소, 인증서 발급, 유의사항, 응시료 납부, IBM 인증 자격증
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DB2 Certification 관련 서적
http://www-306.ibm.com/software/data/education/bookstore/certify.html
DB2에 대한 책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써, 자격증에 관한 책 뿐만 아니라
관리자, 개발자 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제목과 작가 별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Amazon.com으로 링크가 걸려있어서 원하는 책을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DB2 9 Fundamentals certification 730 prep series
http://www.ibm.com/developerworks/offers/lp/db2cert/db2-cert730.html
먼저 원하는 파트를 선택하고, “Sign in” 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DB2 9
Fundm Certi 730을 따기 위한 튜토리얼 SQL, DB생성, Object생성, Security,
Transaction 등을 중심으로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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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2 9 Database administration 731 certification prep series
http://www.ibm.com/developerworks/offers/lp/db2cert/db2cert731.html?S_TACT=105AGX19&S_CMP=db2certlp
먼저 원하는 파트를 선택하고, “Sign in”후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DB2 9 Fundm
certi 731을 따기 위한 튜토리얼 Server Management, DB placement, DB access,
Backup, Recovery, HADR를 중심으로 자격증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 역시 7 Part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m 730 출제 성향
http://www-03.ibm.com/certify/tests/obj730.shtml

Exam 731 출제 성향
http://www-03.ibm.com/certify/tests/obj731.shtml

Developer Works
Developer Works Korea - 개발자를 위한 IBM의 기술자료
http://www.ibm.com/developerworks/kr
Linux, Open source, 웹 개발, JAVA, SOA, XML, 아키텍쳐 IBM 소프트웨어 자료
(Lotus, Rational, DB2, Web Sphere)등 IBM이 제공하는 다양한 개발자 지원 프로
그램으로 국내 개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IT정보와 전세계의 기술문서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개발자간의 의사소통 통한 정보공유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수
행하고 있습니다.

World Wide Developer Works - 개발자를 위한 IBM의 기술자료
http://www.ibm.com/developerworks
Developer Works Korea 와 동일합니다. Developer Works Korea의 정보는 기본적
으로 외국의 자료를 번역한 것이 많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얻으려면 이 곳을 방문
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의 개발자들이 지식이 모여있기 때문에 웬만
한 자료는 검색을 통해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 자료가 있으면
Developer works Korea 에 번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관한 내용은
‘Developer Works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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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r Works Korea TOP 10 인기자료
http://www.ibm.com/developerworks/kr/popular_articles/top10.html
Developer Works Korea에서 최근 한 달간 가장 인기 있었던 자료들을 모아
두었습니다. Ajax 마스터하기,SOA와 웹 서비스 입문, JAVA입문, XML입문 등
DB2와 연동하여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Developer Works Korea DB2 관련자료
http://www.ibm.com/developerworks/kr/db2
DB2에 입문하기 위한 자료, 기술자료, 튜토리얼 등을 제공합니다.

한국 IBM 교육센터
Developer Works Korea
http://www.ibm.com/kr/education
IBM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교육- DB2 교육포함
1) 왼쪽 메뉴 중에서 '모든 과목' 선택합니다.
2) 과정 검색에서 'DB2 for Linux, UNIX and Windows' 를 선택합니다.
3) DB2관련 과목 확인을 선택합니다.

Entertainment

DB2 game
http://www-306.ibm.com/software/data/education/games.html
Game을 하며 배우는 DB2 - Detective Mode & Business Mode
DB2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에 대한 개념과
SQL문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한 게임 입니다. DB2, 즉 DBMS가 실제 비즈니
스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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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Free Book – 무료 배포용 DB2 Express – C
http://www.ibm.com/developerworks/wikis/display/DB2/FREE+Book+Getting+Started+with+DB2+Express-C
DB2 architecture, Tools, Security, Administrator, SQL, XQuery, Application 에 관한
내용과 실습해볼 수 있는 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B2 Certification 관련 서적
http://www-306.ibm.com/software/data/education/bookstore/certify.html
자격증에 관한 책 뿐 아니라 관리자,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제목과 작가 별
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Amazon.com 으로 링크가 걸려있어서 원하는 책을 바로 구
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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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IBM Software DB2 User Guide는 한국 IBM의 2008년 인턴 사원 9명이 DB2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DB2를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2008년 2월 한 달 여간의 시간에 걸쳐 제작 되었습니다.
9회말 2아웃이라는 팀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던 인턴들이
User Guide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지은 부장님과 노현정 차장님,
인터뷰에 임해주신 한국은행 김정수 과장님, 서면으로 큰 도움을 주셨던 김정식,
김형욱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9명 인턴들의 멘토님들과
홍여경님을 비롯한 IBMDB2.NET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9명의 인원으로 팀을 꾸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한국 IBM 인사부 김태성 차장님,
최지은 과장님, 홍화영님께도 프로젝트 기간 동안 9명의 인턴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때도 많았지만, 그 과정들을 극복해가며 무한한 즐거움을 느꼈고
값진 시간을 보냈다는 말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했던 김태현, 김민지, 윤두원, 이찬우,
윤정은, 최소라, 김현지, 최종성 인턴 사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1등이 아닌 2등으로 때로는 3등으로 살아 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
입니다. IBM의 뛰어난 DBMS 제품인 DB2가 한국 시장에서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1등으로 도약하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User Guide에 관심을 갖고 이용해주신 여러분들께 앞으로 많은 행운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27일
한국 IBM 동계 인턴사원
김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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