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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ELECT 구문
Databse Table의 Record를 읽어올 때 사용된다.

SELECT < fields> FROM <table> INTO <target> WHERE <conditon>
• SELECT : 읽어올 table의 fields 이름을 지정한다.
- SELECT SINGLE : database table에서 single record를 읽어
온다.
- SELECT * : database table에 모든 field를 가져온다.
• FROM : 데이터를 선택할 원본 (database table or view)의
이름을 지정한다.
• INTO : 선택된 field의 data를 지정된 data object로 복사한다
- INTO : fields list와 INTO절의 target structure data object의
구성이 다른 경우
- INTO CORRESPONDING FIELDS OF : field list와 INTO절의
target structure data objectd의 field 구성과 순서가 다른 경우

• WHERE : 조건을 통해 얻은 table의 row를 지정한다.
- WHERE절의 조건에는 Key field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비교 연산자 = : value값이 들어갈 때 사용된다.
- 비교 연산자 IN : data object와 비교할 때 사용된다.

02.

INNER JOIN
두 개 이상의 database table의 data를 연결
• 실습 목표 : Inner join을 이용하여 sbook table의 carrid
값에맞는 data를 scarr table에서도 가져오는 것.
• sbook table과 scarr table의 column이름이 같음으로
sbook은 a로 scarr은 b로 별칭을 사용하여 조건을 구성
한다.

• data결과는 각각의 Column에서 JOIN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record를 포함한다.
• Join조건은 KEY field에만 국한되지 않고 외부 KEY로 정
의된 field 혹은 domain을 가지는 field를 사용할 수 있다.
• table column의 이름이 같은 경우 SELECT문에서 참조할
때 field 앞에 테이블 이름 또는 별칭 이름을 붙여야 한다.

03.

Field Catalog
Column type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설정하고 변경하는 table

• alv grid를 생성할 때 컬럼의 정보를 메소드에 전달하는데 이와
관련된 parameter로 ABAP Dictionary(i_structure_name)와 Field
Catalog(it_fieldcatalog)가 있다.
• Field Catalog 선언 방법
- global data type : LVC_T_FCAT
- structure type : LVC_S_FCAT
• grid 생성 옵션
1. Field Catalog만 필요한 경우
- data table의 line type이 ABAP Dictionary와 일치하지 않을 때
- data table의 모든 field에 대한 정보를 전부 작성해야한다.
2. ABAP Dictionary만 필요한 경우
- global structure type의 모든 field가 동일한 이름을 갖는 data
table이 존재하고, 모든 field가 출력되어야 할 때

3. field catalog와 ABAP Dictionary가 모두 필요한 경우
- global structure type의 모든 field가 동일한 이름을 갖는
data table이 존재하지만, ABAP Dictionary의 field 사양을
변경하거나, 추가 column을 출력해야 하는 경우
• Field Catalog 옵션
- FIELDNAME : data table의 Column명을 지정한다.
- REF_FIELD : Dictionary가 참조할 Column으로 field 이름을
지정한다.
- REF_TABLE : Dictionary가 참조할 Column으로 structure의
이름을 지정한다.
- CFIELDNAME : 통화 형식 지정 Column
- QFIELDNAME : 단위 형식 지정 Column

04.

Field Catalog 실습
실습 목표 : sbook table의 모든 field와 scarr table의 carrname field를 추가하여 alv list 구성

• sbook의 모든 field와 scarr table의 carrname field를

첫 번째에 위치

구조체 types를 사용하여 정의한다.

<위치를 지정해주지 않았을 때>

• Field Catalog용 변수를 선언한다.

• COL_POS를 사용하여 원하는 carrname을 원하는 위
치에 배정시킨다.

• Field Catalog 옵션을 사용하여 scarr table의 carrname field를
추가한다. 이때 Field Catalog의 우선순위값이 높기 때문에
carrname의 field가 첫번째에 위치하게 된다.

04.

Field Catalog 실습
실습 목표 : sbook table의 모든 field와 scarr table의 carrname field를 추가하여 alv list 구성

• Field Catalog를 alv grid에 적용시킨다.

• Inner Join구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sbook table의
carrid가 ‘AA’일때 결과값인 American Airplanes값을 가져
오고 Field Catalog의 사용으로 alv list 여섯번째에
carrname의 값이 출력된다.
여섯 번째에 위치

• carrid조건에 ‘AA’를 입력하고 alv list를 실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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