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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이유: c++builder6.0으로만 근8년을 사용하다. 이놈의 xe2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고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도 너~무 변했어! 

특히 DATABASE 는 전혀 몰라보게 변했어! 8년만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파이어버드 사용해보고 더 환장하겠음. 그래서 보름간 삽질에 삽질을 하

다가 나중에 잊어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머리 속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 본다. 

알고 나니 하루면 해결되는 것을 이 고생을 하다니…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책도 없다. 

볼랜드포럼에도 없다!. 

이젠 엠바카데로도 모른다. 프로그램 팔기만 급하고…  

아! 볼랜드 그 시절이 그립다! 

 

그래서 나의 삽질 경험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드립니다. 

 

모두 모두 힘냅시다 아자! 홧팅!! 

 

 

 

 

 

 

 

 

 

 



FireBird LOCAL용 DATABASE 생성 사용설명서 

1.IBExpert.exe(무료프로그램을)실행.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온다. 유저네임과 비밀번호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다 

-username: SYSDBA 

-password: masterkey 이다. 

 

 
2. DATABASE 생성 메인 메뉴에서 Database->Crate Database.. 를 선택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디렉터리에 YUNGNAM-DB.FDB 이름으로 생성함 

 



- gds32.dll= fbembed.dll원래는 이 파일을 gds32.dll이름으로 변경. 그냥 fbembed.dll로 지정하면 

'unsupported on-disk structure for file C:\YUNGNAM-HAT\5555.FDB; found 32779, support 15' 

에러가 발생함 따라서 라이브러리 파일도 반드시 변경된 gds32.dll 로 지정할 것 

 

3.Domain을 생성한다. 이 도메인은 Table 생성에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 NEW_DOMAIN_CODE 과 

-NEW_DOMAIN_CODE 2개의 도메인 이름으로 생성함 

 
4 다음으로 Table을 생성한다. 

Table은 기본적으로 2개를 생성했다. 테이블 이름은 NEW_TABLE 로 생성함 

-CODE는 숫자전용으로 생성하였고 Domain에서 CODE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NAME는 이름으로 생성하였고 Domain에서 NAME로 지정하여 한글을 입력할 수 있게 작성하

였다. Fields 항목에서 입력할 수 있다. 

 
4-1 CODE Table는 아래 그림과 같이 만든다. 

 



4-2 NAME Table은 아래 그림과 같이 만든다. 

 
2개의 테이블을 생성하였으므로 테이블에 자료를 입력해보자. 

 

5. Table에 자료입력 

Table->Data 항목을 선택한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자료입력란이 나타난다. 

CODE 혹은 NAME 필드에 기초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저장은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된다. 

저장하기 위해서는 체크박스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IBExpert.exe 종료하고 빠져 나온다. 이제 YUNGNAM-DB.FDB 파일이 생성되었을 것이다. 

5. C BUILDER XE2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폼을 하나 만들고 IBDatabase1, IBTransaction1, DataSource1, IBQuery1, DBGrid1 등의 콤포넌트를 

불러온다. 



 
5-1 IBDatabase1 설정 값 

 
5-2 IBTransaction1 설정 값 



 
5-3) DataSource1 설정 값 

 
5-4 IBQuery1 설정 값 



 
5-5 DBGrid1 설정 값 



 
 

5-6. 동적연결 연결버턴을 클릭했을 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자동으로 입력하게 한다. 

물론 폼생성 시 연결해도 되지만 비번을 입력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아래처럼 동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아래는 소스 이다. 

void __fastcall TForm1::Button1Click(TObject *Sender)//연결버턴 

{ 

    IBDatabase1->Connected = false;//연결을 끊는다. 



    IBDatabase1->DatabaseName="C:\\yungnam-hat\\YUNGNAM-DB.FDB";//DB명 

    IBDatabase1->Params->Clear(); 

    IBDatabase1->Params->Add("User_Name=SYSDBA"); 

    IBDatabase1->Params->Add("Password=masterkey");//비번 

    IBDatabase1->LoginPrompt = false;//수동입력 못하게 한다 

    IBDatabase1->Connected = true;//DB 연결 

    IBQuery1->Active=true;//쿼리 연결 

} 

5-7 실행된 화면. 

 
 

6. Firebird-2.5.1.26351-0_Win32_embed.ZIP(로컬용 DB)를 다운받아서 풀면 아래와 같은 파일들

이 생성된다 

6-1. 필요한파일과 이름변경 

- gds32.dll= fbembed.dll원래는 이 파일을 gds32.dll이름으로 변경한다. 그냥 fbembed.dll로 지정

하면 아래와 같은 에러가 발생한다. 이거 때문에 엄청 삽질함, IBExpert 에서는 DB가 잘 읽혀지나 

XE2 CBUILDER에서는  OPEN 에러발생. 이것도 환장함 

'unsupported on-disk structure for file C:\YUNGNAM-HAT\5555.FDB; found 32779, support 15' 

에러가 발생함 

-firebird.MSG 

-icudt30.dll 

-icuin30.dll 

-icuuc30.dll 



-Udf\fbudf.dll;= 이 디렉터리가 없으면 한글입력 문제발생, 반드시 잡아넣자 

- Udf\Fbudf.txt 

- Udf\Fbudf.sql 

- Udf\ib_udf.dll 

- Udf\ib_udf.sql 

- Udf\ib_udf2.sql 

-Microsoft.VC80.CRT.manifest.dll 

-msvcp80.dll 

-msvcr80.dll 

-Project1.EXE= xe2 실행파일(데모파일) 

-YUNGNAM-DB= 데이터베이스 파일 

 
6-2 프로젝트 디렉터리에 필요한 파일들 

 
 

7. 에러 메세지 



7-1 gds32.dll이 없을 때 

- 'unsupported on-disk structure for file C:\YUNGNAM-HAT\5555.FDB; found 32779, support 15'.  

- 배포 시 다른 컴퓨터에서는 ‘unavailable database’ 

- DelDir.exe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IBExpert install이 안될 때 

이 경우는 바이러스문제인지 레지스터 문제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

생되었음 윈도우7의 백업복구 3일 전으로 되돌리리 해결되었음.아마도 레지스터관련 바이러스 같

음, 이거가 문제되고 컴의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나감. 이건 더 환장함. 파이어버드에 교묘히 

숨겨져 있음, 한글 해결하려다 외국사이트에서 인스톨프로그램 받았는데 그거 깔고부터 그럼 

 

-아래와 같은 에러는 charset을 UNICODE_FSS 로 설정하고 udf 디렉터리가 없으면 발생함  

 
- 아래와 같은 에러는 charset을 KSC-5601 로 설정하고 udf 디렉터리가 없으면 발생함 

반드시 Udf 디렉터리 파일들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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