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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문서는 골디락스(Goldilocks)의 기본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서이다.
2014년 8월 현재 골디락스는 Version 2가 릴리즈된 상태이며, 시장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Update 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다.

골디락스(Goldilocks)는 공유메모리를 바탕으로 한 API 방식의 Key-Value DB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통 No-SQL DB 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는 DBMS 와 비교할 때 SQL 질의에 대한 분석 및 최적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거하여 성능을 극대화한 제품이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골디락스와 일반 DBMS 와의 차이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위해 필요한 통신 비용 및 SQL 처리 비용을 제거하고, Storage API 를 이용한 데이터 직접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1 us 이내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 

공유 메모리(Shared Memory)는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 간의 통신 및 자료 공유를 위해 널리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메모리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 전달하려면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관리하려는 데이터마다 자료구조를 정의해야 하며, 해당 자료구조의 조회 및 변경 작업에 있어서 멀티프로세스 또는

멀티스레드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요한 자료의 경우 해당 자료의 정합성을 보장하고, 장애 시 복구방안을 수립해야하는 등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메카니즘이 요구된다.

골디락스는 사용자가 이러한 저수순의 복잡한 데이터 관리비용을 신경쓰지 않고 업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는 되도록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복잡한 처리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주요 기능

골디락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대신하여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DBMS 와 다를 것이 없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관리를 위해 필요한 DBMS 의 기본적인 기능 및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상용 DBMS 나 오픈소스 DBMS 를 이용하여 개발 또는 운영을 해본 사용자라면 어렵지 않게 골디락스의 사용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각 기능들에 대한 사용방법은 "Development Guide" 및 "Administration Guide"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음은 골디락스가 제공하는 기능이다. 

지원기능 설 명 비 고

Transaction Management 다수의 변경연산을 하나의 Transaction 으로 Atomic 하게 관리하는 기능
(Instance 당 동시에 1024 개의 Transaction 수행 가능) 

 

B+ Tree Index B+ Tree Index 를 이용하여 테이블 데이터를 일정한 성능으로 접근 가능
Unique, Non Unique Index 지원 

 

Concurrency Control 멀티프로세스 또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수행되는 데이터 접근에 대해 정합성을 보장함.

- Record 단위의 Lock 지원
- MVCC (Multi-Version Concurrency Control (다중버전 동시성제어) 지원

 

Client/Server 환경 사용자 API 가 원격지(Remote)에서 수행되더라도 로컬과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지원함.  

Backup & Recovery 데이터 변경에 대해 Memory 또는 Disk 에 Logging 을 수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복구가 가능함.

 

Replication 로컬에 저장된 Log 들을 원격지로 전송하고 적용(Apply)하여 장애 시 
신속한 Failover 를 가능하게 함.

 

Table, Direct Table, Queue Object 3 가지 Type 의 Object 를 지원하고 있음.
- Normal Table : 일반적인 Table
- Direct Table : 숫자 컬럼을 Key 로 하는 성능 극대화 Table
- Queue Table :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 들간의 빠른 Message 전달, 통신을 위한 Table

  (1:1, N:1, 1:N, N:N 통신 모두 가능함)

 

Automatic Memory Segment Extension Object 및 Undo 세그먼트의 메모리 영역이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이를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Max 까지 확장

 

Simple Trigger Event 를 감지하여 해당 Event 를 Queue 에 누적하는 기능  

Meta Management 사용자가 생성한 Instance 및 Object 정보들을 Meta 로 관리하는 기능.
metaManager 툴을 이용하여 meta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Simple SQL Execution Environment metaManager 툴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간단한 SQL 을 통해 
조회, 변경, 삭제할 수 있는 기능

 

 

골디락스는 Table 이나 Queue 와 같은 Object 에 대해 다양한 연산을 제공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연산에 대해 대응하는 API 를 제공하며, 해당 연산들은 대부분 Meta Management Tool 을 통해서 운영 중에도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연산명 설명 연관 API

Create 명시된 Object를 생성한다. dbmExecuteDDL

Drop 명시된 Object를 삭제한다. dbmExecuteDDL, dbmDropTable,  
dbmDropQueue, dbmDropIndex

Truncate 명시된 Object의 데이터를 초기화(삭제)한다. dbmTruncate 

Insert 명시된 Table에 레코드를 삽입한다. dbmInsertRow 

Update 명시된 테이블의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변경한다. dbmUpdateRow 

UpdateCol 테이블의 특정 컬럼들을 지정하여 변경한다. dbmColBind, dbmUpdateRowByCols
dbmClearBind 

Delete 명시된 테이블의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삭제한다. dbmDeleteRow

Select 명시된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조회한다. dbmSelectRow 

SelectGT/LT 특정 값보다 큰(작은) 레코드를 조회한다. dbmSelectRowGT, dbmSelectRowLT

Fetch Cursor 를 이용하여 Snapshot 형태의 레코드 셋을 조회한다. dbmOpenCursor,
dbmOpenCursorLT, dbmOpenCursorGT

dbmFetchRow, 
dbmFetchNextLT, dbmFetchNextGT, 
dbmCloseCursor

Select For Update Commit/Rollback 전 까지 레코드의 변경을 막고 조회를 수행한다. dbmSelectForUpdateRow 

Commit 이전에 수행된 모든 연산을 확정한다. dbmCommit

Rollback 이전에 수행된 모든 연산을 원래대로 복원한다. dbmRollback



Get/Set Index 테이블에서 조회 시 사용할 기본 인덱스를 조회 및 지정한다. dbmGetIndex, dbmSetIndex

GetRowSize 테이블의 레코드 크기를 조회한다. dbmGetRowSize

모듈 구조

골디락스는 내부적으로 아래의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듈 및 기능명 역 할

User Data Space Table 및 Queue, Index Key 등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유메모리 영역

System Undo Space 각종 변경 연산에 대해 Undo Log 가 저장되는 공유메모리 영역

Transaction Manager 사용자가 수행하는 모든 연산들에 대해 Transaction 을 할당하고 DDL 을 처리하며,
Transaction 에 포함된 Table 및 Queue Manager 들을 관리하는 모듈

Table Manager Table Object 에 수행되는 모든 연산들을 직접 처리하는 모듈.
Table 의 Record 에 Lock 을 걸고 필요한 Logging 을 수행하고 실행시점에 적합한 Version의 Record 를
읽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Queue Manager Queue Object 에 대한 Enqueue, Dequeue  작업을 수행하는 모듈

Index Manager 특정 Table 에 소속되어 Key 값을 이용한 Tree 검색 및 변경, 복구에 사용되는 모듈

Recovery Manager 프로세스 다운 등의 장애 시에 데이터의 정합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Transaction 복구를
담당하는 모듈

Segment Manager 공유 메모리 Segment 를 다양한 모듈이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Memory 관리자 모듈

Dictionary Manager 각종 Meta 정보들을 System Dictionary Table 로 관리하기 위한 모듈

Lock Manager 골디락스가 사용하는 Table Lock, Record Lock 등 각종 Lock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

Memory Log Manager Undo Space 에서 Memory Logging 영역을 확보하고 다른 모듈로부터의 Logging 요청을 수행하는 모듈

Disk Log Manager 노드 장애 및 이중화를 위해 사용되는 Log 를 File 에 기록하는 모듈

Propery File 골디락스를 사용하는 프로세스의 기동 시 Property File 을 읽어 기본 동작 환경을 구성함.
공통 설정 및 Instance 별 설정 항목들이 존재함

Sender/Receiver Process

(개발 중) 

이중화를 위해 별도의 Sender 프로세스로 기동되어 골디락스 엔진이 기록한 
Disk Logging 파일을 읽어서 Receiver 에게 전달함. 
Receiver 프로세스는 이를 수신하여 자신의 로컬 DB 에 데이터를 적용(Apply)함

Listener Process 원격 Client 로부터의 연산요청들을 수신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Recover Process 수동 또는 자동으로 Storage 에 저장된 Log 들을 읽어서 DB 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세스



metaManager 다수의 Instance 및 Object 들을 관리하고, SQL Like 방식으로 데이터의 조회/변경/삭제 등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

Trace Logger 고 성능의 Trace Logging 을 담당하는 모듈

 

패키지 다운로드

smurf@onmirsoft.com 또는 , 으로 골디락스 패키지 요청 메일을 보내면 최신의 제품(라이센스support@sunjesoft.com sales@sunesoft.com 
포함)과 매뉴얼을 수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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