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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디락스 설치 및 사용법

초기 골디락스를 사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들을 설명한다. 
골디락스를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는 아래에서 설명할 "패키지 설치" 부터 "Object 생성 및 연산 수행" 의 과정을 수행해보면 골디락스 사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패키지 설치

골디락스 패키지 설치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 tgz 파일을 원하는 위치에 압축 해제하면 된다.
만약 패키지의 홈 디렉토리를 $HOME/dbm_home 로 설정할 것이라면 해당 디렉토리 안에서 아래의 명령을 수행하면 된다.
패키지 설치 후에는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서(smurf@onmirsoft.com) 이를 conf 디렉토리에  라는 파일로 저장해두어야 한다.dbm.license



$> gzip -cd goldilocks_2.1.0.tgz | tar xvf -

디렉토리 구조

위와 같이 골디락스 패키지를 설치하면 다음과 같은 디렉토리들을 볼 수 있다.

디렉토리이름 설 명

bin 골디락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데몬 및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위한 디렉토리
(dbmExp, dbmImp, olsnr, metaManager, dbmRecover, merr 등) 

conf 프로퍼티 파일 및 에러 정의 파일, 배너 파일을 위한 디렉토리
(dbm.cfg, dbm.banner, dbm.error)
dbm.license 는 설치 후 별도로 라이센스 저장

demo 골디락스 API 를 이용한 sample 프로그램들이 위치

include 골디락스 사용 시 참조할 헤더파일들을 위한 디렉토리
(dbmAPI.h, dbmDef.h) 

lib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존재하는 디렉토리
(libdbm.so, libcmn.so) 

trc 골디락스 수행 중 발생하는 Trace 로그를 기록하는 디렉토리

WAL Disk 로그를 기록하는 디렉토리
디스크 로깅 모드에서만 사용되는 위치로 물리적 디스크의 IOPS에 따라 성능이 결정된다. 

환경설정

다음은 골디락스 사용 시 설정해야하는 환경변수를 정리한 것이다.

필수적인 환경변수는 패키지 설치 후 반드시 설정을 해주어야만 골디락스 환경에서 개발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환경변수이름 설 명 필수 비 고

DBM_HOME 골디락스를 설치한 디렉토리 O  

PATH $DBM_HOME/bin 디렉토리를 PATH 에 추가 O  

LD_LIBRARY_PATH $DBM_HOME/lib 디렉토리를 LD_LIBRARY_PATH 에
추가

O  

DBM_INSTANCE Default 로 접속할 인스턴스 이름 O Default 이외의 다른 인스턴스로 접속하고
싶으면 
환경변수를 수정하거나, metaManager 에서 
connect 명령어를 이용하여 접속 변경 

DBM_SHM_PREFIX 공유메모리 파일의 이름 충돌을 막기 위해 Prefix 를 추가 X 단일 사용자 환경에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다수의 사용자가 각각 자신의 Database 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수로 설정해야 함. 

위와 같은 환경변수 설정은 $DBM_HOME 디렉토리내에 있는 goldilocks.dbm.env 파일을 이용하여 한번에 설정할 수 있다.
만약 패키지를 설치한 디렉토리가 아래와 같이 $HOME/dbm_home 이 아니라면 이를 수정한 후 적용하면 된다.
또한, Default 로 사용할 인스턴스 이름 역시 수정한 후 적용하면 된다. (이는 O 사의 SID 와 유사하다.)

$ cat goldilocks.dbm.env
########################################
# ONMIR DBM, Goldilocks Run-Time Env
########################################
export DBM_HOME=$HOME/dbm_home
export DBM_INSTANCE=demo
export PATH=$DBM_HOME/bin:$PATH
export LD_LIBRARY_PATH=$DBM_HOME/lib:$LD_LIBRARY_PATH

$ source ./goldilocks.dbm.env



골디락스는 Posix 방식의 공유메모리를 사용한다.
Posix 방식의 공유메모리는 메모리 Segment 를 할당할 경우, /dev/shm 디렉토리 아래에 메모리 Segment 와 대응되는 파일이
생성된다.
골디락스를 이용하여 딕셔너리, 인스턴스, 각종 Object 를 생성할 경우 기본적으로 /dev/shm 바로 아래에 파일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 하나의 서버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자신만의 시험 환경을 꾸미고 싶은 경우에는, 파일 이름의 충돌이 생길 수 있어서 서로 간의
간섭으로 정상적인 동작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각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prefix 이름을 DBM_SHM_PREFIX 환경 변수를 이용하여 설정해두도록 한다.

그러면, 각 사용자가 /dev/shm/$DBM_SHM_PREFIX 와 같은 형태로 서로 다른 디렉토리를 사용하게

되어 충돌을 피할 수 있다. 

프로퍼티 설정

$DBM_HOME/conf 디렉토리에는 골디락스에서 사용하는 프로퍼티 설정을 위한 dbm.cfg 파일이 존재한다.

사용자가 설정가능할 프로퍼티들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를 보면 프로퍼티 별로 "공통"과 "인스턴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공통 : 해당 프로퍼티가 전체 인스턴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프로퍼티

인스턴스 : 특정 인스턴스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

만약 공통과 인스턴스 섹션에 같은 이름의 프로퍼티에 대해 다른 설정이 존재한다면 인스턴스의 설정이 공통의 설정을

우선한다.

프로퍼티 이름 공통 인스턴스 기본값 설 명 비 고

UNDO_SLOT_SIZE O O 262,144 데이터 변경연산 발생 시 Undo Log 를
기록할 Slot 의 크기

OLTP 성의 변경량이 작은
트랜잭션일수록
작은 값으로 설정하여 메모리를
절약 가능 UNDO_INIT_SIZE O O 128 인스턴스 생성 시 초기 Undo 메모리

할당 크기 (Slot 갯수)

UNDO_EXTEND_SIZE O O 128 Undo 공간의 부족으로 확장(Extend) 시

한번에 확장할 크기 (Slot 갯수)

UNDO_MAX_SIZE O O 400 Undo 공간의 최대 확장 크기 (Slot 갯수)

TABLE_INIT_ROWS O O 10,000 테이블의 초기 메모리 할당 크기 (Row
갯수)

사용자가 테이블 생성 시 SQL
에서 
init, extend, max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Default 로 생성했을 경우
테이블의 
저장가능한 Row 개수 범위를
지정하는 프로퍼티.
1천만건 이상의 Row 가 저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테이블의 경우 반드시
max 
크기를 큰 값으로 지정하여 테이블
생성 필요. 

TABLE_EXTEND_ROWS O O 100,000 테이블 공간의 부족으로 확장 시 
한번에 확장할 크기 (Row 갯수)

TABLE_MAX_ROWS O O 10,000,000 테이블 공간의 최대 확장 크기 (Row
갯수)

DISK_LOG_ENABLE O O 0 Disk Logging 수행 여부 Default 는 Memory Logging 만
수행

DISK_LOG_DIR O O ?/WAL Disk Logging 파일 위치 '?' 는 $DBM_HOME 을
의미하며, 그외의 경우는 
절대경로로 기술한다. 

DISK_LOG_FILE_SIZE O O 10,485,760 하나의 Disk Logging 파일 크기  

DISK_LOG_BUFFER_SIZE O O 10,485,760 Disk Logging 을 위해 임시로 사용되는
메모리 크기

 

DISK_LOG_IO_TYPE O O 2 Disk Logging 시 IO 옵션 0 : NO SYNC
1 : FSYNC
2 : O_SYNC
3 : O_DIRECT
4 : O_DIRECT + O_SYNC 

Sample 로 작성해본 dbm.cfg 파일을 보면 아래와 같다.



dbm.cfg 파일에는 기본적으로 COMMON 섹션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후 추가되는 인스턴스에 대해 아래의 demo 및 demo_disk 와 같이 인스턴스 이름으로 섹션을 추가하여 인스턴스별 설정을 별도로 둘 수 있다. 

[COMMON]
UNDO_SLOT_SIZE       = 262144
UNDO_INIT_SIZE       = 128
UNDO_EXTEND_SIZE     = 128
UNDO_MAX_SIZE        = 400
TABLE_INIT_ROWS      = 10000
TABLE_EXTEND_ROWS    = 100000
TABLE_MAX_ROWS       = 1000000

[demo]
DBM_INSTANCE         = demo
                     # '[demo]' section name means 'DBM Instance Name'

[demo_disk]
#
# Disk Logging configuration
#
DBM_INSTANCE = demo_disk
DISK_LOG_ENABLE = 1
DISK_LOG_DIR         = ?/WAL
                     # '?' means $DBM_HOME or set absolute path
DISK_LOG_FILE_SIZE   = 10485760
DISK_LOG_BUFFER_SIZE = 10485760
DISK_LOG_IO_TYPE = 2
                     # 0: NO SYNC, 1: FSYNC, 2: O_SYNC, 3: O_DIRECT, 4: O_DIRECT
+ O_SYNC
                     # FSYNC : issues fsync() on every commit occurs
                     # O_SYNC : opens the log file with O_SYNC
                     # DIRECT : opens the log file with O_DIRECT

데이터베이스 및 인스턴스 생성

API 또는 metaManager 를 이용하여 각종 Object 관련 작업들을 수행하려면 최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주어야 한다.

metaManager($sys_dic_inst)> INITDB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었으면 테이블 등의 Object 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인스턴스도 생성해주어야 한다.
인스턴스는 모든 Object 들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인스턴스까지 생성하였다면 metaManager 와 API 를 이용한 프로그램 모두 해당 인스턴스에 접속하여 그 안의 다양한 Object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다수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내에서 하나의 Handle 을 통해서는 하나의 인스턴스 만을
접속하여 사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metaManager 를 이용할 때도 어느 시점에는 하나의 인스턴스에만 접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인스턴스의 Object 들을 접근하고자
한다면 먼저 "connect" 또는 "conn" 명령을 통해 해당 인스턴스로 접속을 해야 한다.

metaManager(default_ins)> CREATE INSTANCE demo; # demo instance creation
metaManager(demo)> CREATE INSTANCE demo2;       # demo2 instance creation.
connected to demo2 automatically.
metaManager(demo2)> SHOW INSTANCE               # show current instance name
intance      : demo2
metaManager(demo2)> CONNECT demo;               # connect to demo instance
metaManager(demo2)> CONN demo;                  # same with connect
metaManager(demo)> CREATE TABLE...              # various operations for object
in demo instance



Object 생성 및 연산 수행

인스턴스까지 생성했다면, 이제부터 사용자는 테이블이나 큐 등의 Object 를 metaManager 와 API 를 통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metaManager 를 통해 테이블을 생성하고 간단한 SQL 을 통해 테이블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만 보기로 한다.
좀더 자세한 사용법은 아래의 metaManager 챕터 또는 "Development Guide"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로, 골디락스에서 제공하는 .SQL 구문의 Keyword 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즉, select from 이라고 사용해도 되고, SELECT FROM 이라고 사용해도 된다.
사용자에 의해 주어지는 하므로 서로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인스턴스 이름이나  Object 이름, 컬럼 이름 등은 대소문자를 구분
즉, 테이블이름에서 t1 과 T1 은 각각 다른 테이블을 가리킨다. 

# connect to demo instance
metaManager(demo2)> CONNECT demo                       
 
# table creation
metaManager(demo)> CREATE TABLE demo_t1                     
 2 c1 INT,
 3 c2 CHAR(100)
 4 INIT 100 EXTEND 100 MAX 1000;
create success
 
# index creation is necessary 
metaManager(demo)> INSERT INTO demo_t1 VALUES( 1, 'aa' );
ERR-1034] No index in table.                                
 
# index creation
metaManager(demo)> CREATE INDEX idx_demo_t1 ON demo_t1 c1;  
create success
 
# record insertion
metaManager(demo)> INSERT INTO demo_t1 VALUES( 1, 'aa' );   
1 row inserted.

# Commit  
metaManager(demo)> COMMIT;                                  
commit success
 
# table full scan
metaManager(demo)> SELECT * FROM demo_t1;                   
c1 c2
----------------------------------------------------------------------------------------------------------------
1
aa
1 row selected

metaManager

metaManager 는 골디락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툴이다.
골디락스의 각종 Object 및 인스턴스, 딕셔너리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SQL Like 한 명령을 통해 손쉽게 데이터의 저장, 조회,
갱신, 삭제 작업 또한 수행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인스턴스는 metaManager 를 이용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metaManager 가 없다면 골디락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metaManager 의 모든 명령어 및 SQL Keyword 들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기본 명령어

metaManager 의 기본 기능들을 살펴본다. 
대부분의 기능은 help 명령어를 통해 사용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서에서는 주요 기능들만 설명하도록 한다.

help

help 명령을 통해 명령어의 전체 리스트 및 간단한 설명을 볼 수 있다.
help 뒤에 하위 명령어(set, show, sql)를  붙여서 해당 명령어의 기능 명세도 볼 수 있다.
다음은 metaManager 의 메인 메뉴를 보여준다. 



metaManager(demo)> HELP
help {[command]}           : show help message for commands
 command : set, show, sql
conn[ect] instance_name    : connect to specified instance
abort                      : abnormal termination of this program
desc [table_name]          : display the description of specified table
{[number]} ed              : edit the last or specified command
exit,q,quit                : quit this program
h, hist, history           : display command history with line number
initdb : initailize database
list {[option1] [option2]} : display objects' status
 option1 : all, instance_name
 option2 : all, instance, table, direct, queue
set [variable] [value]     : set environment variable
show [variable]            : show value of specified environment variable
SQL                        : execute sql (refer to sql syntax - help sql)
{[number]} /               : execute the last or previous specified command
! [command]                : execute OS command
@ [script_file]            : execute sql script file
?                          : help

help sql : metaManager 에 수행가능한 SQL 구문들을 보여준다. SQL Syntax 오류가 발생하거나 구문을 잊었을 경우 참고하면 유용하다.

History 및 명령어 재수행

metaManager 는 사용자가 수행한 명령의 History 를 내부적으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용자가 리스트를 보고 싶거나 그 중 특정 명령어를
재수행하고 싶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metaManager 는 명령어의 History 를 20 개까지 보관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History 명령어의 번호와 슬래쉬( / )를 사용하여 특정 명령어를 재수행할 수 있다. 
번호없이 슬래쉬만 입력하면 바로 직전의 명령어를 재수행하게 된다.
또는, 화살표 키를 이용하여 이전의 History 명령어들을 다시 찾아갈 수 있다. 

metaManager(demo)> HISTORY
 1 : create instance demo;
 2 : create instance demo2
;
 3 : show instance
 4 : set instance demo
 5 : create table demo_t1
c1 int,
c2 char(100)
init 100 extend 100 max 1000;
 6 : insert into demo_t1 values( 1, 'aa' );
 7 : create index idx_demo_t1 on demo_t1 c1;
 8 : insert into demo_t1 values( 1, 'aa' );
 9 : commit;
 10 : select * from demo_t1;
 11 : help
 12 : help show
 13 : help set
metaManager(demo)> 10 /
c1 c2
----------------------------------------------------------------------------------------------------------------
1
aa
1 row selected

테이블 명세(Description) 확인

desc 명령어를 이용하여 현재 인스턴스에 생성되어 있는 특정 Object 에 대해 스키마를 확인할 수 있다.
테이블의 ID 및 인덱스 갯수, 컬럼 정보, 인덱스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metaManager(demo)> DESC demo_t1
[ ID : 15 ] [ INSTANCE : demo ] [ NAME : demo_t1 ] [ INDEX : 1 ]
[ COLUMNS ]
------------------------------------------------------
NAME                      TYPE SCALE OFFSET
------------------------------------------------------
c1                        INT           0
c2                        CHAR( 100)    4
[ INDEX ]
------------------------------------------------------------------
NAME TYPE UNIQUE COLUMN
------------------------------------------------------------------
idx_demo_t1 B-TREE UNIQUE c1

명령어 Editing

metaManager 는 직전 또는 이전에 수행한 명령어에 대해 손쉬운 Editing 방법을 제공한다.
명령어 수정을 위한 Editor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metaManager(demo)> SET EDITOR vi
metaManager(demo)> SHOW EDITOR
editor : vi
metaManager(demo)> ED
desc Q1
metaManager(demo)> HISTORY
 1 : list
 2 : desc demo_t1
 3 : desc Q1
metaManager(demo)> 2 ed

Script 파일 실행

일련의 SQL 들을 파일로 저장해두고 이를 metaManager 상에서 한번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은 metaManager 기동 시 -f 옵션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다.



$> cat a.sql
CREATE TABLE T1 C1 INT;
CREATE INDEX IDX_T1 ON T1 C1;
INSERT INTO T1 VALUES(1);
INSERT INTO T1 VALUES(2);
INSERT INTO T1 VALUES(3);
INSERT INTO T1 VALUES(4);
INSERT INTO T1 VALUES(5);
COMMIT;
SELECT * FROM T1;

metaManager(demo)> @a.sql
create success
create success
1 row inserted.
1 row inserted.
1 row inserted.
1 row inserted.
1 row inserted.
commit success
c1
-----------
1
2
3
4
5
5 rows selected

$> metaManager -f a.sql
============================================================================
 * Goldilocks Meta Manager utility.
 * Copyright 2012-2014, OnmirSoft in Sunje Corporation or its subsidiaries.
 * All rights reserved.
============================================================================
create success
create success
1 row inserted.
1 row inserted.
1 row inserted.
1 row inserted.
1 row inserted.
commit success
c1
-----------
1
2
3
4
5
5 rows selected

객체 및 데이터 관리 SQL

데이터베이스 생성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골디락스를 사용하려면 최초에는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주어야 한다.
 명령을 통해 최초에 한번만 생성해주면 되며,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존재할 때 다시 생성하게 되면 에러를 발생시킨다.initdb

initdb 를 수행하면 골디락스는 내부적으로 딕셔너리 테이블 등의 Global 관리 메모리 영역들을 생성한다. 



metaManager> INITDB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이 완료되면 /dev/shm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파일들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DBM_SHM_PREFIX 환경변수를 abcd 라는 이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dev/shm/abcd 디렉토리 아래에 파일들이 생김)
이는 골디락스에서 내부적으로 메타정보 및 전역 정보들을 관리하는 영역임으로 절대 삭제해서는 안된다.
"$sys" 로 시작하는 것은 딕셔너리 테이블을 위해 사용되는 파일이며, "$idx_" 로 시작하는 이름의 파일은 각 딕셔너리 테이블의 인덱스 Object
파일이다.
각각의 딕셔너리 테이블에 대한 설명과 사용법은 "딕셔너리 테이블" 챕터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idx_sys_column_0_000    $idx_sys_instance_1_000  $idx_sys_table_2_000   
$sys_column_000 
$idx_sys_column_1_000    $idx_sys_instance_2_000  $idx_sys_table_3_000   
$sys_dic_inst_000 
$idx_sys_column_2_000    $idx_sys_object_0_000    $idx_sys_table_4_000   
$sys_index_000 
$idx_sys_index_0_000     $idx_sys_object_1_000    $idx_sys_trigger_0_000 
$sys_instance_000 
$idx_sys_index_1_000     $idx_sys_object_2_000    $idx_sys_trigger_1_000 
$sys_object_000 
$idx_sys_index_2_000     $idx_sys_object_3_000    $idx_sys_trigger_2_000 
$sys_table_000 
$idx_sys_index_3_000     $idx_sys_object_4_000    $idx_sys_trigger_3_000 
$sys_trigger_000 
$idx_sys_index_4_000     $idx_sys_table_0_000     $idx_sys_trigger_4_000 
$idx_sys_instance_0_000  $idx_sys_table_1_000     $idx_sys_trigger_5_000 

list 명령어를 이용하여 현재 생성된 인스턴스 및 object 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initdb 수행 직후 list 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이다. 
$sys_dic_inst 는 시스템 딕셔너리들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인스턴스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생성, 삭제할 수 없다.

metaManager> LIST

INSTANCE_NAME        MAXSIZE TOTAL_SLOT ALLOC_SLOT FREE_SLOT
 $sys_dic_inst          1024        128          0       128

TABLE_NAME           MAXSIZE TOTAL_SLOT ALLOC_SLOT FREE_SLOT
 $sys_column           32768      16384         53     16331
 $sys_index            16384       8192         27      8165
 $sys_instance          1024        128          1       127
 $sys_object           32768      16384          0     16384
 $sys_table             8192       4096          6      4090
 $sys_trigger          16384       8192          0      8192

인스턴스 생성

인스턴스는 사용자 관점에서는 하나의 논리적인 DB 라고 볼 수 있다.
사용자는 어느 순간에는 특정 instance 하나에만 접속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하나의 Handle 을 이용하여 동시에 두개의 Instance 에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용자는 인스턴스 내에 자신이 원하는 Object 를 구성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골디락스는 내부적으로 복구 로직을 수행하는데, 해당 복구는 인스턴스 단위로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인스턴스 내 Object 들에 대한 변경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경우, 골디락스는 해당 연산들에 대해 Undo 영역에 로깅을 수행하고, 만약
사용자가 Commit 을 수행하지 못한 채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골디락스가 해당 Undo 로그를 분석하여 마지막 트랜잭션을 정상적으로 Rollback
시켜준다.
이렇게 복구에 사용되는 Undo 영역은 인스턴스 당 하나의 영역이 할당된다.
인스턴스 별 Undo 영역의 크기는 사용자가 Property 파일에 미리 설정할 수 있다.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구문은 다음과 같다.



metaManager> CREATE INSTANCE demo INIT 30 EXTEND 30 MAX 400;
metaManager> SHOW INSTANCE
instance        : demo

구 문 설 명

CREATE INSTANCE
instance_name

instance 생성 구문.
init, extend, max 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프로퍼티 파일($DBM_HOME/dbm.cfg)에서 UNDO_XXX 설정들을
기본값으로 사용한다. 

[INIT init_count] 초기 undo 로깅을 위해 할당할 영역의 크기를 지정한다. 
init_count 값은 undo 로깅을 기록할 slot 을 초기에 몇개를 미리 만들어둘 것인가를 지정한다.
slot 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256 KB 이며, 이 또한 프로퍼티 파일에서 변경 가능하다.
따라서, init_count 를 100 으로 지정하였다면 인스턴스 생성 시 해당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Undo 영역을 초기에
25 M 정도를 할당함을 의미한다.

[EXTEND extend_count] init_count 로 할당한 Undo 영역의 메모리가 부족하여 한번에 추가로 확장할 slot 의 갯수를 의미한다.

[MAX max_count] 최대로 확장 가능한 Undo 영역의 slot 갯수를 지정한다.

init, extend, max 의 크기는 해당 인스턴스내에서 수행할 트랜잭션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트랜잭션이 10 여개 이하의 SQL 로 구성된 짧은  형태라면, init, extend, max 값은 프로퍼티에 설정된
기본값을 그대로 이용해도 무난하다.
이럴 때는 init, extend, max 값 지정 구문은 생략이 가능하다.
트랜잭션 형태에 대한 예측이 힘들다면, 메모리 절약을 위해 init, extend 값을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max 값만 큰 값으로 지정하여
필요할 때마다 자동 확장되도록 해도 된다.
한번 확장된 Undo 영역은 다시 줄어들지 않으며, 트랜잭션이 Commit 이나 Rollback 되면 공간은 재사용된다. 

위와 같이 metaManager 상에서 demo 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했다면, metaManager 는 자동으로 새로 생성된 demo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준다.
내부적으로 create & connect 를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것이다. (connect 는 아래 '인스턴스 접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는 위에서와 같이 show instance 명령을 통해 현재 접속된 인스턴스를 조회해보면 알 수 있다.

demo 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다음의 2 가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dev/shm/${DBM_SHM_PREFIX}/demo 라는 인스턴스용 디렉토리가 생성된다. 
$sys_instance 라는 딕셔너리 테이블에 신규로 생성된 인스턴스 정보가 등록된다.

metaManager> SET VERTICAL on
metaManager> SELECT inst_id, inst_name, init_size, extend_size, max_size
 2  FROM $sys_instance
 3 WHERE inst_name = 'demo';
inst_id     : 38
inst_name   : demo
init_size   : 32
extend_size : 32
max_size    : 400
1 row selected

인스턴스 삭제

생성되어 있는 인스턴스를 삭제할 때는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스턴스를 삭제하면 해당 인스턴스 내에 존재하는 모든 Object 들도 함께 영구 삭제되기 때문이다.
인스턴스의 삭제는 반드시 시스템 딕셔너리 인스턴스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생성한 인스턴스에 접속한 채로 특정 인스턴스의 삭제 명령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에러를 만날 것이다.

ERR-3937] Cannot drop unprivileged instance. Change to system instance(connect $sys_dic_inst). 

다음과 같이 $sys_dic_inst 로 접속한 후 drop instance 구문을 수행한다.

metaManager> CONNECT $sys_dic_inst;
metaManager> DROP INSTANCE demo; 



인스턴스 접속

골디락스는 내부에 다수의 인스턴스를 생성,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특정 인스턴스 내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면 해당 인스턴스로
접속을 해야 한다.
인스턴스에 접속할 때는 conn[ect] 명령을 사용하며, 접속 상태를 확인할 때는 show instance 명령을 사용하면 된다.
인스턴스의 종류에는 시스템 인스턴스($sys_dic_inst)와 사용자 인스턴스가 있다. 접속 방법은  두 종류 모두 동일하다.

metaManager> CONNECT demo
metaManager> CONN demo
metaManager> SHOW INSTANCE
instance     : demo  

Object 생성 및 삭제

골디락스가 지원하는 Object 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Object 의 생성 및 삭제(DDL) 과정 중에는 골디락스 내부적으로 물리적인 메모리의 할당 및 파일의 생성, 삭제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되도록
서비스가 진행 중이거나 운영 중일 경우에는 DDL 수행을 권장하지 않는다.

객체이름 설 명 생성구문 삭제구문

일반테이블 일반 테이블 create table table_name ... drop table table_name

다이렉트
테이블

숫자컬럼 하나만 인덱스키로 구성 가능한 성능 테이블 create direct table table_name
...

drop table table_name

트리거 특정 테이블에 발생하는 이벤트를 이벤트 큐에 쌓아줌 create trigger trigger_name ... drop trigger
trigger_name

큐 테이블 1:1, 1:N, N:1, N:N 데이터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테이블

create queue queue_name ... drop queue queue_name

인덱스 테이블의 빠른 데이터 검색을 위해 사용되는 Object create index index_name ... drop index index_name

골디락스는 Object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약사항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하도록 한다.

테이블 이름의 최대 길이는 32 byte 이다.
컬럼 이름의 최대 길이는 32 byte 이다.
최대 레코드 크기는 4096 byte 이다.
현재의 골디락스는 한 테이블에 최대 약 21 억건까지 삽입이 가능하다.
현재 인덱스 키의 최대 길이가 64 byte 이기 때문에 키 컬럼의 합이 64 byte 를 넘을 수 없다. -> 128 byte 이상으로 확장 예정
하나의 테이블에 생성할 수 있는 인덱스의 갯수는 최대 6 개이다.
이미 삽입된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인덱스를 생성할 수 없다.
다이렉트 테이블에는 하나의 UNIQUE 인덱스만 생성할 수 있으며 키 컬럼은 반드시 정수형이어야 한다.
인덱스의 키 컬럼에 대한 UPDATE 는 현재 지원되지 않는다.

일반 테이블 생성

CREATE TABLE table_name (
   column1   DATATYPE,
   column2   DATATYPE,
   column3   DATATYPE,
   ...
   columnN   DATATYPE ) 
[INIT init_count] [EXTEND extend_count] [MAX max_count];

ex> 
CREATE TABLE demo_table (
    c1       int,
    c2       char(100),
    c3       short,
    c4       long )
init 1000000 extend 100000 max 10000000;             

테이블 생성 중 골디락스에서 지원하는 컬럼 타입(datatype)은 다음과 같다.

컬럼타입 설명 크기 (Byte) 범 위



char 문자형 0~4,096  

short signed short 형 2 -32768~32767

int signed int 형 4 -2147483648~2147483647 (INT_MIN ~ INT_MAX)

long signed long 형 8 LONG_MIN ~ LONG_MAX

생성 구문에서 init, extend, max 인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init       : 테이블 생성 시 초기 할당할 메모리의 크기 (레코드의 수)

extend : init 으로 할당한 메모리가 소진되었을 경우 확장할 메모리 크기 (레코드 수)

max     : 테이블의 확장가능한 최대 레코드 수

일반테이블 삭제

DROP TABLE table_name;

테이블을 삭제(Drop)하게 되면 테이블 내에 삽입되어 있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됨과 동시에, /dev/shm/${DBM_SHM_PREFIX}/instance_name
아래의 해당 테이블을 위한 파일과 인덱스를 위한 파일들도 함께 삭제된다.
또한, $sys_table 및 $sys_index, $sys_column 내의 관련 정보들도 함께 삭제된다.
이렇게 삭제된 정보 및 데이터들은 절대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중요 테이블을 실수로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이렉트 테이블 생성

일반 테이블의 생성 구문에 direct 라는 키워드를 추가하여 생성하면 된다.
다이렉트 테이블의 경우는 Key 가 되는 숫자 컬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CREATE DIRECT TABLE table_name ( 
    column1 DATATYPE, 
    column2 DATETYPE, 
    column3 DATETYPE, 
    ... 
    columnN DATETYPE ) 
[INIT init_count] [EXTEND extend_count] [MAX max_count];

ex> 
CREATE DIRECT TABLE demo_table (
    c1      INT,
    c2      CHAR(100),
    c3      SHORT,
    c4      LONG )
INIT 1000000 EXTEND 100000 MAX 10000000;  

다이렉트 테이블 삭제

일반 테이블의 삭제 구문과 동일하다.

DROP TABLE table_name; 

큐 테이블 생성

큐 테이블은 DB 의 테이블을 일반적인 FIFO 큐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데이터를 삽입하는 측에서 Enqueue 를 수행하면, 해당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측에서 Dequeue 를 수행한다.

이는 프로세스 간 또는 스레드 간에 데이터를 Low Latency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큐 테이블이 아닌 경우 데이터가 삽입되었을 경우에도 다른 프로세스 및 스레드는 이를 인지할 수 없다.
직접 테이블의 데이터를 조회해보아야만 데이터 삽입이 완료되었는지를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큐 테이블은 데이터 수신을 원하는 측에서 Dequeue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으면, 데이터를 삽입하는 측에서 Enqueue 를 수행하는 즉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스레드 및 프로세스들을 깨워주게 된다.

큐 테이블은 내부적인 인덱스가 자동 생성된다.



CREATE QUEUE queue_name 
MSGSIZE msg_size
[INIT init_count] [EXTEND extend_count] [MAX max_count];

ex> 
CREATE QUEUE demo_queue
MSGSIZE 500
INIT 1000000 EXTEND 100000 MAX 10000000;   

init, extend, max 옵션의 의미는 테이블을 생성할 때와 동일하다.

큐 테이블 삭제

큐 테이블 삭제는 일반 테이블 및 다이렉트 테이블과 같은 방식으로 삭제할 수 있다.
다른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및 물리적인 파일, 딕셔너리에 존재하는 메타 데이터까지 모두 삭제되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DROP TABLE queue_name;
DROP QUEUE queue_name; 

테이블 및 큐 데이터 초기화

테이블 및 큐를 삭제하지 않고 데이터만 모두 지워서 초기화시키고자할 경우 사용한다.
데이터 초기화를 위해서는 truncate 구문을 사용하며,  이를 수행할 경우 테이블 스키마는 그대로 존재하는 반면, 그동안 삽입되었던 데이터 및
확장되었던 메모리 세그먼트가 초기 상태로 되돌려지게 된다.

TRUNCATE TABLE table_name;
TRUNCATE TABLE direct_table_name;
TRUNCATE TABLE queue_name; 

트리거 생성

특정 테이블에 I / U / D 와 같은 변경 연산이 발생하면, 이를 이벤트처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트리거를 생성하여 특정 테이블과 연결해두면, 해당 테이블에 변경연산이 발생할 경우 골디락스는 해당 이벤트 종류와 데이터 정보들을 묶어서 지정된
큐로 삽입을 해준다.
사용자는 해당 큐에서 Dequeue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Dequeue 할 수 있는 데이터는 Commit 된 것들만 해당된다. 
트리거는 아래와 같은 구문으로 생성하며, 생성 결과는 $sys_trigger 딕셔너리 테이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REATE TRIGGER trigger_name source_table_name target_queue_name;

trigger_name : 생성할 트리거 이름
source_table_name : 이벤트가 발생하는 Source 테이블
target_queue_name : 발생한 이벤트 정보를 삽입할 target 테이블

트리거 삭제

트리거를 삭제하면 더이상 테이블의 변경 연산에 대한 이벤트 정보가 큐로 삽입되지 않으며, $sys_trigger 딕셔너리 테이블에서도 트리거 정보가
삭제된다.

DROP TRIGGER trigger_name;

인덱스 생성

인덱스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검색하기 위해 사용된다.  
골디락스의 인덱스는 B-Tree 구조를 사용하며, Unique 타입과 Non-unique 타입을 모두 지원한다. 명시하지 않는 경우 Unique 인덱스이다.

Unique 타입 : 테이블 내에서 Key 값이 유일해야 한다.
Non-unique 타입 : 중복된 Key 값을 허용한다.



골디락스 인덱스는 다음과 같은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

하나의 테이블에 만들 수 있는 인덱스 갯수는 최대 6 개이다. ( 다이렉트 테이블은 1 개 - 숫자형 )
인덱스를 생성하기 전에 데이터를 삽입하면 안된다. 인덱스를 먼저 생성한 후 데이터를 삽입해야 한다.
단일 키 컬럼 인덱스이건 복합 키 컬럼 인덱스이건 해당 키컬럼 길이를 모두 합한 길이는 64 bye 이내이어야 한다. (확장 예정)
큐 테이블에는 인덱스를 생성할 수 없다.

CREATE [UNIQUE | NON UNIQUE] INDEX index_name ON table_name ( column1, column2,
... columnN );

ex> 
# unique index
CREATE INDEX idx_demo_table ON demo_table ( c1 );
CREATE UNIQUE INDEX idx_demo_table ON demo_table ( c1 );

# non unique index
CREATE NON UNIQUE index idx_demo_table ON demo_table ( c1 );

인덱스 삭제

인덱스는 다음과 같은 구문으로 삭제할 수 있다.

DROP INDEX index_name;

데이터 관리

위에서는 Object 의 생성 및 관리에 관한 SQL 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생성된 Object 에 대해 데이터를 삽입/조회/갱신/삭제하는 SQL 구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골디락스에서 제공하는 SQL 구문은 표준 SQL 구문과 유사하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INSERT

일반 테이블 및 다이렉트 테이블에 레코드를 삽입한다. 

INSERT INTO table_name ( column1, column2, ... columnN ) VALUES ( value1,
value2, ... valueN );

ex> 
INSERT INTO demo_table (c1, c2, c3, c4) VALUES ( 1, 'aaaa', 234, 5678 );   

SELECT

일반 테이블 및 다이렉트 테이블의 레코드를 조회한다.
데이터를 조회할 때 주의할 점은 조회하는 테이블의 인덱스 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인덱스 키 컬럼에 맞지 않는 컬럼들의 조건을 where 절에 부여하면 일반 DBMS 와는 달리 에러를 만나게 된다.
일반 DBMS 의 경우 key-value 방식의 DB 가 아니기 때문에 인덱스가 없어도 속도가 느릴지언정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골디락스의 경우 where 조건으로 부여할 컬럼들이 모두 인덱스의 구성 컬럼이어야 한다.

인덱스 설계 시에는 해당 테이블에 대해 가장 적합한 형태의 조건들이 무엇일지를 예측하여, unique 인덱스와 non

unique 인덱스를 적절한 조합으로 생성해두어야 한다. 



SELECT column1, column2, ... columnN
  FROM table_name
[WHERE condition];

ex> 
SELECT c1, c2, c3, c4 
  FROM demo_table;

SELECT c1, c2, c3, c5 
  FROM demo_table
 WHERE c1 = 1; 

UPDATE

테이블의 레코드를 갱신한다. 
갱신하려는 레코드를 검색하기 위한 조건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UPDATE table_name
   SET column1 = value1, column2 = value2, ... columnN = valueN
 WHERE { condition };

ex> 
UPDATE demo_table
   SET c2 = 777
 WHERE c1 = 1 and c3 = 999; 

DELETE

테이블의 레코드 데이터를 삭제한다.
삭제하려는 레코드를 검색하기 위한 조건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DELETE FROM table_name
 WHERE {condition};

ex> 
DELETE FROM demo_table
 WHERE c1 = 1;    

COMMIT / ROLLBACK

테이블에 대한 변경 연산들에 대해 Commit 또는 Rollback 을 수행한다.
Commit 이나 Rollback 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수행하면, 골디락스는 내부적으로 현재까지의 변경을 확정하고 Lock 을 해제한다.
트랜잭션 동안 할당되었던 Undo 영역도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해제된다. 

COMMIT;
ROLLBACK; 

ENQUEUE

큐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한다.

ENQUEUE INTO queue_name VALUES ( value );

ex> ENQUEUE INTO demo_queue VALUES ( 'abcde test' );



DEQUEUE

큐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검색, 조회하고 삭제한다.

DEQUEUE FROM queue_name;  

ex> DEQUEUE FROM demo_queue;  

딕셔너리 테이블

현재 골디락스에서 제공하는 딕셔너리 테이블은 6 가지가 있다.
딕셔너리 테이블의 이름에는 Prefix 로 '$' 가 추가된다.  해당 Prefix 는 사용자가 테이블을 만들 때 첫문자로 사용할 수 없다.

모든 딕셔너리 테이블들은 시스템 딕셔너리 인스턴스($sys_dic_inst) 내에 존재하며, 사용자에 의한 생성 및 삭제가 금지된다.
딕셔너리 인스턴스와 딕셔너리 테이블들은 모두 initdb 과정에서 골디락스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다.

생성된 이후의 메타 정보 갱신 및 추가는 사용자의 DDL 수행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된다.
프로세스의 비정상 종료 시를 대비하여 딕셔너리 정보들은 DDL 수행 시에 항상 복구 준비 과정을 수행하며, 장애 발생 후 재기동 과정에서 골디락스에
의해 자동으로 복구가 수행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dev/shm/${DBM_SHM_PREFIX} 내에 있는 딕셔너리 관련 파일들을 삭제하였을 경우, 골디락스에 의한 복구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어서  이 후의 정상적인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 름 설 명

$sys_column 테이블의 컬럼 정보들이 저장되는 테이블

$sys_index 인덱스 정보들이 저장되는 테이블

$sys_instance Database 내에 존재하는 인스턴스 정보들이 저장되는 테이블

$sys_object 테이블, 큐, 인덱스, 트리거 등 골디락스에서 생성된 모든 Object 들의 Simple 정보를 유지하는 테이블

$sys_table 시스템의 모든 테이블 정보가 저장되는 테이블

$sys_trigger 트리거 정보가 저장되는 테이블

$sys_column

$sys_column 테이블은 시스템(Database) 내의 모든 테이블의 컬럼 정보들을 취합하여 모아둔 딕셔너리 테이블이다.
$sys_column 테이블의 컬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컬럼 구성은 desc $sys_column 명령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컬럼이름 타입 설 명

key char(64) Unique Key(인스턴스 ID + 테이블 ID + 컬럼 ID)

column_id int 컬럼 ID - 테이블 내에서 유일한 값

inst_id long 컬럼이 속한 인스턴스의 ID

table_id long 컬럼이 속한 테이블의 ID

column_type int 컬럼 타입
0 : char
1 : int
2 : long
5 : short 

column_name char(32) 컬럼 이름

size int 컬럼의 크기

offset int 테이블 내에서 컬럼의 시작 위치

precision int 정밀도

scale int 소숫점 이하 자리수

$sys_index

$sys_index 는 시스템의 모든 인덱스 메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테이블이다.



컬럼이름 타입 설 명

key char(64) Unique Key (인스턴스 ID + 테이블 ID + 인덱스 이름)

index_id long 인덱스 ID

inst_id long 인덱스가 속한 인스턴스의 ID

table_id long 인덱스가 속한 테이블의 ID

inst_name char(32) 인덱스가 속한 인스턴스의 이름

table_name char(32) 인덱스가 속한 테이블의 이름

index_name char(32) 인덱스 이름

index_type int 인덱스 타입 (B Tree 만 지원)
0 : B Tree 

column_count int 인덱스의 키 컬럼 갯수

key_size int 인덱스 키의 총 길이

key_cols char(480) 키 컬럼 정보 리스트

create_time char(16) 인덱스 생성 시간

$sys_instance

시스템에 현재 생성되어 있는 인스턴스의 간단한 정보들을 보여준다.
시스템 딕셔너리 인스턴스와 사용자가 생성한 인스턴스를 모두 조회할 수 있다.

컬럼이름 타입 설 명

key char(64) Unique Key (인스턴스 이름 + 인스턴스 이름)

inst_id long 인스턴스 ID

inst_name char(32) 인스턴스 이름

max_seq_no int 현재 미사용

init_size long Undo 로그 기록을 위해 초기 할당할 Slot 개수

extend_size long init_size 가 모자랄 경우 한번에 확장할 Slot 개수

max_size long Undo 공간의 최대 확장 가능 Slot 개수

create_time char(16) 인스턴스를 생성한 시간

$sys_object

시스템에 생성되어 있는 모든 Object 들의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사용자가 새로운 Object 를 추가로 생성하거나 기존의 Object 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골디락스는 내부적으로 $sys_object 를 조회하여 중복 여부를
판단한다.

컬럼이름 타입 설 명

inst_name char(64) Object 가 속한 인스턴스 이름

object_name char(32) Object 이름

object_type char(32) Object 타입
(테이블, 다이렉트테이블, 큐, 인덱스, 트리거) 

$sys_table

딕셔너리 테이블들의 정보를 포함하여 시스템의 모든 테이블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컬럼이름 타입 설 명

key char(64) Unique Key (인스턴스 이름 + 테이블 이름)

inst_id long 테이블이 속한 인스턴스의 ID

table_id long 테이블 ID



inst_name char(32) 테이블이 속한 인스턴스의 이름

table_name char(32) 테이블 이름

table_type int 테이블 타입
0 : 일반테이블
1 : 큐 테이블
2 : 다이렉트 테이블 

column_count int 테이블에 속한 컬럼의 개수

record_size int 테이블 레코드의 크기 (Byte)

init_size long 초기 테이블 생성 시 할당할 메모리 크기 (레코드 개수)

extend_size long init_size 로 부족 시 한번에 확장할 크기 (레코드 개수)

max_size long 테이블에 최대로 삽입 가능한 레코드 개수

timeout int 현재 미사용

nologging_flag int Disk 로그를 기록할 것인지 여부

1 : Disk 로그 미기록

0 : Disk 로그 기록 

index_name char(192) 테이블에 속한 인덱스 이름 리스트

create_time char(16) 테이블 생성 시간

$sys_trigger

트리거의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딕셔너리 테이블이다.

컬럼이름 타입 설 명

inst_name char(32) 트리거가 속한 인스턴스의 이름

trigger_name char(32) 트리거 이름

event_source char(32)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Source 테이블 이름

event_target char(32) 이벤트 발생 시 이벤트 정보를 삽입할 Target 큐 이름

enable_flag char(8) 트리거 사용 여부 (현재는 생성 시 무조건 Enable)

로깅 및 복구 

골디락스는 기본적으로 In-Memory 상에 데이터를 저장하며,  장비의 재구동, Shared memory 의 삭제등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데이터는 유실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골디락스는 반영된 트렌젝션 로그를 Disk와 같은 Stable 한 장치에 기록하는 로깅과 이러한 파일들을 통해 데이터를
복구하는 복구 기능을 제공한다.  

로깅 

골디락스의 로깅은 각각의 인스턴스 단위로 이루어지며, dbm.cfg 에 Instance 별로 각각 별도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인스턴스 생성시에
dbm.cfg 파일에 DISK_LOG_ENABLE 값이 세팅되어있다면 해당 인스턴스는 디스크로깅 모드로 동작하며, Commit 된 모든 트렌젝션을 디스크에
기록한다. 각각의 트렌젝션은 분리된 로드 파일을 만들어 저장하고, DISK_LOG_FILE_SIZE 에 설정된 크기만큼 파일을 잘라가며 기록한다.
골디락스에서 디스크 로깅 대상으로 삼는 대상은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연산이며 로깅 대상은 다음과 같다. 

INSERT 
DELETE 
UPDATE 
TRUNCATE
ENQUEUE
DEQUEUE

SELECT 연산의 경우는 DISK LOGGING 여부와 무관하게 동작한다. 

현재 버젼의 Goldilocks 에서의 로깅은 각 오브젝트와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한다. 즉 Object 생성에 대한 부분이나
설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로깅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데이터 복구 항목에서 설명하겠지만 Object 생성 구문 ( 예를 들어 DDL ) 과
같은 구문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로깅옵션

데이터의 중요도나 성능은 서로 Trade-off 관계이다. 데이터의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는 성능을 일부분 포기하여야 하며, 성능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완벽한 복구를 포기하여야한다. 이런 사항은 골디락스가 사용되는 용도와 각 업무 특성에 맞도록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골디락스는
DISK_LOG_IO_TYPE 이라는 것을 두어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ISK_LOG_IO_TYPE 설정값 설명

NO_SYNC 0 Disk 에 Write 한 내용에 대해서 sync 를 호출하지 않고 dbmCommit() 을 리턴한다. OS 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한 데이터의 유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정전등의 상황에서는 일부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다. OS 에서
제공하는 파일 캐쉬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장 빠른 로깅 모드이다.

FSYNC 1 Disk 에 Write 한 내용에 대해서 sync 까지 완료 한 후 dbmCommit() 을 리턴한다. 정전등의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커밋을 응답한 데이터까지 보장된다. 성능적으로는 NO_SYNC 에 비해 크게 하락한다.

OSYNC 2 FSYNC와 동일하다. 이 방식은 Transaction 파일을 열때 O_SYNC 옵션으로 여는 옵션으로 특정 장비에서는
OSYNC가 FSYNC 방식에 비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

만약 DISK_LOGGING_ENABLE 옵션을 1로 세팅하였다면, 디스크에 관련된 모든 설정은 존재하여야한다.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ERR_DBM_INVALID_CONFIG 에러를 발생시키고, 종료된다. DISK_LOG_ENABLE 옵션 시 필수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설정값은 다음과 같다.

DISK_LOG_DIR
DISK_LOG_FILE_SIZE
DISK_LOG_BUFFER_SIZE
DISK_LOG_IO_TYPE

 

Object 별 로깅 처리 

골디락스의 로깅은 인스턴스별로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해당 인스턴스가 디스크로깅 모드라면 해당 인스턴스에 속한 모든 테이블과 큐는 자동으로
로깅 모드로 동작한다. 그러나 업무 특성이나 응급상황 대처등의 이유로 특정 테이블과 큐에 대한 로깅이 필요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로깅을 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골디락스에서는 각 테이블별로 로깅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데, 해당 방법은 다음과 같다.

ALTER TABLE [table_name] NOLOGGING; 
ALTER TABLE [table_name] LOGGING; 
ALTER QUEUE [queue_name] NOLOGGING; 
ALTER QUEUE [queue_name] LOGGING;    

 각 큐와 테이블에 대해서 로깅 여부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과 동시에 로깅 또는 비로깅 모드로 전환된다. 

비로깅 모드로 전환 후 일어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디스크 파일을 통한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 전환되기 전 일어난
트렌젝션에 대해서만 복구 된다.

핸들별 로깅 설정 

골디락스에서 제공하는 핸들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DBMS 에서 사용되는 세션이라는 개념과 유사하다. 위에서 언급한 Object 별 로깅과 마찬가지로
핸들 또한 해당 인스턴스의 로깅 설정을 그대로 상속받는다. 즉 인스턴스가 디스크 로깅모드로 동작한다면 해당 인스턴스에 접속할때 사용할 모든
핸들변수 또한 로깅모드로 동작한다. 그러나 업무적 특성에 따라 특정 핸들에서 일어나는 연산의 경우 비로깅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dbmAPI 를 이용하여 dbmSetHandleOption ()  를 사용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자세한 부분은 Developer Guide 를 참고한다.  

 

복구 

골디락스의 로깅은 인스턴스단위로 이루어지고, 복구 또한 인스턴스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로그 파일을 통한 인스턴스 복구는 dbmRecover
라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 

dbmRecover 

dbmRecover 는 로깅된 트렌젝션 로그를 읽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메모리로 복구하는 툴이다. 이 툴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1.  
2.  

3.  

4.  

$ dbmRecover -d directory -i instance_name [-t table_name] [-l start_lsn]

각 옵션의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옵션 설명

d 로그파일이 저장되어있는 디렉토리를 지정한다. dbm.cfg 에 설정된 DISK_LOG_DIR 의 위치를 입력한다.

i 복구를 위한 instance 이름을 지정한다. 로깅된 instance 와 복구 대상 instance 명은 동일하여야 한다.

t 특정 테이블이나 큐만 복구하고 싶을때 사용한다. 이 옵션이 지정되지 않으면 전체 테이블과 큐를 대상으로 복구한다.

l 특정 LSN 부터 로그를 반영하고 싶을때 사용한다. 이 옵션은 테이블 복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큐의 경우는 처음 로그부터 다 읽어봐야
데이터를 복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구 절차 

골디락스를 통한 복구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로깅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확인한다.   
복구할 골디락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이때 생성할 인스턴스 이름은 로깅 대상이었던 인스턴스 이름과 동일하여야한다. (로그 파일
이름에 인스턴스 이름이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한다 ) 
각 오브젝트를 생성한다. 

Recover 유틸리티를 동작시켜 데이터 복구를 수행한다. 

 

로깅과 복구 예제 

다음은 test_instance 라는 인스턴스를 로깅 모드로 설정하고 트렌젝션을 발생 시킨 후 데이터를 복구하는 예제이다.

이 예제에서 사용한 dbm.cfg 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파일을 $DBM_HOME/conf 디렉토리에  위치시킨다. 

[COMMON]
UNDO_SLOT_SIZE       = 262144
UNDO_INIT_SIZE       = 128
UNDO_EXTEND_SIZE     = 128
UNDO_MAX_SIZE        = 400
TABLE_INIT_ROWS      = 10000
TABLE_EXTEND_ROWS    = 100000
TABLE_MAX_ROWS       = 1000000

[test_instance]
#
# Disk Logging configuration
#
DBM_INSTANCE = test_instance
DISK_LOG_ENABLE = 1
DISK_LOG_DIR         = ?/WAL
                     # '?' means $DBM_HOME or set absolute path
DISK_LOG_FILE_SIZE   = 10485760
DISK_LOG_BUFFER_SIZE = 10485760
DISK_LOG_IO_TYPE = 1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 및 인스턴스를 만들고 테스트 대상 테이블과 큐를 생성한다. 



 $ metaManager
============================================================================
 * Goldilocks Meta Manager utility.
 * Copyright 2012-2014, OnmirSoft in Sunje Corporation or its subsidiaries.
 * All rights reserved.
============================================================================
ERR-1104] Fail to attach shared memory for dictionary.
metaManager($sys_dic_inst)> initdb ;
initialize success
metaManager($sys_dic_inst)> create instance test_instance;
create success
metaManager(test_instance)> create table t1 ( c1 int , c2 int, c3 char (100 ));
create success
metaManager(test_instance)> create index t1_idx on t1 ( c1 ) ;
create success
metaManager(test_instance)> create queue q1 msgsize 600;
create success
metaManager(test_instance)> insert into t1 values ( 1 , 1 , TEST );
1 row inserted.
metaManager(test_instance)> insert into t1 values ( 2 , 2 , TEST ) ;
1 row inserted.
metaManager(test_instance)> enqueue into q1 values TEST_MSG1;
enqueue success
metaManager(test_instance)> enqueue into q1 values TEST_MSG2;
enqueue success
metaManager(test_instance)> commit;
commit success
metaManager(test_instance)> exit

설정이 위와 같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로그 디렉토리에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다. 

$ ls $DBM_HOME/WAL
test_instance.anchor.0 test_instance.tx.1.0 

몇가지 트렌젝션을 더 수행해본다. 



$ metaManager
============================================================================
 * Goldilocks Meta Manager utility.
 * Copyright 2012-2014, OnmirSoft in Sunje Corporation or its subsidiaries.
 * All rights reserved.
============================================================================
metaManager($sys_dic_inst)> conn test_instance
metaManager(test_instance)> update t1 set c2 = 100 where c1 = 1;
1 row updated
metaManager(test_instance)> dequeue from q1 ;
message : TEST_MSG1
dequeue success
metaManager(test_instance)> commit;
commit success
metaManager(test_instance)> delete from t1 where c1 = 2;
1 row deleted
metaManager(test_instance)> commit;
commit success
metaManager(test_instance)> select * from t1 ;
c1 c2 c3
----------------------------------------------------------------------------------------------------------------------------
1
100 TEST
1 row selected
metaManager(test_instance)> exit;
  

모든 테이블 및 인스턴스를 삭제한다. 

$ metaManager
============================================================================
 * Goldilocks Meta Manager utility.
 * Copyright 2012-2014, OnmirSoft in Sunje Corporation or its subsidiaries.
 * All rights reserved.
============================================================================
metaManager($sys_dic_inst)> conn test_instance ;
metaManager(test_instance)> drop table t1;
drop success
metaManager(test_instance)> drop queue q1;
drop success
metaManager(test_instance)> connect $sys_dic_inst;
metaManager($sys_dic_inst)> drop undo test_undo ;
metaManager($sys_dic_inst)> exit  

복구를 위해 삭제된 인스턴스 및 테이블을 재 생성한다.



 $ metaManager
============================================================================
 * Goldilocks Meta Manager utility.
 * Copyright 2012-2014, OnmirSoft in Sunje Corporation or its subsidiaries.
 * All rights reserved.
============================================================================
metaManager($sys_dic_inst)> create instance test_instance;
create success
metaManager(test_instance)> create table t1 ( c1 int , c2 int, c3 char (100 ));
create success
metaManager(test_instance)> create index t1_idx on t1 ( c1 ) ;
create success
metaManager(test_instance)> create queue q1 msgsize 600;
create success
metaManager(test_instance)> exit 

 dbmRecover 유틸리티를 통해서 데이터 복구를 수행한다. 

$ dbmRecover -i test_instance -d $DBM_HOME/WAL

데이터 복구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metaManager
============================================================================
 * Goldilocks Meta Manager utility.
 * Copyright 2012-2014, OnmirSoft in Sunje Corporation or its subsidiaries.
 * All rights reserved.
============================================================================
metaManager($sys_dic_inst)> connect test_instance;
metaManager(test_instance)> select * from t1;
c1 c2 c3
----------------------------------------------------------------------------------------------------------------------------
1
100 TEST
1 row selected
metaManager(test_instance)> dequeue from q1 ;
message : TEST_MSG2
dequeue success
metaManager(test_instance)> dequeue from q1; 
ERR-1027] Data not found. 

 

Utility

골디락스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한다. (metaManager, dbmRecover 유틸리티는 위의 관련 챕터 참조)

 

dbmExp

dbmExp는 현재 골디락스 내에 생성 되어있는 Object 의 생성 스크립트 및 Downloading 된 데이터를 파일형태로 저장해주는

유틸리티 이다.

example)



dbmExp

Shell> dbmExp -d -c ^--^ -r \\n         (All Instance )
Shell> dbmExp -i demo -d -c ^--^ -r \\n (-i option Instance ) 

Instance의 모든 Object script 및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한다. (-i option에 따라 Instance별 수행이 가능하다)

 

dbmExp Option 

[-i --instance]  [-d data] [-c col] [-r row] [-h help] 

 

Option Description

-i Instance name 지정 한다.(specify instance name)

-d 현재 생성 되어 있는 Object Data를 내려 받고 싶을 때 사용한다.
(위의 option을 지정하지 않으면 생성 관련 스크립트만 생성 되고 data 파일은 생성되지 않는다.) 

-c 필드 사이의 구분자 (기본값은 ',' 이다) -c 여러 글자로 사용이 가능하다.

<주의> 특수문자 ',' ``,\, & 등의 문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 -c ^--^

-r 행 사이의 구분자 (기본 값은 '\n' 이다.)

<주의> 특수문자 ',' ``,\, & 등의 문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h 도움말

 

생성 되는 Shell Script 항목은 아래 와 같다.

shell script Description

dbm_instance_create.sh 현재 생성 되어 있는 모든 Instance 들을 생성 할 수 있는 스크립트로 구성 되어 있다.

dbm_instance_drop.sh 현재 생성 되어 있는 모든 Instance 들을 삭제하는 스크립트로 구성 되어 있다.
(다른 Instance 까지 삭제하는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행시 주의가 필요하다.) 

dbm_demo_drop.sh 현재 생성 되어 있는 모든 Object들을 삭제하는 스크립트로 구성 되어 있다.

dbm_demo_create.sh 현재 생성 되어 있는 모든 Object들을 생성하는 크스립트로 구성 되어 있다.

dbm_demo_in.sh 현재 생성 되어 있는 테이블(QUEUE)의 데이터를 Uploading 하는 스크립트로 구성 되어 있다.

demo_t1.dat 현재 생성 되어 있는 테이블의(QUEUE) 데이터가 파일로 저장 되어 있다.

 

dbmImp 

dbmExp를 통해 내려받은 데이터 파일을 다시 테이블로 Uploading 하는 유틸리티이다.

 

example)

dbmImp

dbmImp -i demo -t t1 -d demo_t1.dat -c ^--^ -r \\n

 

dbmImp Option
[-i --instance]  [-t table] [-d data] [-c col] [-r row] [-p duplicated] [-h help]



Option Description

-i Instance name 지정 한다.(specify instance name)

-t 업로드할 테이블의 이름. 데이터의 업로드 시에 테이블의 이름를 사용하므로

무시하면 안된다. 

-d 업로드할 테이블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파일 이름.

-c 필드 사이의 구분자 (기본값은 ',' 이다) -c 여러 글자로 사용이 가능하다.
(주의 : dbmExp 에서 사용하였던 동일한 컬럼 구분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r 행 사이의 구분자 (기본 값은 '\n' 이다.)
(주의 : dbmImp 에서 사용하였던 동일한 row 구분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p Duplicated Pass Option
(내려 받은 데이터에 중복 값이 들어가 있을 경우 Import 처리 시 이를 무시

할지 오류 처리 할지 결정 하는 Option 이다.)

-p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Default로 오류 처리 한다.

-p y 옵션을 사용하면 duplicated 오류를 무시한다. 

-h 도움말

 

merr

merr 은 골디락스에서 리턴한 에러코드를 에러메시지로 변환하여 보여주는 유틸리티이다.

$ merr 1066

## dbm err code ##
 errno = 1027
 name = ERR_DBM_NO_MATCH_RECORD
 msg = ERR-1027] Data not found.

부록 A. 골디락스 최대값

다음은 골디락스의 각종 제한값(Minimum 및 Maximum)들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구분 최소값 최대값 설 명

생성 가능한 최대 인스턴스 개수 1 1024 골디락스 내에서 관리 가능한 최대 인스턴스 개수

트랜잭션 당 최대 테이블 수 1 256 하나의 트랜잭션 내에서 Prepare 가능한 테이블 수

테이블 당 최대 인덱스 개수 1 6 하나의 테이블 내에 생성 가능한 인덱스 개수

인덱스 키 컬럼의 최대 개수 1 6 하나의 인덱스 내에 포함할 수 있는 키 컬럼 개수

테이블 당 최대 컬럼 개수 1 256 하나의 테이블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최대 컬럼 개수

최대 동시 트랜잭션 개수 1 1024 동시에 진행 가능한 트랜잭션의 최대 개수

인스턴스, 테이블, 컬럼 등 이름의 길이 1 32 골디락스 내의 Object 이름 등 각종 이름의 최대 길이

레코드의 최대 길이 1 4096 테이블 및 큐에 삽입 가능한 최대 레코드 길이

인덱스 키의 최대 길이 1 64 인덱스의 키 컬럼들의 길이 총합

부록 B. 골디락스 데이터 사이징(Sizing)

골디락스 사용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것이 메모리와 디스크의 점유 예상 크기일 것이다.
메모리와 디스크의 사용량을 미리 예측해보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메모리 사이징

골디락스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메모리들을 사용한다.

딕셔너리(메타) 정보 저장 용 메모리
Undo 로깅 용 메모리
테이블 데이터 저장 용 메모리
인덱스 키 저장 용 메모리

위의 각각의 항목을 고려한 사이징 방법은 아래와 같다.
기본값으로 표기된 것은 골디락스 설치 후 Default 프로퍼티를 이용했을 경우에 대한 예상 사용량을 나타낸다. 

항 목 기본값  

딕셔너리 약 10 MB  

Undo 로깅 약 8 MB 프로퍼티의 기본값 기준

= Undo Header 정보 (약 600 KB) 
+ ( UNDO_SLOT_SIZE (262,144) * UNDO_INIT_SIZE (32) )

테이블 데이터 32 KB + a = Table Header 정보 (약 32 KB) 
+ ( 레코드 개수 * (레코드 길이 + 레코드 및 Slot 헤더(24 Byte) ))

ex>  200 byte 의 레코드 100 만건 기준
= 32 KB + (1,000,000 * (200 + 24)) = 32 KB + 224,000,000
= 약 213 MB 

인덱스 8 KB + a 인덱스 하나당 다음과 같은 사이징 필요

= (레코드 개수 / 32) * (노드헤더(약 1,100 Byte) + (Key 크기 * 64))

ex> 레코드 개수 100 만건, Key 크기 = 4 byte 기준
= (1,000,000 / 32) * (1,100 + (4 * 64))
= (31,250) * (1,356)
= 약 40 MB (보정률 10%) = 45 MB

디스크 사이징

현재 골디락스에서는 복구용 로그를 기록하는 용도로 디스크 스토리지를 사용한다.

골디락스에서 각 연산을 로깅하는 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연산 각 연산별 사이즈 예시 ( 600 byte 데이터 기준 )

dbmInsertRow 약 100 byte + 이미지 크기 700 byte

dbmUpdateRow 약 100 byte + 이미지 크기 700 byte

dbmDeleteRow 약 100 byte + 이미지 크기 700 byte

dbmEnqueue 약 100 byte + 이미지 크기 700 byte

dbmDequeue 약 100 byte + 이미지 크기 700 byte

dbmTruncate 약 100 byte 100 byte

dbmCommit 약 100 byte 100 byte

만약 600 byte 짜리 테이블에 대해서 100만건을 매번 Commit 하는 방식으로 입력하였을때 소요되는 공간은 다음과 같다. 

(dbmInsertRow 일때 크기 + dbmCommit 일때 크기) * 1,000,000 = 약 800,000,000 byte 로 800 MB 정도

소요한다. 

600 byte 의 테이블이라 하더라도 실제 1byte 크기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변경이 일어난다면 실제 이미지 로깅은 1byte 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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