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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코드

개요

골디락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 유지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빠른 응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DB 이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한 데이터를 조회하고 관리하는데 편리하도록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따라서, 다른 상용 DBMS 에서 SQL 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삽입/조회/갱신/삭제해본 사용자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골디락스가 제공하는 API 를
이용하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골디락스는 Daemon 이 없는 API 방식의 Key-Value DB 이지만, 내부적으로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 보호를 위한 수많은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에 상관없이 노출된 단순한 API 만을 이용하여 업무개발에 집중할 수 있음으로써 프로젝트 수행 시간을 전반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발 환경 준비

골디락스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다음의 4 가지 사항만 잊지 않으면 된다.

헤더파일은 dbmAPI.h 만 include 하면 된다.
라이브러리는 libdbm.so 만 링크하면 된다.
다음의 4 가지 환경변수들을 설정한다.  (설정방법은 Administration Guide 문서 참조)
ㅇ DBM_HOME
ㅇ DBM_INSTANCE
ㅇ PATH
ㅇ LD_LIBRARY_PATH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metaManager 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생성(initdb), 인스턴스 생성을 해두어야 한다.

프로그램에서 Object 를 직접 생성하지 않는다면 Object 또한 metaManager 를 통해 생성해두어야 한다. 

기본 작업 Flow

골디락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 조회, 변경, 삭제하는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다.
딕셔너리와 인스턴스 생성/삭제 과정을 제외한 모든 과정은 사용자 API 와 metaManager  어느 것을 이용해도 상관없다.
초기 딕셔너리와 인스턴스의 생성은 metaManager 만을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다. 



 

딕셔너리 생성  : 인스턴스 및 Object 들에 대한 메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딕셔너리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딕셔너리는 최초 initdb 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생성 시 metaManager 에 의해 생성된다.
인스턴스 생성  :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단계이다. 인스턴스 또한 metaManager 를 통해서만 생성 가능하다. 

Handle 초기화  :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용자 Handle 을 할당하고 초기화한다.

                          이 때 신규 트랜잭션이 할당되어 Commit 이나 Rollback 시에 해제된다. 
테이블/큐 생성 : 테이블과 큐와 같은 Object 는 API 또는 metaManager 를 통해 생성할 수 있다.
인덱스 생성      : 일반테이블 또는 Direct 테이블의 경우는 인덱스를 생성해야만 데이터 입출력이 가능하다.

                          dbmExecuteDDL 과 같은 사용자 API 또는 metaManager 를 통해 생성할 수 있다.  
Prepare 테이블 : 특정 테이블 및 큐에 대해 입출력 연산을 수행하려면 해당 테이블에 대해 Prepare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사용자 API 를 사용할 경우 연산 이전에 반드시 dbmPrepareTable() 함수를 호출해야 하지만, 
                          metaManger 를 사용할 경우 이 과정은 metaManager 내부에서 자동으로 수행되므로 별도의 수행이 불필요하다.
삽입 / 조회 / 갱신 / 삭제 : 사용자 API 또는 metaManager 를 통해 다양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변경 연산일 경우 내부적으로 Undo Logging  이 발생한다.
Commit / Rollback : 변경된 연산에 대해 확정(Commit) 또는 복원(Rollback) 작업을 수행한다.
테이블 / 큐 삭제 : 불필요한 테이블 및 큐를 삭제한다.

Handle 해제       : Handle 초기화 과정에서 할당한 Handle 을 해제하고 트랜잭션을 해제, 반납한다.
인스턴스 삭제    : 인스턴스를 삭제한다. 삭제하지 않은 인스턴스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함수

골디락스에서 지원하는 사용자 API 함수 목록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함수명 설명 비고

dbmInitHandle Handle 할당 및 초기화, 트랜잭션 할당  

dbmConnect Remote Server 에 접속 및 Handle 초기화  

dbmFreeHandle Handle 해제, 트랜잭션 해제  

dbmPrepareTable 연산을 수행할 테이블 영역 접속 및 준비  

dbmExecuteDDL Object 생성 및 삭제 DDL 수행  

dbmDropTable 테이블 Object 삭제  

dbmDropQueue 큐 Object 삭제  

dbmDropIndex 인덱스 Object 삭제  

dbmTruncate 테이블 및 큐 Object 의 모든 데이터 초기화 공유메모리 Segment 도 초기화함.

dbmInsertRow 테이블 레코드 삽입  

dbmUpdateRow 테이블 레코드 갱신  

dbmDeleteRow 테이블 레코드 삭제  

dbmSelectRow 테이블 레코드 조회  

dbmSelectForUpdateRow 배타적 테이블 레코드 조회 Lock 을 잡고 조회함

dbmSelectRowLT 조건 미만(Less Than) 첫번째 레코드 1 건 조회 SCN 미고려

dbmSelectRowGT 조건 초과(Greater Than) 첫번째 레코드 1 건 조회 SCN 미고려

dbmOpenCursor Fetch 이전에 Equal 조건의 Cursor Open Snapshot SCN

dbmOpenCursorLT Fetch 이전에 LT 조건의 Cursor Open Snapshot SCN

dbmOpenCursorGT Fetch 이전에 GT 조건의 Cursor Open Snapshot SCN

dbmFetchRow 인자로 주어진 Key 조건과 같은 레코드를 Fetch Fetch 함수들은 사용 전에 OpenCursor,

dbmFetchNextLT, dbmFetchNextGT 

함수를 호출해야 함.

dbmFetchNextGT 인자로 주어진 Key 조건보다 큰 레코드를 Fetch

dbmFetchNextLT 인자로 주어진 Key 조건보다 작은 레코드를 Fetch

dbmCloseCursor Fetch 시 사용했던 Cursor Close  

dbmCommit 트랜잭션 내에서 변경된 내역을 Commit  

dbmRollback 트랜잭션 내에서 변경된 내역을 원래대로 복구  

dbmEnqueue 큐에 데이터를 삽입  

dbmDequeue 큐로부터 데이터를 1 건을 인출  

dbmGetIndex 현재 테이블 조회 시 사용되는 Default Index 이름 조회  

dbmSetIndex 테이블의 Default Index 설정 기본값은 테이블의 첫번째 Index

dbmColBind Update 를 수행할 컬럼 추가 지정  

dbmUpdateRowByCols dbmColBind 를 통해 추가 지정된 컬럼들만 Update 수행  

dbmClearBind dbmColBind 를 통해 추가 지정된 컬럼들을 초기화  

dbmGetRowSize 테이블의 Record 크기 조회  

dbmGetError 에러코드를 이용하여 에러메시지 조회  



Fetch 참고

Fetch 연산은 골디락스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SCN (System Change Number)을 기준으로 조회를 수행하는데, 이는 해당 조회
테이블의 특정 시점의 snapshot 을 기준으로 레코드를 읽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Result Set 의 레코드에 대해 다른 트랜잭션이 Fetch 이전에 변경 후 Commit 했다면, 조회하는 트랜잭션에서는
ERR_DBM_FETCH_SCN_INVISIBLE 라는 에러를 발생시킨다. 

ERR_DBM_FETCH_SCN_INVISIBLE 에러는 O 사의 "Snapshot too old" 에러와 유사하다.

 

dbmInitHandle

dbmInitHandle 은 추후 사용자가 각종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Handle 공간을 할당하고 초기화하기 위한 함수이다.
dbmInitHandle 을 수행하는 순간 골디락스는 미사용중인 트랜잭션을 할당하고, 만약 복구해야할 트랜잭션이 존재한다면 이를 복구한다.
dbmInitHandle 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Object 에 대한 연산을 수행할 수 없다. 
만약 멀티스레드 구조로 골디락스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각 스레드 별로 별도의 Handle 을 이용해야 한다.
골디락스는 동일한 Handle 을 다수의 스레드가 공유하여 연산을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정상적인 동작을 보장하지 않으니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dbmInitHandle 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metaManager 를 통해 딕셔너리와 인스턴스는 생성된 상태이어야 한다.
"딕셔너리와 인스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Object 생성 및 삭제, 데이터 입출력 연산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int dbmInitHandle ( dbmHandle * handle, const char * instance_name)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onst char * instance_name 입력 사용할 인스턴스 이름

int          rc;
dbmHandle    handle;
const char * instance = "test_ins";

rc = dbmInitHandle( &handle, instance );
if( rc != 0 ) ...    

dbmConnect

dbmConnect 는 원격에서 골디락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Listener 에게 접속하기 위한 함수이다.
원격에서 골디락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때는 dbmInitHandle 대신 dbmConnect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dbmConnect 함수 내에서는 dbmInitHandle 과 마찬가지로 Handle 의 할당 및 초기화, 트랜잭션의 할당 등을 모두 수행한다. 

골디락스에 대한 원격 접속이기 때문에 Listener 와 IP 와 Port 정보를 인자로 제공해야한다는 점이 dbmInitHandle 과는 다른 점이다.
dbmConnect 함수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속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 및 인스턴스를 생성해두어야 한다. 

dbmConnect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버 측에 원격 접속을 허용할 Listener 를 기동해야 한다.

nohup olsnr -p port_number &

int dbmConnect( dbmHandle * handle, char * instance, char * user, char * ip, char * port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instance_name 입력 사용할 인스턴스 이름

char * user 입력 접속 시 사용할 유저 이름
(현재는 instance_name 과 같이 주면 된다.) 

char * ip 입력 Listener 가 기동되어 있는 서버의 IP 주소

char * port 입력 Listener 가 대기 중인 TCP Port 번호

int          rc;
dbmHandle    handle;
const char * instance = "test_ins";

rc = dbmConnect( &handle, instance, instance, "127.0.0.1", "22222" );
if( rc != 0 ) ...    

dbmFreeHandle

dbmFreeHandle 함수는 dbmInitHandle 및 dbmConnect 를 이용하여 할당되었던 Handle 을 해제하고 메모리 공간을 반납한다.

그리고, 입출력 연산을 위해 할당되었던 트랜잭션 또한 반납하여 다른 스레드 및 프로세스가 해당 트랜잭션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한다. 

int dbmFreeHandle( dbmHandle * handle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int          rc;
dbmHandle    handle;

rc = dbmFreeHandle( &handle );

dbmPrepareTable

특정 테이블 및 큐에 대해 입출력 연산 및 Get/Set Index 등의 인덱스 지정 명령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Object 에 대해 dbmPrepareTable 을 수행하여 해당 Object 에 대한 객체를 생성해주어야 한다. 
dbmPrepareTable 의 수행을 누락한 채 연산을 수행하면  ERR_DBM_TABLE_NOT_PREPARED 에러를 만날 수 있다.

int dbmPrepareTable( dbmHandle * handle, char * table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table 입력 테이블 및 큐 등 Prepare 대상 Object 이름



int          rc;
dbmHandle    handle;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able" );
if( rc != 0 ) ...  

dbmExecuteDDL

테이블, 큐, 인덱스와 같은 Object 를 생성 및 삭제할 때 사용하는 DDL 용 함수이다.
골디락스가 지원하는 모든 Object (일반테이블, 다이렉트 테이블, 큐, 인덱스, 트리거)에 대한 DDL 은 dbmExecuteDDL 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dbmExecuteDDL 함수는 인자로 SQL 구문을 필요로 하는데, 이 구문은 metaManager 에서 DDL 수행 시 사용하는 구문과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면
된다.
dbmExecuteDDL 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Handle 은 필요하기 때문에 DDL 수행 이전 dbmInitHandle 과정은 필수이다.

DDL 은 내부적으로 물리적인 메모리 세그먼트에 대한 생성 및 삭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 중에 수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int dbmExecuteDDL( dbmHandle * handle, char * sql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sql 입력 SQL 구문

int          rc;
dbmHandle    handle;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ExecuteDDL( &sHandle, "create table test_tbl c1 int, c2 char(20)" );
if( rc != 0 ) ...
 
rc = dbmExecuteDDL( &handle, "drop table test_tbl" );
if( rc != 0 ) ...   

dbmDropTable

dbmDropTable 은 특정 테이블(일반테이블 또는 다이렉트테이블)에 대한 삭제를 수행하는 테이블 삭제 전담 함수이다.
dbmExecuteDDL 함수에서 "drop table" 구문이 주어졌을 때와 동일한 처리를 수행한다.
dbmDropTable 을 수행하면 딕셔너리에서 해당 테이블에 대한 메타 정보 삭제 뿐 아니라, 물리적인 메모리 세그먼트까지 정리작업을 수행하므로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int dbmDropTable( dbmHandle * handle, char * table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table 입력 삭제할 테이블 이름



int          rc;
dbmHandle    handle;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Drop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dbmDropQueue

dbmDropQueue 는 특정 큐에 대한 삭제를 수행하는 큐 삭제 전담 함수이다.
dbmExecuteDDL 함수에서 "drop queue" 구문이 주어졌을 때와 동일한 처리를 수행한다.
dbmDropQueue 를 수행하면 딕셔너리에서 해당 큐에 대한 메타 정보 삭제 뿐 아니라, 물리적인 메모리 세그먼트까지 정리작업을 수행하므로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int dbmDropQueue( dbmHandle * handle, char * queue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queue 입력 삭제할 큐 이름

int          rc;
dbmHandle    handle;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DropQueue( &handle, "test_queue" );
if( rc != 0 ) ...   

dbmDropIndex

dbmDropIndex 함수는 특정 인덱스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함수이다.
dbmExecuteDDL 함수를 이용하여 삭제해도 된다.
dbmDropIndex 함수는 다른 Drop DDL 함수와 같이 딕셔너리에서 해당 인덱스에 대한 메타 정보 삭제 뿐 아니라, 물리적인 메모리 세그먼트까지
정리작업을 수행하므로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인덱스가 삭제되면 metaManager 에서 SQL 을 수행할 경우 where 조건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없을 경우 에러가 발생한다.
따라서, API 를 이용한 프로그램 또는 metaManager 에서 삭제될 인덱스의 키 값으로 조회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미리 고려하여 삭제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int dbmDropIndex( dbmHandle * handle, const char * index)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index 입력 삭제할 인덱스 이름



int          rc;
dbmHandle    handle;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DropIndex( &handle, "test_index" );
if( rc != 0 ) ...   

dbmTruncate

dbmTruncate 함수는 일반 DBMS 의 truncate 명령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dbmTruncate 는 인자로 주어지는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DDL 이다.
이를 수행할 경우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 공간은 모두 초기화되고, 메모리 세그먼트도 정리작업을 수행한다.
만약 dbmTruncate 를 수행하기 전에 테이블의 데이터가 증가하여 메모리 세그먼트가 확장된 상태라면, 이러한 확장된 메모리 세그먼트를 정리하여
초기상태로 되돌려준다.
dbmTruncate 또한 다른 Drop DDL 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원래대로 복구할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주의 깊은 사용이 요구된다. 

int dbmTruncate( dbmHandle * handle, char * table)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table 입력 Truncate 할 테이블 이름

int          rc;
dbmHandle    handle;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Truncat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dbmInsertRow

dbmInsertRow 함수는 테이블에 대한 레코드 삽입 연산을 위해 사용된다.
dbmInsertRow 를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dbmInsertRow 수행 이전에 dbmInitHandle 과 dbmPrepareTable 을 수행해야 한다.
삽입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buffer 메모리가 유효해야 한다.
삽입할 데이터의 크기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보통 삽입할 데이터의 크기는 테이블 스키마와 동일한 형태의 구조체를 선언하여 sizeof(구조체)형식으로 사용한다.

int dbmInsertRow( dbmHandle * handle, char * table, void * data, int size)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table 입력 테이블 이름

void * data 입력 삽입할 레코드 정보



int size 입력 삽입할 레코드의 크기

typedef struct test_tbl
{
    int    c1;
    char   c2[100];  
} test_tbl;  

int          rc;
dbmHandle    handle;
test_tbl     data;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data.c1 = 1;
strcpy(data.c2, "11111");  
 
rc = dbmInsertRow( &handle, "test_tbl", (void *)&data, sizeof(int) +
strlen("11111") );
if( rc != 0 ) ...

dbmUpdateRow

dbmUpdateRow 는 이미 삽입되어 있는 특정 레코드의 Value 값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된다.
골디락스는 Key-Value 형태의 DB 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Data Buffer 에 담아주는 값들 중 Key 컬럼 값을 추출하여, 해당 Key 값으로 검색한
레코드에 대해 Value 값을 갱신해주는 연산을 수행한다.

dbmUpdateRow 를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dbmUpdateRow 수행 이전에 dbmInitHandle 과 dbmPrepareTable 을 수행해야 한다.
Key 및 갱신할 Value 를 저장하고 있는 buffer 메모리가 유효해야 한다.
Buffer 내에서 Key 값이 담긴 위치가 테이블 스키마의 인덱스 Key 컬럼들의 Offset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Key 값을 이용하여 레코드 검색을 수행할 것이므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레코드 내에서 각 컬럼의 시작 위치(Offset)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metaManager 의 "desc table_name" 명령을 사용한다. 

Key 컬럼 이외에도 갱신할 레코드 컬럼들의 Value 데이터를 담고 있는 Buffer 에는 의도한 값들이 정확히

담겨있어야 한다.

dbmUpdateRow 는 레코드를 한번에 모두 갱신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Buffer 에 잘못된 값이 담겨있다면

그대로 갱신이 되어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다. 

int dbmUpdateRow( dbmHandle * handle, char * table, void * data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table 입력 테이블 이름

void * data 입력 갱신할 레코드 정보



typedef struct test_tbl
{
    int    c1;
    char   c2[100];  
} test_tbl;  

int          rc;
dbmHandle    handle;
test_tbl     data;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
 * c1    , c1(Key)  1      c2  "11111"  .
 */   
data.c1 = 1;
strcpy(data.c2, "11111");  
 
rc = dbmUpdateRow( &handle, "test_tbl", (void *)&data);
if( rc != 0 ) ...

dbmDeleteRow

dbmDeleteRow 는 Key 값으로 주어지는 레코드를 검색하여 해당 레코드를 삭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주어지는 Data Buffer 에 Key 컬럼 값만 정확하게 주어진다면 문제없이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삭제할 수 있다. 

dbmInsertRow 및 dbmUpdateRow 와 마찬가지로 dbmDeleteRow 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dbmDeleteRow 수행 이전에 dbmInitHandle 과 dbmPrepareTable 을 수행해야 한다.
Key 및 Value 를 저장하고 있는 buffer 메모리가 유효해야 한다.
Buffer 내에서 Key 값이 담긴 위치가 테이블 스키마의 인덱스 Key 컬럼들의 Offset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Key 값을 이용하여 레코드 검색을 수행할 것이므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레코드 내에서 각 컬럼의 시작 위치(Offset)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metaManager 의 "desc table_name" 명령을 사용한다. 

int dbmDeleteRow( dbmHandle * handle, char * table, void * data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table 입력 테이블 이름

void * data 입력 삭제 할 레코드 정보



typedef struct test_tbl
{
    int    c1;
    char   c2[100];  
} test_tbl;  

int          rc;
dbmHandle    handle;
test_tbl     data;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
 * c1    , c1(Key)  1      .
 * c2 Buffer     . 
 */   
data.c1 = 1;
 
rc = dbmDeleteRow( &handle, "test_tbl", (void *)&data);
if( rc != 0 ) ...

dbmSelectRow

dbmSelectRow 는 Key 값으로 주어지는 레코드를 검색하여 해당 레코드를 사용자 Buffer 에 저장해준다.
즉, Key 값을 이용하여 특정 레코드를 조회하는 함수이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주어지는 Data Buffer 에 Key 컬럼 값만 정확하게 주어진다면 문제없이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Data Buffer  를 반복되는 조회에서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이전에 조회한 데이터가 Buffer 에 남아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dbmSelectRow 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dbmSelectRow 수행 이전에 dbmInitHandle 과 dbmPrepareTable 을 수행해야 한다.
Key 및 Value 를 저장하고 있는 buffer 메모리가 유효해야 한다.
Buffer 내에서 Key 값이 담긴 위치가 테이블 스키마의 인덱스 Key 컬럼들의 Offset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Key 값을 이용하여 레코드 검색을 수행할 것이므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레코드 내에서 각 컬럼의 시작 위치(Offset)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metaManager 의 "desc table_name" 명령을 사용한다.
조회를 수행하기 전에 Buffer 를 되도록 초기화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int dbmSelectRow( dbmHandle * handle, char * table, void * data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table 입력 테이블 이름

void * data 입출력 입력 : Key 정보
출력 : 조회 결과 레코드 정보



typedef struct test_tbl
{
    int    c1;
    char   c2[100];  
} test_tbl;  

int          rc;
dbmHandle    handle;
test_tbl     data;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
 * c1    , c1(Key)  1      .
 *  Value  c2   . 
 */
memset( &data, 0x00, sizeof(data));    
data.c1 = 1;
 
rc = dbmSelectRow( &handle, "test_tbl", (void *)&data);
if( rc != 0 ) ...

dbmSelectForUpdateRow

dbmSelectForUpdateRow 는 기본적인 사용법은 dbmSelectRow 와 동일하다.
다만, dbmSelectForUpdateRow 함수는 레코드 조회 시에 해당 레코드에 Lock 을 걸기 때문에 다른 트랜잭션이 해당 레코드를 갱신하려고 할 경우
Lock 대기 상태가 된다.

dbmSelectForUpdateRow 는 대부분 자신의 트랜잭션이 끝나기 전에 다른 트랜잭션이 특정 테이블의 레코드를 갱신하는 것을 막고자 할 경우
사용된다.
업무상 중요한 채번 로직에서 많이 사용된다. 

int dbmSelectForUpdateRow( dbmHandle * handle, char * table, void * data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table 입력 테이블 이름

void * data 입출력 입력 : Lock 을 걸 레코드의 Key 정보

출력 : 조회 결과 레코드 정보 



typedef struct test_tbl
{
    int    c1;
    char   c2[100];  
} test_tbl;  

int          rc;
dbmHandle    handle;
test_tbl     data;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
 * c1    , c1(Key)  1      .
 *  Value  c2   . 
 */
memset( &data, 0x00, sizeof(data));    
data.c1 = 1;
 
rc = dbmSelectForUpdateRow( &handle, "test_tbl", (void *)&data);
if( rc != 0 ) ...

dbmSelectRowLT

dbmSelectRowLT 는 dbmSelectRow 와 같은 기능이지만 Key 조건의 LT(Less Than) 값을 조회한다는 점이 다르다.
즉, 사용자가 Buffer 에 담아주는 Key 값보다 작은 첫번째 레코드 한건을 조회하는 기능이다.

이용 시 기본적인 주의 사항은 dbmSelectRow 와 같으며,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존재한다.

조회된 결과 레코드의 값은 Data Buffer 에 저장되어 리턴되는데, 이 때 Key 값은 사용자가 입력으로 제공한 Key 값보다 작은(Less Than)
값이다. 
즉, 사용자에 의해 조회조건으로 제공된 값이 아니라 조회된 결과 레코드의 Key 값이다.
그러므로, Data Buffer 에 대한 초기화 없이 dbmSelectRowLT 를 반복하여 호출하게 되면, Key 값 조건이 자동으로 변경되면서 순차적으로
LT 값들을 조회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골디락스는 dbmSelectRowLE (Less Equal)함수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만약 dbmSelectRow 와 dbmSelectRowLT 함수를 혼용하여 사용하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Key 값과 동일한 조건의 레코드를 dbmSelectRow 로 조회한 뒤, 해당 조건 그대로 dbmSelectRowLT 함수를 조회하면 그보다 작은 값이 조회될
것이기 때문이다. 

int dbmSelectRowLT( dbmHandle * handle, char * table, void * data, int type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table 입력 테이블 이름

void * data 입출력 입력 : Key 정보
출력 : 조회 결과 레코드 정보

int type 입력 조회 타입
0 :  기본 조회 타입으로 조건보다 작은 레코드는 모두 조회 결과가 된다.
1 :  Key 컬럼의 마지막 컬럼 조건만 LT 조건이고, 그 이전의 컬럼은 Equal 조건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즉, Key 컬럼이 c1, c2, c3 일 때 조회 조건이 c1 = 1, c2 = 2, c3 < 3 과 같은 형태의 조회에서만 사용한다. 



typedef struct test_tbl
{
    int    c1;
    int    c2;
    char   c3[100];  
} test_tbl;  

int          rc;
dbmHandle    handle;
test_tbl     data;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
 * c1,c2  Key  ,    c1 = 1, c2 = 2   
 *    . 
 */
memset( &data, 0x00, sizeof(data));    
data.c1 = 1;
data.c2 = 2;  

while(1)
{   
    rc = dbmSelectRowLT( &handle, "test_tbl", (void *)&data, 0 );
    if( rc != 0 ) break;

    /* do something with data */  
} 

dbmSelectRowGT

dbmSelectRowGT 는 정확히 dbmSelectRowLT 와 사용법이 동일하다.

dbmSelectRowLT 함수의 사용법을 참고하도록 한다. 

int dbmSelectRowGT( dbmHandle * handle, char * table, void * data, int type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table 입력 테이블 이름

void * data 입출력 입력 : Key 정보
출력 : 조회 결과 레코드 정보

int type 입력 조회 타입
0 :  기본 조회 타입으로 조건보다 큰 레코드는 모두 조회 결과가 된다.
1 :  Key 컬럼의 마지막 컬럼 조건만 GT 조건이고, 그 이전의 컬럼은 Equal 조건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즉, Key 컬럼이 c1, c2, c3 일 때 조회 조건이 c1 = 1, c2 = 2, c3 > 3 과 같은 형태의 조회에서만 사용한다. 



typedef struct test_tbl
{
    int    c1;
    int    c2;
    char   c3[100];  
} test_tbl;  

int          rc;
dbmHandle    handle;
test_tbl     data;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
 * c1,c2  Key  ,    c1 = 1, c2 = 2   
 *    . 
 */
memset( &data, 0x00, sizeof(data));    
data.c1 = 1;
data.c2 = 2;  

while(1)
{   
    rc = dbmSelectRowGT( &handle, "test_tbl", (void *)&data, 0 );
    if( rc != 0 ) break;

    /* do something with data */  
} 

dbmOpenCursor

dbmOpenCursor 함수는 dbmFetchRow 를 호출하기에 앞서 Equal 조건의 레코드 유무를 조회하며, 내부적으로 이 시점의 Snapshot SCN 을
저장해두는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dbmOpenCursor 에 주어진 Key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없을 경우, ERR_DBM_NO_MATCH_RECORD 를 리턴하며 더 이상 dbmFetchRow
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Key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있을 경우 dbmFetchRow 의 반복 수행을 통해 해당 결과 셋들을 차례로 조회할 수 있다.
그런데, dbmFetchRow 수행 시 만약 결과 셋 레코드가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 변경되어, 해당 레코드의 SCN 이 Snapshot SCN 보다 커졌을 경우,
해당 레코드는 조회될 수 없는 Version 의 레코드이기 때문에 ERR_DBM_FETCH_SCN_INVISIBLE 에러를 리턴한다. 
이는 O사가 제공하는 DBMS 에서 볼 수 있는 "snapshot too old" 에러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dbmOpenCursor 와 dbmFetchRow 함수는 조회 조건이 Equal 조건일 때 짝으로 사용되는 함수이다.
이 밖에 Less Than 조건의 dbmOpenCursorLT 와 dbmFetchNextLT 함수가 또한 짝이 되며, Greater Than 조건을 위해 사용되는
dbmOpenCursorGT 와 dbmFetchNextGT 함수가 짝으로 사용된다. 

int dbmOpenCursor( dbmHandle * handle, char * table, void * data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table 입력 테이블 이름

void * data 입출력 입력 : Key 정보
출력 : 조회 결과 레코드 정보



typedef struct test_tbl
{
    int    c1;
    int    c2;
    char   c3[100];  
} test_tbl;  

int          rc;
dbmHandle    handle;
test_tbl     data;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
 * c1,c2  Key  ,    c1 = 1, c2 = 2   
 * dbmOpenCursor  Snapshot SCN    .
 * dbmOpenCursor    Buffer  dbmFetchRow       ,
 * dbmOpenCursor  dbmFetchRow   Data Buffer   . 
 */
memset( &data, 0x00, sizeof(data));    
data.c1 = 1;
data.c2 = 2;  

rc = dbmOpenCursor( &handle, "test_tbl", (void *)&data);
if( rc != 0 )...
    
while(1)
{   
    rc = dbmFetchRow( &handle, "test_tbl", (void *)&data);
    if( rc != 0 ) break;

    /* do something with data */  
} 

dbmOpenCursorLT

dbmOpenCursorLT 함수는 dbmOpenCursor 함수와 사용법이 정확히 동일하다. 
다만 Less Than 조건으로 조회 시에 사용된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int dbmOpenCursorLT( dbmHandle * handle, char * table, void * data, int type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table 입력 테이블 이름

void * data 입출력 입력 : Key 정보
출력 : 조회 결과 레코드 정보

int type 입력 조회 타입
0 :  기본 조회 타입으로 조건보다 작은 레코드는 모두 조회 결과가 된다.
1 :  Key 컬럼의 마지막 컬럼 조건만 LT 조건이고, 그 이전의 컬럼은 Equal 조건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즉, Key 컬럼이 c1, c2, c3 일 때 조회 조건이 c1 = 1, c2 = 2, c3 < 3 과 같은 형태의 조회에서만 사용한다.



typedef struct test_tbl
{
    int    c1;
    int    c2;
    char   c3[100];  
} test_tbl;  

int          rc;
dbmHandle    handle;
test_tbl     data;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
 * c1,c2  Key  ,    c1 = 1, c2 = 2   
 * dbmOpenCursorLT  Snapshot SCN    .
 * dbmOpenCursorLT    Buffer  dbmFetchNextLT       ,
 * dbmOpenCursorLT  dbmFetchNextLT   Data Buffer   . 
 */
memset( &data, 0x00, sizeof(data));    
data.c1 = 1;
data.c2 = 2;  

rc = dbmOpenCursorLT( &handle, "test_tbl", (void *)&data, 0);
if( rc != 0 )...
    
while(1)
{   
    rc = dbmFetchNextLT( &handle, "test_tbl", (void *)&data, 0 );
    if( rc != 0 ) break;

    /* do something with data */  
} 

dbmOpenCursorGT

dbmOpenCursorGT 함수는 dbmOpenCursor 함수와 사용법이 정확히 동일하다. 
다만 Greater Than 조건으로 조회 시에 사용된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int dbmOpenCursorGT( dbmHandle * handle, char * table, void * data, int type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table 입력 테이블 이름

void * data 입출력 입력 : Key 정보
출력 : 조회 결과 레코드 정보

int type 입력 조회 타입
0 :  기본 조회 타입으로 조건보다 큰 레코드는 모두 조회 결과가 된다.
1 :  Key 컬럼의 마지막 컬럼 조건만 GT 조건이고, 그 이전의 컬럼은 Equal 조건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즉, Key 컬럼이 c1, c2, c3 일 때 조회 조건이 c1 = 1, c2 = 2, c3 > 3 과 같은 형태의 조회에서만 사용한다.



typedef struct test_tbl
{
    int    c1;
    int    c2;
    char   c3[100];  
} test_tbl;  

int          rc;
dbmHandle    handle;
test_tbl     data;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
 * c1,c2  Key  ,    c1 = 1, c2 = 2   
 * dbmOpenCursorGT  Snapshot SCN    .
 * dbmOpenCursorGT    Buffer  dbmFetchNextGT       ,
 * dbmOpenCursorGT  dbmFetchNextGT   Data Buffer   . 
 */
memset( &data, 0x00, sizeof(data));    
data.c1 = 1;
data.c2 = 2;  

rc = dbmOpenCursorGT( &handle, "test_tbl", (void *)&data, 0);
if( rc != 0 )...
    
while(1)
{   
    rc = dbmFetchNextGT( &handle, "test_tbl", (void *)&data, 0 );
    if( rc != 0 ) break;

    /* do something with data */  
} 

dbmFetchRow, dbmFetchNextLT, dbmFetchNextGT

각각 dbmOpenCursor, dbmOpenCursorLT, dbmOpenCursorGT 함수와 짝이 되어 사용된다.
이 함수들의 사용법은 위의 dbmOpenCursor, dbmOpenCursor[LT, GT] 함수 사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dbmCloseCursor

dbmCloseCursor 함수는 dbmOpenCursor 함수에서 열었던 Cursor 를 Close 한다.

int dbmCloseCursor( dbmHandle * handle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typedef struct test_tbl
{
    int    c1;
    int    c2;
    char   c3[100];  
} test_tbl;  

int          rc;
dbmHandle    handle;
test_tbl     data;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memset( &data, 0x00, sizeof(data));    
data.c1 = 1;
data.c2 = 2;  

rc = dbmOpenCursorGT( &handle, "test_tbl", (void *)&data, 0);
if( rc != 0 )...
    
while(1)
{   
    rc = dbmFetchNextGT( &handle, "test_tbl", (void *)&data, 0 );
    if( rc != 0 ) break;

    /* do something with data */  
} 

rc = dbmCloseCursor( &handle );  

dbmCommit

dbmCommit 함수는 현재 트랜잭션에서 수행했던 모든 변경 연산들을 Commit 하는 함수이다.
dbmCommit 을 수행하면 골디락스는 내부적으로 트랜잭션에서 사용하던 Undo 로깅 영역을 반납하고, 변경된 레코드들의 SCN 을 갱신하여 다른
트랜잭션에서 해당 레코드의 신규 Version 을 볼 수 있게(Visible) 해준다.
Commit 은 이외에도 Disk Logging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하며, 트랜잭션 수행 동안 Lock 을 걸었던 레코드 들에 대해 이를 해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Commit 수행 도중 프로세스의 비정상 종료가 수행될 수 있으므로 복구를 위한 준비 작업도 함께 수행된다.

int dbmCommit( dbmHandle * handle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typedef struct test_tbl
{
    int    c1;
    int    c2;
    char   c3[100];  
} test_tbl;  

int          rc;
dbmHandle    handle;
test_tbl     data;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memset( &data, 0x00, sizeof(data));    
data.c1 = 1;
data.c2 = 2;
strcpy( data.c3, "11111" );  

rc = dbmInsertRow( &handle, "test_tbl", (void *)&data, sizeof(data));
if( rc != 0 )... 

rc = dbmCommit( &handle ); 

dbmRollback

dbmRollback 함수는 현재 트랜잭션에서 수행했던 모든 변경 연산들을 원래대로 복귀(Rollback)하도록 하는 함수이다.
dbmRollback 함수는 dbmCommit 과 마찬가지로 골디락스는 내부적으로 트랜잭션에서 사용하던 Undo 로깅 영역을 반납한다.
그리고, 트랜잭션 수행 동안 Lock 을 걸었던 레코드 들에 대해 이를 해제하는 작업 또한 수행한다.
Commit 과 마찬가지로 수행 도중 프로세스의 비정상 종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dbmRollback 수행 동안 이를
고려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int dbmRollback( dbmHandle * handle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typedef struct test_tbl
{
    int    c1;
    int    c2;
    char   c3[100];  
} test_tbl;  

int          rc;
dbmHandle    handle;
test_tbl     data;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memset( &data, 0x00, sizeof(data));    
data.c1 = 1;
data.c2 = 2;
strcpy( data.c3, "11111" );  

rc = dbmInsertRow( &handle, "test_tbl", (void *)&data, sizeof(data));
if( rc != 0 )... 

rc = dbmRollback( &handle ); 

dbmEnqueue

dbmEnqueue 함수는 큐 Object 에 대한 데이터 삽입을 담당하는 함수이다.

골디락스에서 사용하는 큐는 공유메모리를 이용하여 구현한 일반적인 FIFO 큐이므로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큐를 이용하여 Enqueue 또는 Dequeue 작업을 수행하다가 dbmRollback 을 수행할 경우 큐에 대한 Rollback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 때 골디락스는 트랜잭션이 수행한 작업의 순서를 보장해준다.

비정상 종료로 인한 복구를 수행 시에도 큐 작업의 순서를 보장하기 때문에 큐 데이터의 정합성이 깨지지 않는다.

Enqueue 및 Dequeue 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dbmPrepareHandle 호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int dbmEnqueue( dbmHandle * handle, char * queue, void * data, int datasize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queue 입력 큐 이름

void * data 입력 입력할 데이터

int datasize 입력 입력할 데이터 크기



int          rc;
dbmHandle    handle;
char *       msg = "This is a test message.";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que" ); 
if( rc != 0 ) ... 

rc = dbmEnqueue( &handle, "test_que", (void *)msg, strlen(msg));
if( rc != 0 )...  

dbmDequeue

dbmDequeue 함수는 큐 Object 에서 데이터의 인출을 담당하는 함수이다.
Dequeue 수행 후 Rollback 이 발생하거나 프로세스 비정상 종료로 인해 복구 상황이 발생하면, Dequeue 되었던 데이터가 다시 원래 상태로 큐에
자동 적재된다.
이렇게 다수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Enqueue 와 Dequeue, Rollback, 복구 등 복잡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골디락스는 내부적으로 잘 정형화된 큐
관리 메카니즘에 의해 완전한 데이터 순서와 정합성을 보장한다.

int dbmDequeue( dbmHandle * handle, char * queue, void * data, int timeout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queue 입력 큐 이름

void * data 출력 출력할 데이터를 저장할 버퍼 포인터

int timeout 입력 Dequeue 대기 시간 (us)

int          rc;
dbmHandle    handle;
char         msg[1024];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que" ); 
if( rc != 0 ) ... 

memset( msg, 0x00, sizeof(msg) ); 
rc = dbmDequeue( &handle, "test_que", (void *)msg, 2000000 );
if( rc != 0 )...  

dbmGetIndex

dbmGetIndex 함수는 테이블에서 현재 검색 시 Default 로 사용하는 인덱스의 이름을 조회하는 함수이다.

int dbmGetIndex( dbmHandle * handle, char * table, char * index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table 입력 테이블 이름

char * index 출력 Default 인덱스 이름

int          rc;
dbmHandle    handle;
char         index[64];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memset( index, 0x00, sizeof(index) ); 
rc = dbmGetIndex( &handle, "test_tbl", index );
if( rc != 0 )...  

dbmSetIndex

dbmSetIndex 함수는 테이블에서 검색 시 Default 로 사용할 인덱스를 설정하는 함수이다.
dbmSetIndex 로 특정 인덱스를 Default 로 설정해두면, 이후 해당 테이블에 대한 조회는 무조건 해당 인덱스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여하는 조회 조건도 해당 인덱스의 Key 컬럼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정확하게 부여해야 한다.
dbmSetIndex 를 이용한 Default 인덱스 설정은 Handle 이 Free 되면 설정이 함께 해제된다.
따라서, dbmInitHandle 부터 다시 수행할 경우에는 Prepare 되는 Table 에 대해 dbmSetIndex 를 다시 수행해주어야 한다.
골디락스는 하나의 테이블에 인덱스가 최대 6 개까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회하기 전에 인덱스를 지정하고 해당 인덱스 Key 에 맞는
조건을 주어야만 정상적인 조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dministration Guide" 문서에서 언급했듯이 metaManager 를 통해 테이블 데이터를 조회할 경우에는 dbmSetIndex 와 같은 인덱스 지정은
불필요하다.
이는 metaManager 가 사용자의 SQL 구문을 이용하여 Where 조건에 적절한 인덱스를 사용하도록 자동으로 지정해주기 때문이다. 

int dbmSetIndex( dbmHandle * handle, char * table, char * index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table 입력 테이블 이름

char * index 입력 설정할 Default 인덱스 이름

int          rc;
dbmHandle    handle;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rc = dbmSetIndex( &handle, "test_tbl", "idx2_test_tbl" );
if( rc != 0 )...  

dbmColBind



dbmColBind 함수는 dbmUpdateRowByCols 함수를 이용하여 테이블의 일부 특정 컬럼들의 데이터만을 갱신하고 싶을 경우, 대상 컬럼들을
지정하여 Bind 해두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dbmColBind 를 통해 갱신 대상 컬럼들을 미리 지정해두면, dbmUpdateRowByCols 함수에서 레코드의 모든 컬럼 중 지정된 컬럼만을 갱신하는
것이다.

갱신 대상이 되는 레코드 검색을 위해서는 Key 컬럼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Key 컬럼은 dbmUpdateRowByCols 함수 수행 이전에 반드시
dbmColBind 로 Bind 를 해두어야 한다.
즉, Key 컬럼들과 갱신 대상 컬럼들에 대해 반드시 dbmColBind 호출을 수행해야 한다. 

int dbmColBind( dbmHandle * handle, char * table, char * column, char * coldata, int size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table 입력 테이블 이름

char * column 입력 Bind 할 컬럼 이름

char * coldata 입력 Update 시 사용할 Bind 컬럼의 데이터

int size 입력 Bind 컬럼 데이터의 크기



typedef struct test_tbl
{
 int  c1; /* key */
 int  c2; /* key */
 int  c3;
 int  c4;
 char c5[584];
} test_tbl;
 
int          rc;
dbmHandle    handle;
test_tbl     data;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
 * c1, c2  Key      dbmColBind   .
 *       . 
 */   
data.c1 = 1; 
rc = dbmColBind( &handle, "test_tbl", (char *)"c1", (char *)&data.c1,
sizeof(data.c1)); 
if( rc != 0 )... 

data.c2 = 1; 
rc = dbmColBind( &handle, "test_tbl", (char *)"c2", (char *)&data.c2,
sizeof(data.c2)); 
if( rc != 0 )...  

/*
 *     Bind
 */  
data.c3 = 7777; 
rc = dbmColBind( &handle, "test_tbl", (char *)"c3", (char *)&data.c3,
sizeof(data.c3)); 
if( rc != 0 )...  

dbmUpdateRowByCols

dbmColBind 함수를 통해 Bind 된 컬럼들의 데이터를 갱신한다.

int dbmUpdateRowByCols( dbmHandle * handle, char * table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table 입력 테이블 이름



typedef struct test_tbl
{
 int c1; /* key */
 int c2; /* key */
 int c3;
 int c4;
 char c5[584];
} test_tbl;
 
int       rc; 
dbmHandle handle;
test_tbl  data;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data.c1 = 1; 
rc = dbmColBind( &handle, "test_tbl", (char *)"c1", (char *)&data.c1,
sizeof(data.c1)); 
if( rc != 0 )... 

data.c2 = 1; 
rc = dbmColBind( &handle, "test_tbl", (char *)"c2", (char *)&data.c2,
sizeof(data.c2)); 
if( rc != 0 )... 

data.c3 = 7777; 
rc = dbmColBind( &handle, "test_tbl", (char *)"c3", (char *)&data.c3,
sizeof(data.c3)); 
if( rc != 0 )...  

/*
 * c1, c2      c3   .
 */    
rc = dbmUpdateRowByCols( &handle, "test_tbl" );
if( rc != 0 ) ...   

dbmClearBind

dbmClearBind 함수는 dbmColBind 를 통해 Bind 함 컬럼들을 모두 Bind 해제하는 함수이다.

dbmUpdateRowByCols 함수 호출 이후에 Bind 컬럼을 해제하는 등 더 이상 컬럼 Binding 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시점에서 호출한다. 

int dbmClearBind( dbmHandle * handle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typedef struct test_tbl
{
 int  c1; /* key */
 int  c2; /* key */
 int  c3;
 int  c4;
 char c5[584];
} test_tbl;
 
int          rc;
dbmHandle    handle;
test_tbl     data;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data.c1 = 1; 
rc = dbmColBind( &handle, "test_tbl", (char *)"c1", (char *)&data.c1,
sizeof(data.c1)); 
if( rc != 0 )... 

data.c2 = 1; 
rc = dbmColBind( &handle, "test_tbl", (char *)"c2", (char *)&data.c2,
sizeof(data.c2)); 
if( rc != 0 )...  

data.c3 = 7777; 
rc = dbmColBind( &handle, "test_tbl", (char *)"c3", (char *)&data.c3,
sizeof(data.c3)); 
if( rc != 0 )...

rc = dbmClearBind( &handle );  

dbmGetRowSize

dbmGetRowSize 함수는 특정 테이블의 레코드 길이를 조회하는 함수이다. 

int dbmGetRowSize( dbmHandle * handle, char * table, void * size )

리턴값
- 성공 시 : 0
- 실패 시 : 관련 Error Code

자료유형 인자 사용 설    명

dbmHandle* handle 입력 사용자 Handle

char * table 입력 테이블 이름

void * size 출력 레코드 크기



int          rc;
dbmHandle    handle;
int          rowsize;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rc = dbmGetRowSize( &handle, "test_tbl", (void *)&rowsize ); 

샘플 코드

다음은 골디락스 API 를 이용하여 sample table 에 대한 DML 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예이다.
보다 다양한 샘플 코드를 보고 싶다면 설치한 패키지의 demo 디렉토리를 참조하기 바란다. 

/*
 *  sample    metaManager   , test_instance , 
 * test_tbl , c1, c2  Key     .
 *
 * metaManager> initdb
 * metaManager> create instance test_instance;
 * metaManager> create table test_tbl c1 int c2 int c3 char(100);
 * metaManager> create index idx_test_tbl on test_tbl c1,c2;     
 */ 

#include "dbmAPI.h"   
 
typedef struct test_tbl
{
    int    c1;   /* key */
    int    c2;   /* key */
    char   c3[100];  
} test_tbl;

int main()
{  
    int          i;    
    int          rc;
    dbmHandle    handle;
    test_tbl     data; 
 
    rc = dbmInitHandle( &handle, "test_instance" );
    if( rc != 0 )
    {
        printf("init handle fail : %d\n", rc);
        exit(1);  
    }  

    rc = dbmPrepareTable( &handle, "test_tbl" ); 
    if( rc != 0 )
    {
        printf("prepare table fail : %d\n", rc);
        exit(1); 
    }  

    /*----------------------------------------------------------------
     *  100  



     ----------------------------------------------------------------*/   
    for( i=0; i<100; i++ )
    {  
        memset( &data, 0x00, sizeof(data) );
 
        data.c1 = i;
        data.c2 = i;
        sprintf(data.c3, "%020d", i);    
 
        rc = dbmInsertRow( &handle, "test_tbl", &data, sizeof(data) );
        if( rc != 0 )
        {
            printf("insert table fail : %d\n", rc); 
            exit(1); 
        }    
    } 

    /*----------------------------------------------------------------
     *   100   .
     *  Commit        . 
     ----------------------------------------------------------------*/ 
    for( i=0; i<100; i++ )
    {
        memset( &data, 0x00, sizeof(data) );

        data.c1 = i;
        data.c2 = i;   
  
        rc = dbmSelectRow( &handle, "test_tbl", &data );
        if( rc != 0 )
        {
            break; 
        }
 
        printf("c1(%d) c2(%d) c3(%s)\n", data.c1, data.c2, data.c3 );    
    }      

    /*----------------------------------------------------------------
     *    Rollback
     ----------------------------------------------------------------*/  
    rc = dbmRollback( &handle );  
    if( rc != 0 )
    {
        printf("rollback fail : %d\n", rc);
        exit(1); 
    } 

    rc = dbmFreeHandle( &handle );
    if( rc != 0 )
    {
        printf("free handle fail : %d\n", rc);
        exit(1); 
    }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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