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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및 그것의 클래스인스턴스 삭제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주기억장치 상주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및 그것의 클래스 인스턴스 삭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클래스 인스턴스 삭제 방법은, (a) 데이터 접근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요청된 질의를 분석하는 단계; (b) 상기 (a) 단

계에서의 분석 결과 인스턴스 삭제 질의가 요청된 경우, 상기 질의에 의해 삭제될 클래스와 상기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에 대한 상호배제 락을 획득하는 단계; 및 (c) 상기 클래스 및 상기 하위 클래스로부터 상기 인스턴스 및 상기

인스턴스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스턴스를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9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주기억장치 상주 객체관계형 DBMS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2는 데이터 접근 응용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클래스간의 수직적 상호 관계의 일례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데이터 접근 응용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클래스들 간의 수평적 상호 관계(1:1)의 일례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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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a 및 도 4b는 도 3에 도시된 수평적 상호 관계를 가지는 클래스들 간의 클래스 삭제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는 데이터 접근 응용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클래스들 간의 수평적 상호 관계(1:N)의 일례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6a 및 도 6b는 도 5에 도시된 수평적 상호 관계를 가지는 클래스들 간의 클래스 삭제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7은 데이터 접근 응용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클래스들 간의 수평적 상호 관계(M:N)의 일례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8a 및 도 8b는 도 7에 도시된 수평적 상호 관계를 가지는 클래스들 간의 클래스 삭제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클래스 인스턴스 삭제 방법을 보여주

는 흐름도이다.

  도 10은 도 9의 405 단계에서 호출되는 함수 getLock()의 상세 흐름도이다.

  도 11은 도 9의 410 단계에서 호출되는 delete() 함수의 상세 흐름도이다.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delete() 함수의 1:1 타입의 OID 집합에 대한 삭제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13a 및 13b는 도 11에 도시된 delete() 함수의 1:N 타입의 OID 집합에 대한 삭제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객체관계형 DBMS 서버 20 : 데이터베이스

  30 : 질의 분석 모듈 40 : 질의 수행 모듈

  50 : 시스템 카탈로그 접근 모듈 60 : 클라이언트

  62 : 데이터 접근 응용 프로그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 DBMS)(이하 DBMS라 칭함)에 관한 것으로, 특

히 주기억장치 상주 객체관계형 DBMS에서 수직적(상속 관계), 수평적(1:1, 1:N;, M:N) 상호 관계가 객체식별자(object

identifier ; OID) 집합으로 저장되는 클래스(class)들간의 인스턴스(instance) 삭제 방법에 관한 것이다.

  DBMS는 대용량의 정보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효율적인 검색을 제공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

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 가공 방법과 빠른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정보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DBMS의 구조와 패러다임(paradigm)에 대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환의 산물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

억장치에 상주시키는 메모리 상주형 DBMS(main-memory resident DBMS)가 대두되고 있다. 메모리 상주형 DBMS는

독자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존의 디스크 기반 DBMS의 프론트 엔드(front-end)로 사용되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

키기도 한다. 현재 메모리 상주형 DBMS는 전 세계적으로 디스크 기반 DBMS의 프론트 엔드 DBMS 및 내장형 DBMS로서

시장 규모를 넓혀 가고 있다.

  최근에는, 메모리 상주형 DBMS의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고성능 데이터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주기억장치 상주 객체관

계형 DBMS가 개발되고 있다. 이 객체관계형 DBMS는 객체지향 질의를 통한 융통성 있는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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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억장치 상주 객체관계형 DBMS에서는 클래스간의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를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이는 객체

(object) 내에 관련된 객체의 객체식별자(object identifier ; OID)를 속성으로 포함함으로써 성립된다. 객체관계형 DBMS

는 클래스의 수평적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 관계성(1:1, 1:N 또는 M:N)을 정의한다. 이와 같은 관계성을 명시할 때 객체

식별자는 관련된 객체로의 포인터 역할을 함으로써 질의 실행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즉, 관계성 있는 클래스들간의 조인

(join)이 요구될 경우 임시 테이블 생성과 같은 부가적인 장소나 시간 낭비 없이 직접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기억장치 상주 객체관계형 DBMS는 각 클래스간의 수직적, 수평적 상호관계가 객체식별자 집합으

로 저장되기 때문에, 클래스 인스턴스 삭제시, 삭제된 클래스와 연관된 객체식별자 포인터가 완전하게 삭제되지 않게 되

면, 삭제된 클래스를 가리키는 객체식별자 포인터가 임의의 클래스에 남게 되어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깨뜨리는 문제

가 발생한다.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스턴스 및 인스턴스 상호 관계를 안전하게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주기억장치 상주 객체관계형 DBMS 서버로 클래스 인스턴스 삭제 요구시, 요청

된 클래스 및 상기 클래스와 연관된 타 클래스의 객체식별자 포인터를 완전하게 삭제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클래스 인스턴스 삭제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클래스 인스턴스 삭제 방법은, (a)

데이터 접근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요청된 질의를 분석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에서의 분석 결과 인스턴스 삭제 질의

가 요청된 경우, 상기 질의에 의해 삭제될 클래스와 상기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에 대한 상호배제 락을 획득

하는 단계; 및 (c) 상기 클래스 및 상기 하위 클래스로부터 상기 인스턴스 및 상기 인스턴스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스턴스를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상호 배제 락 획득 방법은, (a) 데이터 접근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인스턴

스 삭제 질의가 요청된 경우, 상기 질의에 대응되는 클래스에 락을 요청하는 단계; (b) 상기 클래스에 락이 획득된 경우 상

기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를 검색하는 단계; 및 (c) 상기 (b) 단계에서 검색된 모든 하위 클래스에 대한 락을 획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클래스 인스턴스 삭제 방법은, (a) 데이터 접근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인

스턴스 삭제 질의가 요청된 경우, 삭제될 클래스에 포함된 애트리뷰트들 중 관계성을 나타내는 애트리뷰트의 타입을 판별

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애트리뷰트 타입이 1:1인 경우, 삭제하고자 하는 상기 인스턴트를 가

리키는 역포인터를 NULL 값으로 할당하는 단계; (c) 상기 (a)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애트리뷰트 타입이 1:N인 경우,

삭제하고자 하는 상기 인스턴트를 가리키는 역포인터 집합에서 상기 인스턴트 값을 삭제하는 단계; 및 (d) 상기 (b) 및 (c)

단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경우, 상기 삭제될 클래스의 상기 인스턴스를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클래스들간의 상호 관계가 객체

식별자 포인터들의 집합으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클래스간의 인스턴스 삭제시, 해당 인스턴스

는 물론 상기 인스턴스와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타 클래스의 객체 식별자 포인터를 모두 삭제하는 객체관계형 데이터베

이스 관리 시스템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주기억장치 상주 객체관계형 DBMS 서버(10) 및 상기 서버(10)에 연결된 클라

이언트(60)의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주기억장치 상주 객체관계형 DBMS는 주기억장치 상주 객체관계형 DBMS서

버(10)와, 네트워크(5)로 연결된 클라이언트(60)로 구성되며, DBMS서버(10)에는 주기억장치에 상주하는 데이터베이스

(20)가 연결된다. DBMS서버(10)는 질의 분석 모듈(30), 질의 수행 모듈(40) 및 시스템 카탈로그 접근 모듈(50)을 포함하

며, 클라이언트(60)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응용 프로그램(62)을 포함한다.

  질의 분석 모듈(30)은, 데이터 접근 응용 프로그램(62)으로부터 주기억장치 상주 데이터베이스(20) 접근 요청이 발생하

면 이를 분석하는 동작을 수행하고, 질의 수행 모듈(40)은 분석된 질의에 따라 시스템 카탈로그 접근 모듈(50)을 통해 시스

템 카탈로그(미도시됨)를 참조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변경, 또는 삭제하는 등의 동작을 수행한다.

등록특허 10-0520301

- 3 -



  도 2는 데이터 접근 응용 프로그램(62)에서 정의한 클래스간의 수직적 상호 관계의 일례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객체관계형 DBMS에서는 클래스간의 수직적 상관 관계(상속)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 2를 참조하면, 임의의 클래스는 오직 한 클래스로부터 상속 가능하다. 즉,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한 애트리뷰트

(attribute)의 이름과 타입을 변경 없이 상속받고, 자신의 고유한 애트리뷰트를 추가로 가질 수 있다. 이 때, 여러 상위 클래

스로부터 상속받아 하위 클래스를 생성하는 다중 상속은 불가능하다.

  도면에서 클래스 B(211)는 클래스 A(210)로부터 상속받고, 클래스 C(212)는 클래스 B(211)로부터 상속받게 되므로, 실

제로 클래스 B(211)에는 클래스 A(210)에서 상속받은 애트리뷰트(A_att1(213))와, 자신의 클래스에서 정의한 애트리뷰

트(B_att1(214))가 포함된다. 또한 클래스 C(212)에는 클래스 A(210)에서 상속받은 애트리뷰트(A_att1(213))와, 클래스

B(211)에서 상속받은 애트리뷰트(B_att1(214)) 및 자신의 클래스(212)에서 정의한 애트리뷰트(C_att1(215))가 포함된

다. 따라서 최상위 클래스인 클래스 A(210)에서 애트리뷰트(A_att1(213)) 값을 삭제하는 삭제 질의는 클래스 B(211)와

클래스 C(212)의 애트리뷰트(A_att1(213))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어서, 본 발명의 객체관계형 DBMS에서 정의된 클래스간의 수평적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객체

관계형 DBMS에서는 클래스간의 수평적 상관 관계를 1:1 관계, 1:N 관계, 및 M:N 관계의 3가지 관계로 정의한다.

  도 3은 데이터 접근 응용 프로그램(62)에서 정의한 클래스들(220, 221)간의 수평적 상호 관계(1:1)의 일례를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4a 및 도 4b는 도 3에 도시된 수평적 상호 관계를 가지는 클래스들(220, 221)간의 클래스 삭제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 및 도 4a를 참조하면, 클래스 A(220)와 클래스 W(221)는 1:1의 수평적 상관 관계에 있다. 클래스 A(220)는

A_att2(222)라는 애트리뷰트를 통해 클래스 W(221)에 있는 소정의 인스턴스(β1)로 접근할 수 있으며, 클래스 W(221)는

W_att2(223)라는 애트리뷰트를 통해 자신의 인스턴스(β1)를 가리키는 클래스 A(220)의 인스턴스(α1)에 1:1로 접근할 수

있다. 즉, 클래스 A(220)의 A_att2(222)라는 애트리뷰트는 클래스 W(221)의 인스턴스 객체식별자(OID ; 224) 하나를 가

지고 있어, 클래스 W(221)에 있는 소정의 인스턴스(β1)를 가리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클래스 W(221)의

W_att2(223)라는 애트리뷰트는 자신의 인스턴스(β1)를 가리키는 인스턴스 객체 식별자(OID ; 225) 하나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인스턴스(β1)를 가리키는 클래스 A(220)의 인스턴스(α1)를 가리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클래스 A(220)의 인스턴스(α1)를 삭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이 사용된다.

  exec sql delete A where …;

  상기와 같은 질의에 의해 'where' 절에 기술된 조건에 해당되는 인스턴스(α1)가 삭제되는 경우,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먼저 상기 인스턴스(α1)와 연관된 클래스 W(221)의 인스턴스(β1)의 애트리뷰트(W_att2(223)) 값이 삭제되고, 그리고

나서(226), 클래스 A(220)의 인스턴스(α1)가 삭제된다. 이 경우, 클래스 A(220)의 인스턴스(α1)만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관된 클래스 W(221)의 인스턴스(β1)의 애트리뷰트(W_att2(223)) 값 또한 삭제되기 때문에, 인스턴스(α1)가 삭제

된 후 클래스 W(221)에 의해 인스턴스(α1)가 참조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이 유

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도 5는 데이터 접근 응용 프로그램(62)에서 정의한 클래스들(230, 231) 간의 수평적 상호 관계(1:N)의 일례를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6a 및 도 6b는 도 5에 도시된 수평적 상호 관계를 가지는 클래스들(230, 231) 간의 클래스 삭제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 및 도 6a를 참조하면, 클래스 A(230)와 클래스 W(231)는 1:N의 수평적 상관 관계에 있다. 클래스 A(230)는

A_att2(232)라는 애트리뷰트를 통해 클래스 W(231)의 여러 인스턴스(즉, N개)로 접근할 수 있으며, 클래스 W(231)는

W_att2(233)라는 애트리뷰트를 통해 자신의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클래스 A(230)의 인스턴스로(α1)(즉, 1개)로 접근할

수 있다. 즉, 클래스 A(230)의 A_att2(232)라는 애트리뷰트는 클래스 W(231)의 여러 인스턴스들의 OID 집합(234)을 가

지고 있어 이들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클래스 W(231)에서는 W_att2(233)라는 애트리뷰트가 자신의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클래스 A(230)의 인스턴스의 OID(235)를 가지고 있어 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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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클래스 A(230)의 인스턴스(α1)를 삭제하는 경우, 본 발명의 객체관계형 DBMS에서는 다음과 같

은 SQL을 이용한다.

  exec sql delete A where …;

  상기 질의에 의해 'where'절에 기술된 조건에 해당되는 인스턴스(α1)가 삭제되는 경우,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일

먼저 클래스 W(231)의 모든 인스턴스(β1, β2, β3)의 애트리뷰트(W_att2(233)) 값에서 클래스 A(230)의 인스턴스(α1) 값

들(236)이 삭제되고, 그리고 나서 클래스 A(230)의 인스턴스(α1)가 삭제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DBMS는 클래스 A(230)의 인스턴스(α1) 삭제시 해당 인스턴스(α1)만 삭제하지 않고, 이와 연

관된 클래스 W(231)의 인스턴스들(β1, β2, β3)의 애트리뷰트(W_att2(233)) 값 또한 모두 삭제하기 때문에, 인스턴스(α1)

가 삭제된 후 클래스 W(231)에 의해 인스턴스(α1)가 참조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일관

성이 유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도 7은 데이터 접근 응용 프로그램(62)에서 정의한 클래스들(240, 241)간의 수평적 상호 관계(M:N)의 일례를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8a 및 도 8b는 도 7에 도시된 수평적 상호 관계를 가지는 클래스들(240, 241)간의 클래스 삭제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7 및 도 8a를 참조하면, 클래스 A(240)와 클래스 W(241)는 M:N의 수평적 상관 관계에 있다. 클래스 A(240)는

A_att2(242)라는 애트리뷰트를 통해 클래스 W(241)의 여러 인스턴스(즉, N개)로 접근할 수 있으며, 클래스 W(241)는

W_att2(243)라는 애트리뷰트를 통해 자신의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클래스 A(240)의 여러 인스턴스(즉, M개)로 접근 가능

하다. 즉, 클래스 A(240)의 A_att2(242)라는 애트리뷰트는 클래스 W(241)의 여러 인스턴스들(β1, β2, β3)의 OID 집합

(244)을 가지고 있어, 이들(β1, β2, β3)을 가리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클래스 W(241)의 W_att2(243)라는 애트리뷰트는

자신의 인스턴스(β1, β2, β3)를 가리키는 클래스 A(240)의 여러 인스턴스들(α1, α2)의 OID 집합(245)을 가지고 있어, 이

를(α1, α2) 가리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클래스 A(240)의 인스턴스(α1)를 삭제하는 경우, 본 발명에 의한 객체관계형 DBMS에서는 아래

와 같은 SQL을 이용한다.

  exec sql delete A where …;

  상기 질의에 의해 'where' 절에 기술된 조건을 만족하는 인스턴스(α1)가 삭제되는 경우,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일

먼저 클래스 W(241) 내의 모든 인스턴스(β1, β2, β3)의 값에서 클래스 A(240)를 가리키는 인스턴스들(246)이 삭제되고,

그리고 나서 클래스 A(240)의 인스턴스(α1)가 삭제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DBMS는 클래스 A(240)의 인스턴스(α1) 삭제시 해당 인스턴스(α1)만 삭제하지 않고, 이와 연

관된 클래스 W(241)의 인스턴스들(β1, β2, β3)의 애트리뷰트(W_att2(233)) 값 또한 모두 삭제하기 때문에, 인스턴스(α1)

가 삭제된 후 클래스 W(241)에 의해 인스턴스(α1)가 참조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일관

성이 유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클래스 인스턴스 삭제 방법을 보여주

는 흐름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DBMS 서버는 먼저 데이터베이스 접근 응용 프로그램(62)으로부터 질의

를 받아들여(400 단계) 이를 분석하고(401 단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입력된 질의가 삭제(delete) 질의인지 여부를 판

별한다(402 단계).

  판결 결과, 입력된 질의가 삭제 질의이면, 클래스에 상호배제 락(mutual exclusive lock)을 요청하는 getLock()함수를

호출한다(405 단계). 이어서, 요청한 클래스에 대한 상호배제 락이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한다(406 단계). 상호배제 락

이 획득된 경우에는 자신의 클래스와, 자신의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child class)에 대해 질의에 기술된 조건

에 맞는 인스턴스를 검색하고, 질의 조건에 맞는 인스턴스가 존재하는 동안 다음의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한다.

  먼저, 조건을 만족하는 인스턴스 OID를 입력 매개변수로 하여 delete()함수를 호출한다(410 단계). 이어서, delete()함수

의 호출에 의해서 질의 조건을 만족하는 인스턴스가 성공적으로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한다(411 단계). 판별 결과, 해

당 인스턴스의 삭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면, 삭제한 인스턴스 개수를 1만큼 증가시킨다(414 단계). 삭제가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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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되지 않았으면 삭제 질의를 철회하고 409 단계의 작업을 빠져 나온다(415 단계). 409 단계에서 질의 조건을 만족

하는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 성공적으로 삭제를 마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과를 저장하고(418 단계), 저장된 결과를 응용

프로그램(62)으로 송부한다(419 단계).

  406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405 단계에서 호출된 getLock() 함수에 의해 클래스의 상호배제 락이 획득되지 않은 경우,

트랜잭션을 철회하고(416 단계), 이의 결과를 저장하여(418 단계) 응용프로그램으로 송부한다(419 단계).

  그리고, 402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만약 입력된 질의가 삭제질의가 아니면 입력된 질의를 수행하고(417 단계), 이의 결

과를 저장하여(418 단계) 응용프로그램으로 송부한다(419 단계).

  도 10은 도 9의 405 단계에서 호출되는 getLock() 함수의 상세 흐름도이다. getLock() 함수는 클래스에 상호배제 락을

요청하는 함수로서, 이 함수에 사용되는 입력 매개변수는 상호배제 락을 획득하고자 하는 클래스이다. 도 10에서는

getLock() 함수에 클래스 A가 입력된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도 10을 참조하면, getLock() 함수는 먼저 클래스 A에 대한 락을 요청하고(4051 단계), 클래스 A에 락이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한다(4052 단계). 판별 결과 클래스 A에 락이 획득된 경우, 그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를 검색한다(4053 단계).

이 경우, 만약 하위 클래스가 존재하면(4054 단계) 하위 클래스에도 상호배제 락을 요청하고(4055 단계), 해당 하위 클래

스에 락이 획득되었으면(4056 단계) 다음 하위 클래스를 검색하여(4057 단계) 상기 4054 단계 이후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 때, 만약 상기 4052 단계에서 락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또는 상기 4056 단계에서 하나라도 하위 클래스가 상호배제

락을 획득하지 못했으면, 결과는 실패로 저장된다(4058 단계, 4060 단계). 그리고, 입력 매개변수인 클래스와 그것의 하위

클래스가 모두 상호배제 락을 획득한 경우에 결과가 성공으로 저장되어(4059 단계) 호출한 함수로 반환(return)된다.

  도 11은 도 9의 410 단계에서 호출되는 delete() 함수의 상세 흐름도이다. delete() 함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입력

된 삭제 질의가 수행되어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삭제하는 함수이다. 도 11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클래스 인스

턴스의 OID가 α이고, 상기 인스턴스 OID(α)가 가리키는 상대 클래스의 인스턴스 OID가 β 또는 β1, β2, …, βN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도 11을 참조하면, delete() 함수가 호출되면, 상기 함수는 먼저 삭제할 애트리뷰트 타입을 분석하여 아래의 과정을 반복

한다(4100 단계). 애트리뷰트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OID 집합은 크게 1:1 타입과 1:N 타입으로 구분되며, 이들 타입에 속

하는 모든 애트리뷰트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아래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4100 단계에서는, 먼저 애트리뷰트 타입을 검사하고(4101 단계), 검사 결과 OID 집합이 1:1 타입인 경우에는 삭제하고

자 하는 클래스 인스턴스의 OID(α)를 가리키는 역포인터를 NULL 값으로 할당하고(4110 단계), 검사 결과 OID 집합이

1:N 타입인 경우에는 삭제하고자 하는 클래스 인스턴스의 OID(α)를 가리키는 역포인터 집합에서 α만 삭제한다(4120 단

계).

  도 12 및 도 13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4110 및 4120 단계에서 역포인트가 삭제된 후에는 역포인트 삭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저장된다. 4150 단계에서는 이 같은 결과 값을 받아들여 상기 결과가 실패이면

상기 결과를 반환하고, 상기 결과가 성공이면 인스턴스 α를 삭제하고(4160 단계) 그 결과를 반환한다.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delete() 함수의 1:1 타입의 OID 집합에 대한 삭제 동작(도 11의 4110 단계)을 설명하는 흐름도

이다. 도 12에서는 삭제 하고자 클래스의 인스턴스 OID가 α이고, 상기 인스턴스 OID(α)가 현재 가리키는 상대 클래스의 인

스턴스 OID가 β이며, 애트리뷰트 타입이 1: 1 타입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애트리뷰트 타입이 1: 1 타입인 경우,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상호배제 락이 요청된다(4111 단계). 이어서, 요청

된 상호배제 락이 획득되었는지를 검사한다(4112 단계). 이 때, 락이 획득되지 못하였으면 결과를 실패로 저장하고(4117

단계), 락이 획득되었으면 β에서 α로의 역 포인터(OID 인스턴스) 타입을 검사한다(4113). 검사 결과, β에서 α로의 역 포인

터 타입이 1:1 타입이면 해당 역포인터에 NULL 값의 OID를 할당한 후(4114 단계) 결과를 성공으로 저장한다(4116 단

계). 그리고, β에서 α로의 역포인터 타입이 1:N 타입이면 역포인터 집합 중에서 α를 삭제한 후(4115 단계), 결과를 성공으

로 저장한다(4116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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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3a 및 13b는 도 11에 도시된 delete() 함수의 1:N 타입의 OID 집합에 대한 삭제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13a를 참조하면, 삭제 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OID(α)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상대 클래스의 인스턴스 OID들의 집

합을 β라 할 때, 먼저 현재 처리되고 있는 애트리뷰트가 삭제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애트리뷰트 중 2 번째 애트리뷰트

(INVERSE_OID) 인지 여부를 판별한다(4121 단계).

  여기서, INVERSE_OID 애트리뷰트는 본 발명에 의한 객체관계형 DBMS에서 지원하는 애트리뷰트 중 하나로서, 사용자

가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DBMS가 이용하기 위해 모든 인스턴스에 추가한 애트리뷰트이다. INVERSE_OID 애트리뷰트에

는 자신의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모든 클래스들 인스턴스들의 포인터(OID)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다른 애트리뷰트와 다른

점은 한 클래스가 아닌 여러 클래스들로부터의 포인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INVERSE_OID 애트리뷰트는, 한

클래스로부터의 포인터만 유지하는 일반 OID 집합 애트리뷰트와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4121 단계에

서처럼 현재 애트리뷰트가 INVERSE_OID 애트리뷰트인지 여부가 판별되는 것이다.

  판별 결과, 만약 현재 애트리뷰트가 INVERSE_OID가 아니면(즉, 일반 OID 집합 애트리뷰트이면), β 집합에 저장된 모든

OID 개수만큼 4122 단계를 반복하여 수행한다. 4122 단계에서는 먼저 β에 대한 상호배제 락을 요청하여(4123 단계) 락

이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4124 단계). 이 경우, 락이 획득되지 못하였으면 결과를 실패로 저장하고(4128 단계),

락이 획득되었으면 β에서 α로의 역포인터(OID 인스턴스) 타입을 검사한다(4125 단계). β에서 α로의 역포인터 타입의 검

사 결과, 역포인터 타입이 1:1 타입이면 해당 역포인터에 NULL 값을 할당하고(4126 단계), 1:N 타입이면 역포인터 집합

중에서 α만 삭제한다(4127 단계).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이 β 집합에 저장된 모든 OID 개수만큼 반복되어 수행되고 나면

결과를 성공으로 저장한다(4129 단계).

  그리고, 4121 단계에서의 검사 결과, 현재 애트리뷰트가 INVERSE_OID이면 β 집합에 속한 모든 OID에 대하여 도 13b

에 도시된 과정을 수행한다.

  도 13b를 참조하면, 현재 애트리뷰트가 INVERSE_OID이면 집합 β에 저장된 OID 개수만큼 4130 단계를 반복한다.

  4130 단계에서는 먼저 삭제하고자 하는 α의 클래스를 myClass라 하고, β가 속한 클래스를 myInvertedClass라 지정한

다(4131 단계). 왜냐하면, 집합 β는 여러 클래스로부터의 역포인터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때, myInvertedClass의 어

떤 애트리뷰트가 myClass에 대한 역포인터를 갖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myInvertedClass의 모든 애트리뷰트에 대해 다

음을 수행하되(4132 단계), myClass로의 역포인터를 가지는 애트리뷰트를 찾아 아래 4135 단계 내지 4140 단계를 한번

수행하게 되면 4132 단계에서 수행하는 루프(loop)를 빠져나오도록 한다.

  4132 단계에서는 먼저 현재 myInvertedClass의 애트리뷰트가 OID 집합인지를 검사하고(4133 단계), 검사 결과 OID 집

합이 아니면 4132 단계를 빠져나와 다음 애트리뷰트에 대한 수행을 계속하고, OID 집합이면 그 애트리뷰트가 가리키는 클

래스가 myClass와 같은지 여부를 검사한다(4134 단계). 검사 결과, 만약 같지 않으면 4132 단계를 빠져나와 다음 애트리

뷰트에 대해 수행을 계속한다.

  검사 결과, 만약 애트리뷰트가 가리키는 클래스가 myClass와 같으면, myClass의 INVERSE_OID에서 추출한 β의 현재

애트리뷰트가 myClass를 가리키고 있음을 의미하므로(즉, myClass로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β에 대한

상호배제 락을 요청한다(4135 단계). 이어서, 락이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하고(4136 단계), 락이 획득되지 못하였으면

결과를 실패로 저장하고(4137 단계), 락이 획득되었으면 β에서 α로의 역포인터(OID 인스턴스) 타입을 검사한다(4138 단

계).

  검사 결과, β에서 α로의 역포인터 타입이 1:1 타입이면 해당 역포인터에 NULL 값을 할당하고(4139 단계), 1:N 타입이

면 역포인터 집합 중에서 α만 삭제한 후(4140 단계), 상기 4132 단계에서 수행하는 루프를 빠져나온다.

  이어서, 다음 수행할 β의 클래스가 이전 β의 클래스와 일치하는가를 검사한다(4141 단계). 검사 결과, β의 클래스와 이

전 β의 클래스가 일치하면 같은 클래스 내에 속한 인스턴스들이므로 4131 단계 내지 4134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따

라서, 직접 4135 단계로 진행하여 락을 획득한 후 포인터를 삭제하는 동작을 수행한다(4135 내지 4140 단계).

  만약 4141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다음 β의 클래스가 이전 β의 클래스와 다르면(즉, 해당 인스턴스들이 서로 다른 클래

스의 인스턴스들이라면) 해당 인스턴스에 대해 4130 단계의 루프를 계속 수행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β가 존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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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단계의 루프를 빠져나온 경우는, 이미 β에서 α로의 역포인트들이 모두 삭제된 이후이므로, α에 저장된 β의 집합을

모두 삭제한다(4142 단계).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모두 수행되면, 도 1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결과를 성공으로 저장하

고(4129 단계) 그 결과를 반환한다.

  그 결과, 응용 프로그램(62)으로부터 삭제 질의가 입력되면, 삭제 대상 클래스뿐만 아니라, 상기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하위의 클래스 인스턴스들과 상기 클래스와 상호 관계에 있는 타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이 모두 삭제된다.

  이와 같은 클래스 인스턴스 삭제를 수행하는 본 발명은, 단지 객체들의 참조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방식 등에 대해서만

개발되어 있는 기존의 객체 관계형 DBMS와 극명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로서 주기억장치 상주 객체관계형 DBMS에서 객체식별자(OID) 집합이 포함된 클래스 인스턴

스 삭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되었으나, 그밖에도 포인터 형태로 상대방 클래스를 참조하는 다른 DBMS들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

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 저장되고 실행

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클래스 인스턴스 삭제 방법에 의하면, 삭제 대상 클래스뿐만 아니라, 상기 클래

스로부터 상속받은 하위의 클래스 인스턴스들과, 상호 관계에 있는 타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이 모두 삭제된다. 따라서, 데

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이 보장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a) 데이터 접근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요청된 질의를 분석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에서의 분석 결과 인스턴스 삭제 질의가 요청된 경우, 상기 질의에 의해 삭제될 클래스와 상기 클래스로

부터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에 대한 상호배제 락을 획득하는 단계;

  (c) 상기 삭제될 클래스의 애트리뷰트 타입을 판별하는 단계;

  (d) 상기 (c)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애트리뷰트 타입이 1:1 인 경우, 상기 클래스 및 상기 하위 클래스로부터 상기

인스턴스 및 상기 인스턴스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역포인터를 삭제하는 단계;

  (e) 상기 (c)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애트리뷰트 타입이 1:N 인 경우, 상기 클래스 및 상기 하위 클래스로부터 상기

인스턴스 및 상기 인스턴스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역포인터 집합에서 상기 인스턴스 값을 삭

제하는 단계; 및

  (f) 상기 (d) 단계 및 (e) 단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경우, 상기 삭제될 클래스의 상기 인스턴스를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클래스 인스턴스 삭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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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역포인터는 상기 삭제될 클래스의 상기 하위 클래스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클래스 인스턴스 삭제 방법.

청구항 5.

  (a) 데이터 접근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인스턴스 삭제 질의가 요청된 경우, 삭제될 클래스에 포함된 애트리뷰트들 중 관

계성을 나타내는 애트리뷰트의 타입을 판별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애트리뷰트 타입이 1:1인 경우, 삭제하고자 하는 상기 인스턴트를 가리키는 역

포인터를 NULL 값으로 할당하는 단계;

  (c) 상기 (a)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애트리뷰트 타입이 1:N인 경우, 삭제하고자 하는 상기 인스턴트를 가리키는 역

포인터 집합에서 상기 인스턴트 값을 삭제하는 단계; 및

  (d) 상기 (b) 및 (c) 단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경우, 상기 삭제될 클래스의 상기 인스턴스를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클래스 인스턴스 삭제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클래스 인스턴스의 객체 식별자 포인터가 α이고, 상기 포인터가 가리키는 하위 클래스 인스턴스의 객체

식별자 포인터가 β일 때,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삭제될 클래스와 상기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에 대한 상호배제 락을 요청하는 단계;

  (b-2) 상기 클래스들에 상호배제 락이 획득된 경우 상기 포인터 β에서 α로의 역포인터 타입을 판별하는 단계;

  (b-3) 상기 (b-2)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역포인터 타입이 1:1인 경우 해당 역포인터에 NULL 값을 할당하는 단계;

및

  (b-4) 상기 (b-2)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역포인터 타입이 1:N인 경우 해당 역포인터 집합에서 상기 포인터 α를 삭

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클래스 인스턴스 삭제 방법.

청구항 7.

  제 5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클래스 인스턴스의 객체 식별자 포인터가 α이고, 상기 포인터가 가리키는 하위 클래스 인스턴스의 객체

식별자 포인터가 β일 때,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포인터 β가 여러 클래스로부터의 역포인터들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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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상기 (c-1)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포인터 β가 단일 클래스로부터의 역포인터들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포인

터 α에 대한 상호 배제 락을 요청하고 상기 (b-2) 내지 (b-4) 단계를 상기 포인터 β의 개수만큼 반복하여 실행하는 단계;

및

  (c-3) 상기 (c-1)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포인터 β가 여러 클래스로부터의 역포인터들을 포함하는 경우, 삭제하고자

하는 상기 클래스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역포인터들을 선별하고, 해당 역포인터 집합에서 상기 포인터 α를 삭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클래스 인스턴스 삭제 방법.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데이터 접근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인스턴스 삭제 질의가 요청된 경우, 상기 질의에 대응되는 클래스에 락을 요청

하는 단계;

  (a-2) 상기 클래스에 락이 획득된 경우 상기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를 검색하는 단계; 및

  (a-3) 상기 (a-2) 단계에서 검색된 모든 하위 클래스에 대한 락을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클래스 인스턴스 삭제 방법.

청구항 9.

  제 1 항 또는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하위 클래스는, 상기 하위 클래스가 상기 클래스로부터 수직적으로 상속된 수직적 상호 관계, 및 상기 하위 클래스

와 상기 클래스에 저장된 객체 식별자가 1:1, 1:N, 및 M:N로 대응되는 수평적 상호관계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상호 관계

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클래스 인스턴스 삭제 방법.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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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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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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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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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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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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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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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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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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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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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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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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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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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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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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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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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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