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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요약표를 작성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57) 요 약
데이터 요약표를 작성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수의 필드들의 목록을 포함하는 필드 창, 및 다수의 구
역들을 포함하는 레이아웃 창을 포함한다. 구역들은 데이터 요약표의 영역들을 나타내고, 레이아웃 창은 필드
창으로부터의 다수의 필드들 중의 한 필드가 구역들의 제1 구역에 추가될 수 있게 한다. 데이터 요약표는 필드
가 레이아웃 창에 추가될 때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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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프로세서 유닛, 및
상기 프로세서 유닛에 의해 실행되어 상기 프로세서 유닛으로 하여금 데이터 요약표(data summary table)를 작
성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들을 저장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
록 매체
를 포함하며,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요약표를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데이터 요약표로부터 분리된 작업 창(task pane)을 디스플레이하며,
상기 작업 창은,
복수의 필드에 대한 디스플레이된 목록을 포함하는 필드 창(field pane)을 디스플레이하고,
행 구역, 열 구역, 값 구역 및 필터 구역을 포함하는 레이아웃 창(layout pane)을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필드 창으로부터의 상기 복수의 필드 중 하나 이상의 필드가 상기 필드 창으로부터 드래그되어 상기 레이
아웃 창의 상기 행 구역, 상기 열 구역, 상기 값 구역 및 상기 필터 구역 중 어느 하나에 드롭되는 것을 판정하
되,
상기 행 구역은 상기 데이터 요약표의 행 레이블을 정의하고,
상기 열 구역은 상기 데이터 요약표의 열 레이블을 정의하고,
상기 값 구역은 숫자 유형의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필터 구역은 상기 행 구역, 상기 열 구역, 및 상기 값 구역의 필드들과 연관된 필터들을
포함하고, 상기 필터들은 상기 데이터 요약표에 선택된 필드를 추가하기 이전에 상기 선택된 필드와 연관되도록
사용자 선택가능하거나 상기 데이터 요약표 내의 이미 존재하는 필드와 연관되도록 사용자 선택가능하며, 상기
필터들 중 하나의 필터가 상기 데이터 요약표에 선택된 필드를 추가하기 이전에 상기 선택된 필드와 연관되는
경우 상기 하나의 필터는 디스플레이된 상기 데이터 요약표에 상기 선택된 필드가 추가되기 이전에 상기 선택된
필드에 적용되며,
상기 디스플레이된 데이터 요약표는 상기 복수의 필드 중 하나 이상의 필드가 상기 행 구역, 상기 열 구역, 상
기 값 구역 및 상기 필터 구역 중 어느 하나에 드롭되면 갱신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필드 창 내의 상기 복수의 필드와 연관된 확인란(checkbox)을 더 포함하고,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확인란이 선택될 때 상기 레이아웃 창 및 상기 데이터 요약표 내에 상기 복수의 필드
각각을 자동으로 배치하도록 프로그램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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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확인란이 선택해제될 때 상기 레이아웃 창 및 상기 데
이터 요약표에서 상기 복수의 필드 중 하나 이상을 제거하도록 프로그램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아웃 창은 상기 복수의 필드 중 하나 이상의 필드가 상기 행 구역, 상기 열 구역, 상
기 값 구역 및 상기 필터 구역 중 어느 하나의 현재 구역으로부터 상기 행 구역, 상기 열 구역, 상기 값 구역
및 상기 필터 구역 중 상기 현재 구역과 다른 구역으로 이동될 수 있게 하도록 프로그램되고, 상기 레이아웃 창
은 상기 복수의 필드 중 하나 이상의 필드가 상기 다른 구역 내의 다른 필드와 관련되도록 재배치될 수 있게 하
도록 프로그램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복수의 필드 중 하나 이상의 필드가 상기 레이아웃 창
의 상기 행 구역, 상기 열 구역, 상기 값 구역 및 상기 필터 구역에 추가될 때 상기 데이터 요약표를 자동으로
갱신하도록 프로그램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수동 갱신 컨트롤이 선택될 때 상기 데이터 요약표의 수동 갱신을 허용하도록 프로그램된 수동
갱신 컨트롤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0
데이터 요약표를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방법으로서,
복수의 필드들의 목록에서 하나의 필드의 선택을 수신하는 단계;
디스플레이된 레이아웃 창의 행 구역, 열 구역, 값 구역 및 디스플레이된 필터 구역 중 하나에 상기 필드를 추
가하는 단계 - 상기 행 구역은 상기 데이터 요약표의 행 레이블을 정의하고, 상기 열 구역은 상기 데이터 요약
표의 열 레이블을 정의하고, 상기 값 구역은 상기 필드를 분석하여 상기 필드가 숫자 형식으로 판정되는 경우
상기 필드를 상기 값 구역에 추가하고, 상기 필터 구역은 데이터 요약표에 상기 필드를 추가하기 이전에 상기
필드와 연관된 필터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필드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항목에 대한 사용자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상기 데이터 요약표에 상기 필드를 추가하기 이전에 상기 필터가 상기 필드와 연관되는 경우 상기 데이터
요약표에 상기 필드가 추가되기 이전에 상기 필터를 상기 필드에 적용함 - ;
상기 레이아웃 창에 상기 필드가 추가된 경우 상기 필드를 포함하도록 상기 데이터 요약표의 디스플레이를 갱신
하는 단계; 및
상기 필드가 상기 행 구역, 상기 열 구역, 상기 값 구역 및 상기 필터 구역 중 하나로부터 상기 행 구역, 상기
열 구역, 상기 값 구역 및 상기 필터 구역 중 다른 하나로 이동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을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필드와 관련된 확인란의 선택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고, 상기 추가하는 단계는 상기 확인란이 선택될 때 상기 행 구역, 상기 열 구역, 상기 값 구역 및 상기 필터
구역 중 하나 내에 상기 필드를 자동으로 배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필드와 관련된 확인란을 선택해제하는 단계; 및
상기 확인란이 선택해제될 때 상기 행 구역, 상기 열 구역, 상기 값 구역 및 상기 필터 구역 중 상기 하나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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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데이터 요약표에서 상기 필드를 제거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하는 단계는 상기 필드를 상기 행 구역, 상기 열 구역, 상기 값 구역 및 상기 필터
구역 중 하나로 드래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필드가 이동될 때 상기 데이터 요약표를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하는 단계는 수동 갱신 컨트롤의 선택시에 상기 데이터 요약표를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들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들은 실
행되어
복수의 필드의 목록으로부터의 필드와 연관된 디스플레이된 확인란(checkbox)에 대한 사용자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
상기 확인란의 선택시 디스플레이된 레이아웃 창의 행 구역, 열 구역, 값 구역 및 필터 구역 중 하나에 상기 필
드를 자동으로 추가하는 단계 - 상기 행 구역은 데이터 요약표의 행 레이블을 정의하고, 상기 열 구역은 상기
데이터 요약표의 열 레이블을 정의하고, 상기 값 구역은 상기 데이터 요약표의 값을 정의하되 상기 필드가 숫자
형식으로 판정되는 경우 상기 필드는 상기 값 구역에 자동으로 추가되며, 상기 필터 구역은 상기 데이터 요약표
에 상기 필드가 없는 경우나 상기 필드가 상기 데이터 요약표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 모두에 상기 필드와 연관된
필터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필드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항목에 대한 사용자 선택을 가능하게 함 - ;
상기 필드가 최초에 상기 데이터 요약표에 없고 상기 필드가 상기 레이아웃 창에 추가되는 경우 상기 필드를 추
가하고 상기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 상기 데이터 요약표의 디스플레이를 갱신하는 단계 - 상기 데이터 요약표에
상기 필드가 추가되기 이전에 상기 필터가 상기 필드에 적용됨 - ;
상기 데이터 요약표에 상기 필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상기 필터에 기초하여 필터링된 항목들만 나타나도록 상
기 데이터 요약표의 상기 디스플레이를 갱신하는 단계; 및
상기 필드를 상기 행 구역, 상기 열 구역, 상기 값 구역 및 상기 필터 구역 중 하나로부터 상기 행 구역, 상기
열 구역, 상기 값 구역 및 상기 필터 구역 중 다른 하나로 이동시키는 단계
를 수행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필드와 연관된 상기 확인란을 선택해제하는 단계; 및
상기 확인란이 선택해제될 때 상기 행 구역, 상기 열 구역, 상기 값 구역 및 상기 필터 구역 중 하나로부터 상
기 필드를 제거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하는 단계는 상기 필드를 상기 행 구역, 상기 열 구역, 상기 값 구역 및 상기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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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중 하나로 드래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필드가 이동될 때 상기 데이터 요약표를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

명 세 서
배 경 기 술
[0001]

데이터 요약표는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데이터 요약표의 한 예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의 EXCEL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성될 수 있는 PIVOTTABLE 동적 뷰이다.

데이터 요약표는 데이

터베이스 프로그램에 의해 공급되거나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 목록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고 요약하는 효율적
인 방식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데이터 요약표의 페이지, 행, 열 또는 데이터 영역 내에 포함하기 위한 데이터

의 필드들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된 데이터필드에 대해 표시될 합, 분산, 총계 및 표준 편차와 같은 파라미터
를 선택할 수 있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내로부터 쿼리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 또는 목록을

포함하는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는 데이터 요약표에서 분석될 수 있다.
[0002]

데이터가 효율적이면서 직관적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데이터 요약표가 디자인되긴 하지만, 데이터 요약표 자체
의 작성은 초보자 사용자에게 도전적일 수 있다.
돕는 마법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몇몇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데이터 요약표 작성을

이들 마법사가 처음의 데이터 요약표 작성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마법사는 일단

데이터 요약표가 작성되면 디스플레이를 변경하기 위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없다.

그외 다른 프로그램은 사용

자가 데이터 요약표 상으로 직접 원하는 필드를 드래그 앤 드롭(drag and drop)할 수 있게 한다.

이들 프로그

램이 디스플레이 작성시에 사용자에게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은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덜
직관적일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0003]

이 요약은 아래의 상세한 설명에서 더욱 설명되는 개념들의 선택을 단순화된 형태로 소개하기 위해 제공된다.
이 요약은 청구된 주제의 중요한 특징 또는 본질적인 특징을 식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청구된 주제의 범위
의 결정을 돕는 것으로 사용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0004]

한 실시양상에 따르면, 데이터 요약표를 작성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수의 필드들의 목록을 포함하
는 필드 창(pane), 및 다수의 구역(zone)들을 포함하는 레이아웃 창을 포함하는데, 구역들은 데이터 요약표의
영역들을 나타내고, 레이아웃 창은 필드 창으로부터의 다수의 필드들 중의 한 필드가 구역들의 제1 구역에 추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프로그램된다.

[0005]

데이터 요약표는 필드가 레이아웃 창에 추가될 때 갱신된다.

다른 실시양상에 따르면, 데이터 요약표를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방법은
다수의 필드들의 목록으로부터 한 필드를 선택하는 단계; 그 필드를 다수의 구역들의 제1 구역에 추가하는 단계
- 구역들은 데이터 요약표의 영역들을 나타냄-; 및 그 필드가 레이아웃 창의 제1 구역에 추가될 때 데이터 요약
표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06]

다른 실시양상에 따르면,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다수의 필드들의 목록으로부터 한 필드를 선택하는 단계; 그
필드를 다수의 구역들의 제1 구역에 추가하는 단계 - 구역들은 데이터 요약표의 영역들을 나타냄-; 및 그 필드
가 레이아웃 창의 제1 구역에 추가될 때 데이터 요약표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들을 수행하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를 갖는다.

실 시 예
[0036]

실시예는 이제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아래에서 더욱 충분히 설명될 것이다.

여기에 개시된 실시예는 예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들 실시예는 이 명세서가 철저하고 완전해지도록 제
공된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번호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0037]

여기에 개시된 실시예는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 요약표에 관한 것이다.

[0038]

이제 도 1과 관련하여, 예시적인 컴퓨터 시스템(100)이 도시된다.

도 1에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100)은, 예를

들어 데스크톱 컴퓨터, 랩톱 컴퓨터 및 핸드헬드 컴퓨터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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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100)이 도시되지만, 여기에 개시된 시스템 및 방법은 또한 다양한 대안적인 컴퓨터 시스템에서 구현될
수 있다.
[0039]

시스템(100)은 프로세서 유닛(102), 시스템 메모리(104), 및 시스템 메모리(104)를 비롯한 각종 시스템 컴포넌
트들을 프로세서 유닛(102)에 연결하는 시스템 버스(106)를 포함한다.

시스템 버스(106)는 메모리 버스, 주변

장치 버스 및 각종 버스 아키텍처 중 임의의 것을 이용하는 로컬 버스를 비롯한 몇몇 유형의 버스 구조 중 어느
것이라도 될 수 있다.
한다.

시스템 메모리는 판독 전용 메모리(ROM)(108) 및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110)를 포함

컴퓨터 시스템(100) 내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정보 전송을 돕는 기본 루틴을 포함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

템(BIOS)(112)은 ROM(108)에 저장되어 있다.
[0040]

컴퓨터 시스템(100)은 하드 디스크에 기록을 하거나 그로부터 판독을 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12), 이동식
자기 디스크(116)에 기록을 하거나 그로부터 판독을 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14), CD-ROM, DVD 또는 기타
광 매체와 같은 이동식 광 디스크(119)에 기록을 하거나 그로부터 판독을 하는 광 디스크 드라이브(118)를 더
포함한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12),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14) 및 광 디스크 드라이브(118)는 각각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인터페이스(120),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인터페이스(122) 및 광 드라이브 인터페이스(124)에
의해 시스템 버스(106)에 접속된다.

드라이브들 및 이들과 관련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시스템(10

0)에 대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및 기타 데이터의 비휘발성 저장을 제공한다.
[0041]

여기에서 설명된 예시적인 환경이 하드 디스크(112)를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이동식 자기 디스크(116), 이동
식 광 디스크(119), 및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타 유형의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가 예시적인 시스템(100)에
서 사용될 수 있다.

예시적인 운영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이들 기타 유형의 예는

자기 카세트, 플래시 메모리 카드,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베르누이 카트리지,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및 판
독 전용 메모리(ROM)를 포함한다.
[0042]

다수의 프로그램 모듈은 운영 체제(126),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128), 기타 프로그램 모듈(130)
및 프로그램 데이터(132)를 비롯하여, 하드 디스크(112), 자기 디스크(116), 광 디스크(119), ROM(108) 또는
RAM(110) 상에 저장될 수 있다.

[0043]

사용자는 예를 들어,

키보드(134), 마우스(136) 또는 기타 포인팅 장치와 같은 입력 장치를 통해 컴퓨터 시스

템(100) 내로 명령 및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기타 입력 장치의 예로는 툴바, 메뉴, 터치 스크린, 마이크, 조

이스틱, 게임 패드, 펜, 위성 안테나 및 스캐너를 포함한다.

이들 및 기타 입력 장치는 종종 시스템 버스(10

6)에 결합된 직렬 포트 인터페이스(140)를 통해 처리 장치(102)에 접속된다.

그렇지만, 이들 입력 장치는 또한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또는 USB(universal serial bus)와 같은 기타 인터페이스에 의해 접속될 수도 있다.

LCD

디스플레이(142) 또는 기타 유형의 디스플레이 장치는 또한 비디오 어댑터(144)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
템 버스(106)에 접속된다.

디스플레이(142) 이외에, 컴퓨터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스피커 및 프린터와 같은 기

타 주변 출력 장치(도시 생략)를 포함할 수 있다.
[0044]

컴퓨터 시스템(100)은 원격 컴퓨터(146)와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로의 논리적 접속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화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다.

원격 컴퓨터(146)는 또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PC, 피

어 장치 또는 기타 통상의 네트워크 노드일 수 있고, 통상적으로 컴퓨터 시스템(100)과 관련하여 상술된 구성요
소들의 대부분 또는 그 전부를 포함한다.

논리적 접속으로는 LAN(148) 및 WAN(150)을 포함한다.

이러한 네트

워킹 환경은 사무실, 전사적 컴퓨터 네트워크(enterprise-wide computer network), 인트라넷 및 인터넷에서 일
반적인 것이다.
[0045]

LAN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될 때, 컴퓨터 시스템(100)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152)를 통해
LAN(148)에 접속된다.

WAN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될 때, 컴퓨터 시스템(100)은 통상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WAN(150)을 통해 통신을 설정하기 위한 모뎀(154) 또는 기타 수단을 포함한다.

내장형 또는 외장형일 수 있는

모뎀(154)은 직렬 포트 인터페이스(140)를 통해 시스템 버스(106)에 접속된다.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 컴퓨터

시스템(100) 또는 그의 일부와 관련하여 기술된 프로그램 모듈은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도

시된 네트워크 접속은 예시적인 것이고, 이 컴퓨터들 사이에 통신 링크를 설정하는 기타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0046]

여기에서 설명된 실시예는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논리적 동작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논리적 동작은 (1) 컴퓨

터 시스템상에서 실행되는 일련의 컴퓨터 구현 단계들 또는 프로그램 모듈들로서, 그리고 (2) 컴퓨팅 시스템 내
에서 실행되는 상호접속된 논리 또는 하드웨어 모듈들로서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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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에 의존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단계 또는 모듈로 칭해진다.

따라서, 여기에서 설명된 실시예를 구성하는 논리적 동작은 동작,

본 분야에 숙련된 기술자는 이들 동작, 단계 및 모듈이 여기에 첨부된 청구범위

내에서 열거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소프트웨어, 펌웨어, 특수 목적 디지털 로직, 및 이
들의 임의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컴퓨

터 명령어들의 시퀀스는 인코드되어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 상에 저장될 수 있고, 또한 컴퓨팅 장치들 사이
에서의 전송을 위해 반송파 신호 내에 인코드될 수 있다.
[0047]

이제, 도 2와 관련하여, 예시적인 프로그램(200)이 도시된다.

한 예에서, 프로그램(200)은 상술된 컴퓨터 시스

템(100)과 같은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실행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EXCEL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200)은 데이터(210)의 예시적인 목록을 갖는 스프레드시트(205)를 포함한다.

사용자는 데이터(210)로

부터 데이터 요약표를 작성할 수 있다.
[0048]

예를 들어, 이제, 도 3과 관련하여, 프로그램(200)의 예시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302)가 도시된다.

사용자 인

터페이스(302)는 초기 데이터 요약표(320)를 포함한다(데이터 요약표(320)는 도 3에서 비어 있다).

데이터 요

약표(320)는 다양한 소스로부터의 데이터로부터 작성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한 예에서, 데이터 요약표

(320)는 아래에 더욱 설명되는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데이터로부터 작성될 수 있다.
그외 다른 실시예에서, 데이터 요약표(320)는 도 2에 도시된 데이터(210)와 같은 스프레드시트 내의 데이터로부
터 작성될 수 있다.
[0049]

프로그램(200)의 사용자 인터페이스(302)는 또한 데이터 요약표(320)를 작성하고 변경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작업 창(task pane)(450)을 포함한다.
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작업 창(450)은 데이터(210)로부터의 필드들의 목

사용자는 아래에 더욱 설명되는 바와 같이, 데이터 요약표(320)를 작성하기 위해 작업 창(45

0)으로부터 필드를 선택하고 선택해제할 수 있다.
[0050]

I.

[0051]

이제, 도 4와 관련하여, 예시적인 작업 창(450)이 도시된다.

작업 창

아웃 창(454)을 포함한다.

작업 창(450)은 일반적으로 필드 창(452) 및 레이

작업 창(450)은 아래에 더욱 설명되는 바와 같이, 데이터 요약표(320)를 작성하고

변경하기 위해 사용된다.
[0052]

필드 창(452)은 주어진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프레드시트(예를 들어, 상기 도 2에 도시된 스프레드시트(205)) 내
의 각 필드의 목록(453)을 포함한다.
보다 길기 때문에 제공된다.
가 조정될 수 있다.

스크롤 바(451)는 필드의 목록(453)이 필드 창(452)에 의해 제공된 공간

몇몇 실시예에서, 필드 창(452)(및 또한 레이아웃 창(454))은 사용자에 의해 크기

목록(453) 내의 각 필드는 필드 옆의 확인란(checkbox)을 포함한다.

"Profit"은 필드 캡션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는 확인란(460)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필드

목록(453) 내의 필드가 아래에 설명되

는 바와 같이 레이아웃 창(454)에 추가될 때, 그 필드와 관련된 확인란이 체크된다.

예를 들어, "Profit" 필드

의 확인란(460)은 레이아웃 창(454)에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된다.
[0053]

레이아웃 창(454)은 작업 창(450)을 사용하여 작성되는 데이터 요약표(320)의 양상을 나타내는 다수의 구역을
포함한다.
함한다.

예를 들어, 레이아웃 창(454)은 행 구역(455), 열 구역(456), 값 구역(457) 및 필터 구역(458)을 포
행 구역(455)은 결과적으로 얻어진 데이터 요약표(320)의 행 레이블을 정의한다.

이터 요약표(320)의 열 레이블을 정의한다.
들어, 집계, 변화량)를 식별한다.

열 구역(456)은 데

값 구역(457)은 데이터 요약표(320) 상에서 요약되는 데이터(예를

필터 구역(458)은 다른 구역(455, 456, 457) 내의 다른 모든 필드에 적용되

는 필터링의 선택을 고려한다(예를 들어, 한 필드가 필터 구역(458) 내에 배치될 수 있고, 그 필드와 관련된 하
나 이상의 항목은 필터 구역(458) 내의 그 필드용으로 선택된 항목(들)과 관련되는 레이아웃 창(454) 내의 다른
모든 필드에 대한 그들 항목들만을 나타내도록 필터를 생성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
[0054]

필드 창(452)으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필드는 데이터 요약표(320)를 작성하고 변경하기 위해 레이아웃 창(454)의
하나 이상의 구역에 추가된다.

도시된 예에서, 사용자는 데이터 요약표(320)에 필드를 추가하기 위해 필드 창

(452)의 목록(453)으로부터 레이아웃 창(454)의 구역들 중의 한 구역으로 필드를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할
수 있다.
[0055]

예를 들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Store Sales" 필드(466)와 같이 필드 창(452) 내에 포함된 특
정 필드 위를 호버링(hovering)할 수 있다.

사용자가 필드 위를 호버링할 때, 사용자에게는 사용자가 선택된

필드를 클릭해서 필드 창(452)으로부터 레이아웃 창(454)의 구역들 중의 한 구역으로 드래그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십자 모양 커서(472)가 제시된다.

일단 사용자가 필드를 선택하면, 십자 모양 커서(472)는 정상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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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돌아가고, "Store Sales" 필드(466)는 도시된 바와 같이, 값 구역(457) 내로 드래그 앤 드롭될 수 있다.
필드는 이와 유사하게, 레이아웃 창(454)에서 필드를 선택하여 드래그함으로써 레이아웃 창(454)으로부터 제거
될 수 있다.
[0056]

다른 예에서, 사용자는 레이아웃 창(454)에 필드를 추가하기 위해 필드 창(452) 내의 특정 필드와 관련된 확인
란을 체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도 4의 작업 창(450) 내에 표시된 "Profit" 필드와 관련된 확인란

(460)을 선택하면, 이 필드는 "Profit" 필드(462)로서 값 구역(457)에 추가될 수 있다.

아래에서 더욱 설명되

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200)은 선택된 필드를 분석하여 레이아웃 창(454)의 적절한 구역 내에 배치하도록 프로
그램될 수 있다.

사용자는 이와 유사하게, 레이아웃 창(454)으로부터 필드를 제거하기 위해 체크된 필드를 선

택해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확인란(460)을 선택 해제하면, "Profit" 필드(462)는 레이아웃 창

(454)에서 제거된다.
[0057]

선택적인 예에서, 사용자가 드롭 구역(454)의 구역들 중의 하나로 필드를 드래그하지 않고 필드를 선택하기 위
해 주어진 필드를 클릭하면, 사용자에게는 사용자가 어느 구역으로 필드를 배치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메뉴(예를 들어, 도 6에 도시된 메뉴(482)와 유사한 메뉴)가 제시될 수 있다.

[0058]

이제, 도 7과 관련하여, 필드 창(452)에서 레이아웃 창(454)의 한 구역으로 필드를 추가하는 예시적인 방법
(500)이 도시된다.

동작(501)에서, 사용자는 레이아웃 창(454)에 추가하기 위해 필드 창(452) 내에 열거된 필

드를 선택한다.

동작(502)에서,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특정 필드와 관련된 확인란을 선택했는 지에 관해 판정이

사용자가 확인란을 선택했으면, 제어는 동작(503)으로 넘어가고, 프로그램(200)은 레이아웃 창

(454)의 어느 구역으로 선택된 필드를 배치할 것인지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작(507)에서, 필

드는 레이아웃 창(454)의 적절한 구역에 추가된다.
[0059]

동작(502)에서 사용자가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판정이 이루어지면, 제어는 동작(504)으로 넘어간다.

동

작(504)에서, 사용자가 레이아웃 창(454)의 구역들 중의 한 구역으로 필드를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했는지에
관해 판정이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레이아웃 창(454)의 구역들 중의 한 구역으로 필드를 드롭했으면, 제어는

동작(507)으로 넘어가고, 필드는 구역에 추가된다.
[0060]

동작(504)에서 사용자가 필드를 드래그 앤 드롭하지 않았다고 판정이 이루어지면,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제어는
동작(505)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사용자가 확인란의 선택 또는 레이아웃 창(454)의 한 구역으로의 필드의 드
래그/드롭을 하지 않고 필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동작(505)에서, 프로그램(200)은 사용자가 필드를 추가할

구역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메뉴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선택한다.
[0061]

그 다음에, 동작(506)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구역을

동작(507)에서, 필드는 구역에 추가된다.

일단 필드가 레이아웃 창(454)의 구역으로 추가되었으면, 제어는 동작(509)으로 넘어가고, 프로그램(200)은 아
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그에 따라 데이터 요약표(320)를 갱신한다.

[0062]

다시 도 4와 관련하여, 일단 필드 창(452)으로부터의 "Profit" 필드와 같은 필드가 레이아웃 창(454)의 구역들
중의 한 구역에 추가되면, 필드 창(452) 내의 그 필드와 관련된 확인란(예를 들어, 확인란(460))은 그 필드가
데이터 요약표(320)의 일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체크된다.
레이블의 글꼴은 굵어진다.

또한, 필드 창(452) 내의 필드와 관련된 필드

이와 유사하게, 필드가 아직 데이터 요약표(320)의 일부가 되지 않았으면(또는 데

이터 요약표에서 제거되었으면), 필드와 관련된 확인란은 체크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 필드는 굵은 글꼴보다 오
히려 정상으로 표시된다.
[0063]

데이터 요약표(320)의 일부인 필드를 나타내는 다른 방법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필드가 작업 창(450)의 레이아웃 창(454)에 추가되고 제거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얻어진 데이터 요약표(320)는
그에 따라 변경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드 창(452)을 포함하는 작업 창

(450)이 처음에 제시된다.

도 8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레이아웃 창(454)의 값 구역(457)에 "Profit" 필드를 추

가할 때, "Profit" 필드와 관련된 데이터의 합은 데이터 요약표(320)에 자동으로 추가된다.

도 9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레이아웃 창(454)의 구역에 추가 필드(예를 들어, "Sales Average", "Customers", "Gender")를 추가
할 수 있고, 데이터 요약표(320)는 추가된 필드에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갱신된다.
[0064]

도 10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또한 작업 창(450)의 레이아웃 창(454) 내의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필드를 이
동시킬 수 있고, 데이터 요약표(30)는 그에 따라 갱신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Gender" 필드를 열 구역

(456)에서 행 구역(455)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데이터 요약표(320)는 그 변화를 반영하도록 그에 따라 자동으
로 갱신된다.

사용자는 또한 필드들이 데이터 요약표(320) 내에서 표시되는 순서를 변경하기 위해 주어진 구역

(455, 456, 457, 458) 내에서 필드들을 이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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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0) 내에서 "Customer" 필드보다 앞에 표시되도록 행 구역(455) 내에서 "Customer" 필드 위로 "Gender" 필
드를 이동시킬 수 있다.
[0065]

아제, 도 6과 관련하여, 한 예에서, 사용자가 필드를 드래그하지 않고 레이아웃 창(454) 내에 위치한 "Product
Categories" 필드(481)와 같은 필드를 클릭하고 해제하면, 사용자에게는 레이아웃 창(454) 내에서의 필드의 배
치를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게 하는 메뉴(482)가 제시된다.

예를 들어, 메뉴(482)는 사용자가 주어진 구역 내

에서 필드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즉, "Move Up", "Move Down", "Move to Beginning", "Move to End"),
구역들 사이에서 필드를 이동시킬 수 있게 하며(즉, "Move to Row Labels", "Move to Values", "Move to
Column Labels", "Move to Report Filter"), 레이아웃 창(454)에서 필드를 제거할 수 있게 한다(즉, "Remove
Field").

특정 필드에 이용가능한 이들 옵션만이 메뉴(482) 내에서 활성 선택으로 표시된다(예를 들어, "Move

to Row Labels"는 필드(481)가 이미 행 구역(455)에 있기 때문에 이 예에서 비활성으로 표시된다).
[0066]

다시 도 4와 관련하여, 작업 창(450)은 또한 수동(manual) 갱신 확인란(469)을 포함한다.

확인란(469)이 선택

되면, 결과적으로 얻어진 데이터 요약표(320)는 필드가 작업 창(450)의 레이아웃 창(454)에 추가되고, 재배열되
며, 제거될 때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수동 갱신 확인란(469)을 선택한 다음에 레이

아웃 창(454)의 행 구역(455)에 필드를 추가하면, 데이터 요약표(320)는 새로 추가된 필드를 반영하기 위해 자
동으로 갱신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일단 변경이 이루어졌으면 활성으로 되어 수동 갱신이 실행될 수 있는 수

동 갱신 단추(471)를 사용자가 선택한 후에 갱신이 발생한다.

수동 갱신은 데이터 요약표(320)를 작성하기 위

해 상당한 검색 및 처리 시간을 필요로 하는 다량의 데이터로 작업할 때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
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하는 필드 및 필터링은 데이터 요약표(320)의 작성 또는 수정 이전에 선택될 수 있는

데, 이것은 수동 갱신 단추(471)의 선택시에 발생함으로써, 효율을 향상시킨다.
[0067]

도 11과 관련하여, 필드 창(452)에 표시된 필드는 "온라인 분석 처리(online analysis processing: OLAP)" 유
형의 데이터 필드를 나타낸다.
칭해지는 비-OLAP 유형이다.)

(이와 달리, 도 5에서의 필드 창(452)에 표시된 필드는 때로 관계형 필드라고
OLAP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데이터의 분석을 제공하는 도구들의 범주이다.

OLAP 도구들은 사용자가 다차원 데이터의 상이한 차원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벨이 있는 계층적 구조로 배열된다.
Sales" 및 "Store Cost"를 포함한다.

OLAP 데이터 필드는 다수의 레

예를 들어, "Sales Fact 1991" 필드는 서브 필드 "Store Sales", "Unit
서브 필드는 서브 필드를 확장하고 축소하기 위해 드릴 표시자(drill

indicator)(플러스/마이너스 +/- 부호)(556)를 클릭함으로써 액세스될 수 있다.

OLAP 데이터는 측정치 및 계층

구조를 갖는 차원으로 배열될 수 있다.
[0068]

도시된 실시예에서, 필드 창(452)에 열거된 각 필드는 다수의 컴포넌트를 포함한다.
나 클릭함으로써 강조될 수 있다.

필드는 필드를 호버링하거

예를 들어, 도 11에 도시된 "Product" 필드와 같은 각 필드는 사용자가 필드

를 선택하여 드래그할 수 있게 하는 선택 영역(558 및 559)을 포함한다.

각 필드는 또한 데이터 요약표(320)에

서 필드를 추가/제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확인란(560)을 포함한다.

또한, OLAP 데이터 유형의 각 필드는

필드와 관련된 서브 필드를 확장 및 축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드릴 표시자(556)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각 필

드는 아래에 더욱 설명되는 바와 같이, 필터링 옵션을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된 드롭 다운(drop down) 영역(56
2)을 포함한다.
[0069]

다시 도 4와 관련하여, 작업 창(450)은 사용자가 작업 창(450)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컨트롤(470)
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아웃 메뉴(572)를 액세스하기 위해 컨트롤

(470)을 선택할 수 있다.

레이아웃 메뉴(572)는 창(452 및 454)을 배열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사용

자가 컨트롤(470) 내의 "Fields and Layout stacked"(573)를 선택하면, 필드 창(452)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단일 통합 창을 형성하기 위해 작업 창(450) 내에서 레이아웃 창(454) 위에 위치하게 된다.

사용자가 컨트

롤(470) 내의 "Fields and Layout side by side"(574)를 선택하면, 필드 창(452)은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일 통합 창을 형성하기 위해 작업 창(450) 내에서 레이아웃 창(454)의 옆쪽을 따라 위치하게 된다.

사용자가

컨트롤(470) 내의 "Fields only"(575)를 선택하면, 필드 창(452)은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격리되어 표시된
다.

사용자가 컨트롤(470) 내의 "Layout only 2 by 2"(576)를 선택하면, 레이아웃 창(454)은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2x2 사각으로 배열된 구역(455, 456, 457, 458)으로 격리되어 표시된다.

사용자가 컨트롤(470) 내

의 "Layout only 1 by 4"(577)를 선택하면, 레이아웃 창(454)은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1x4 사각으로 배열
된 구역(455, 456, 457, 458)으로 격리되어 표시된다.
[0070]

도 5에 도시된 예에서, 필드 창(452) 내의 필드는 알파벳 순서로 열거된다.

도 4에 도시된 것과 같은 OLAP 유

형 데이터를 포함하는 목록의 경우, 측정치가 먼저 표시되고, 차원은 그 후에 알파벳 순서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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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에서, 차원 폴더는 확장된 형태로 표시되고, 그외 다른 필드는 축소된 형태로 표시된다.

그외 다른 구성도

사용될 수 있다.
[0071]

II.

[0072]

다시 도 14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필드와 관련된 확인란을 체크함으로써 필드를 선택하면, 프로그램(200)은 아

레이아웃 창 내의 필드의 자동화 배치

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선택된 필드를 레이아웃 창(454)의 구역들 중의 한 구역 내에 자동으로 배치하도록
프로그램된다.
[0073]

일반적으로, 숫자 유형의 필드는 값 구역(457)에 추가되고, 비-숫자 유형의 필드는 레이아웃 창(454)의 행 구역
(455)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숫자 유형(예를 들어, 금전적 판매 가격)의 필드는 통상적으로 집계되므로 값

구역(457) 내에 배치되는 반면, 비-숫자 유형(예를 들어, 제품 이름)의 필드는 통상적으로 행 레이블로서 사용
되므로, 행 구역(455) 내에 자동으로 배치된다.
[0074]

이제, 도 17과 관련하여, 선택된 필드를 레이아웃 창(454)의 구역들 중의 한 구역에 자동으로 추가하는 예시적
인 방법(600)이 도시된다.

동작(601)에서, 사용자는 예를 들어, 필드와 관련된 확인란을 사용하여 필드 창

(452) 내의 필드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동작(602)에서, 필드가 숫자 유형인지에 관해 판정이 이루어진다.

필드가 숫자 유형이면, 제어는 동작(603)으로 넘어가고, 필드는 집계를 위해 값 구역(457)에 추가된다.

동작

(602)에서 필드가 숫자 유형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제어는 동작(604)으로 넘어가고, 필드는 행 구역(455)에 추
가된다.
[0075]

몇몇 실시예에서, 숫자 유형의 필드는 레이아웃 창(454) 내의 상이한 배치가 더욱 적절한지 판정하기 위해 값
구역(457)에 필드를 추가하기 이전에 더욱 분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Zip 코드 값을 포함하는 필드는

숫자 유형이지만, 통상적으로, 값 구역(457)보다는 오히려, 행 구역(455) 내에 그러한 필드를 배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러한 이유로, 숫자 유형의 필드는 레이아웃 창(454) 내에서 바람직한 배치를 식별하기 위해 데이

터 의미론을 사용하는 몇몇 실시예에서 더욱 분석된다.
[0076]

한 실시예에서, 아래의 예시적인 표 1과 같은 조회 테이블은 값 구역(457)보다 오히려 행 구역(455)에 추가되는
숫자 유형의 필드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 1
[0077]

[0078]

FieldTypeString
"zip"
"year"
"quarter"
"qtr"
"month"
"week"
"day"
"id"
"number"
"social security number"
"ssn"
"phone number"
"date"

MinValue

MaxValue

1
1
1
1
1

4
4
12
52
31

표 1에서, 열 "FieldTypeString"은 아래에 더욱 설명되는 바와 같이, 선택된 필드에 대한 캡션과 비교되는 텍스
트 스트링을 포함한다.

도시된 예에서, 선택된 필드의 캡션은 임의의 대/소문자 구분없는 일치를 식별하기 위

해 표 1의 FieldTypeString 열 내의 각 스트링에 대해 비교된다.
[0079]

FieldTypeString 열 내의 텍스트 스트링과 선택된 필드의 캡션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면, 필드 내의 숫자 항목
은 표 1의 "MinValue" 및 "MaxValue" 열 내의 값을 사용하여 더욱 분석된다.
FieldTypeString 유형의 항목들 중의 임의의 항목의 최소값을 지정한다.
FieldTypeString 유형의 항목들 중의 임의의 항목의 최대값을 지정한다.

MinValue 열 내의 값은 주어진
MaxValue 열 내의 값은 주어진

특정 FieldTypeString 유형에 대해 표

1에 정의된 MinValue가 없으면, 숫자 항목이 MaxValue 이하의 정수인지에 관해 판정이 이루어진다.

특정

FieldTypeString 유형에 대해 정의된 MinValue가 없으면, 숫자 항목이 MinValue 이상의 정수인지에 관해 판정이

- 11 -

등록특허 10-1331268
이루어진다.

특정 FieldTypeString에 대해 MinValue도 MaxValue도 정의되지 않으면, 숫자 항목이 정수인지에

관해 판정이 이루어진다.
[0080]

예를 들어, 선택된 필드가 캡션 "Month"를 포함하면, 표 1은 구문분석되고, FieldTypeString 값 "month"와의
일치가 식별된다.

그 다음에, 필드와 관련된 수치는 최소 및 최대 값 "1" 및 "12"(1월 내지 12월을 나타냄) 내

에 속하는지 판정하기 위해 구문분석된다.

한 실시예에서, 필드의 모든 숫자 항목이 테스트된다.

다른 실시예

에서, 상당히 큰 수의 숫자 항목들이 있을 때와 같은 경우에, 숫자 항목들의 한 샘플만이 표 1의 최소 및 최대
값에 대해 테스트된다.

모든 값이 최소 및 최대 값 내에 속하면, 필드는 아래에 더욱 설명되는 바와 같이, 값

구역(457)보다 오히려 행 구역(455)에 추가된다.
[0081]

표 1에 도시된 텍스트 스트링 및 최소 및 최대 값은 단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상이한 스트링 및 값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텍스트 스트링 및 최소/최대 값은 데이터가 생성되는 지리적인 위치에 의존하여 변경될

수 있다(예를 들어, 전화 번호 값은 지리적 위치에 의존하여 다를 수 있다).
의미 점검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상이한 유형의

예를 들어, 숫자 항목의 자릿수가 숫자 항목의 실제 값을 점검하는 것 이외에 또

는 그것 대신에 분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드의 캡션이 텍스트 스트링 "zip"(즉, zip 코드)와 일치하면,

필드 내의 숫자 항목의 자릿수는 5의 최소(예를 들어, "90210"은 5개의 자리수를 포함함)와 10의 최대(예를 들
어, "90210-1052"는 10개의 자리수를 포함함) 사이에 속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사될 수 있다.
[0082]

이제, 도 18과 관련하여, 레이아웃 창(454) 내의 선택된 필드의 자동 배치를 위한 예시적인 방법(610)이 도시된
다.

방법(610)은 숫자 유형의 필드가 더욱 분석된다는 것 이외에는 상술된 방법(600)과 유사하다.

에서, 사용자는 예를 들어, 필드와 관련된 확인란을 사용하여 필드 창 내의 필드를 선택한다.
(612)에서, 필드가 숫자 유형인지에 관해 판정이 이루어진다.

동작(611)

그 다음에, 동작

필드가 비-숫자 유형이면, 제어는 동작(613)으로

넘어가고, 필드는 행 구역(455)에 추가된다.
[0083]

동작(612)에서 필드가 숫자 유형이라고 판정되면, 제어는 동작(615)으로 넘어간다.

동작(615)에서, 필드의 캡

션이 구문분석되고, 동작(616)에서, 캡션은 상기 표 1에 도시된 것과 같은 텍스트 스트링의 조회 테이블과 비교
된다.

동작(616)에서 캡션과 텍스트 스트링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어는 동작(619)으로

넘어가고, 필드는 값 구역(457)에 추가된다.

동작(616)에서 캡션과 표 1의 텍스트 스트링 사이에 일치가 이루

어지면, 제어는 동작(617)으로 넘어간다.
[0084]

동작(617)에서, 필드의 숫자 항목이 구문분석되고, 동작(618)에서, 숫자 항목의 값은 텍스트 스트링과 관련된
표 1의 최소 및 최대 값과 비교된다.

숫자 항목이 상술된 최소 및 최대 값을 벗어나면, 제어는 동작(619)으로

넘어가고, 필드는 값 구역(457)에 추가된다.

동작(618)에서 숫자 항목이 최소 및 최대 값 내에 속하면, 제어는

동작(613)으로 넘어가고, 필드는 행 구역(455)에 추가된다.
[0085]

이러한 방식으로, 숫자 유형의 특정 필드는 디폴트 값 구역(457)보다 오히려, 행 구역(455) 내에 자동으로 식별
되어 배치될 수 있다.

필드가 프로그램에 의해 레이아웃 창(454)의 특정 구역 내에 자동으로 배치되고, 사용자

가 상이한 구역 내에 그 필드가 배치되기를 원하면, 사용자는 그 필드를 선택해서 원하는 구역으로 드래그할 수
있다.
[0086]

몇몇 실시예에서, 데이터 정보와 관련된 필드는 행 구역(455) 또는 값 구역(457)보다 오히려, 열 구역(456) 내
에 식별되어 배치된다.
유사하다.
넘어간다.

예를 들어, 도 19에 도시된 방법(630)은 동작(611-619)을 포함하는 상술된 방법(610)과

그러나, 동작(618)에서, 숫자 항목이 최소 및 최대 값 내에 속하면, 제어는 동작(631)으로
동작(631)에서, 필드가 날짜 필드인지에 관해 판정이 이루어진다.

이 일치되는 텍스트 스트링에 의해 이루어진다.

도시된 예에서, 이 판정은 캡션

예를 들어, 필드의 캡션이 텍스트 "Date"를 포함하고, 표 1의

텍스트 스트링 "date"와 일치되면, 필드는 날짜 필드로서 식별된다.
으로 넘어가고, 필드는 열 구역(456)에 추가된다.

필드가 날짜 필드이면, 제어는 동작(632)

필드가 날짜 필드가 아니면, 제어는 동작(613)으로

넘어가고, 필드는 행 구역(455)에 추가된다.
[0087]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특정 필드와 관련된 메타 데이터는 필드에 대한 특성(attribute)들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
될 수 있다.

[0088]

예를 들어, 메타 데이터는 필드가 숫자 및/또는 날짜 필드인지 식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 다음 규칙은 OLAP 데이터를 식별하는 필드를 레이아웃 창(454) 및 데이터 요약표(320)에 자동
으로 추가할 때 사용된다:

[0089]

A.

OLAP 계층구조/OLAP 명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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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0]

1.

계층구조가 행 구역에 추가된다

[0091]

2.

계층구조가 행 구역 내의 다른 모든 필드의 안쪽에 포개진다

[0092]

3.

다수의 레벨을 갖는 계층구조의 경우, 최고 레벨 필드가 데이터

[0093]

요약표 내에 표시되고, 사용자는 더 낮은 레벨 필드를 보기

[0094]

위해 드릴할 수 있다

[0095]

B.

[0096]

OLAP 측정치/OLAP KPI 식
1.

[0097]

최소한 하나의 측정치가 이미 추가된 경우, 측정치는 이미
추가된 측정치와 동일한 구역에 추가된다

[0098]

2.

제2의 측정치의 추가는 레이아웃 창 내에 데이터(Data) 필드

[0099]

(예를 들어, 도 10의 "Σ 값" 필드를 참조)를 도입하고, 데이터

[0100]

필드는 디폴트에 의해 열 구역 내에 배치된다 - 데이터 필드는

[0101]

값 구역 내에 2개 이상의 필드가 있을 때 레이아웃 구역 내에

[0102]

표시된다

[0103]

3.

[0104]

안쪽에 포개진다

[0105]
[0106]

추가시에, 데이터 필드는 열 구역 내의 다른 모든 필드의

4.

데이터 필드는 행 또는 열 구역 내에 존재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 규칙은 비-OLAP 데이터를 식별하는 필드, 또는 관계형 필드를 레이아웃 창
(454) 및 데이터 요약표(320)에 자동으로 추가할 때 사용된다:

[0107]

A.

비-숫자 필드의 경우, 필드는 행 구역에 추가된다 - 필드는 행 구역 내의 다른 모든 필드의 안쪽에 포

개진다
[0108]

B.

[0109]

숫자 필드의 경우에, 필드는 값 구역에 추가된다
1.

[0110]

최소한 하나의 필드가 값 구역 내에 이미 있는 경우, 이 필드는
이미 추가된 필드와 동일한 구역에 추가될 것이다

[0111]

2.

값 구역으로의 제1 필드의 추가는 레이아웃 창 내에 데이터

[0112]

필드를 도입하고, 데이터 필드는 디폴트에 의해 열 구역 내에

[0113]

배치된다

[0114]

3.

[0115]

추가시에, 데이터 필드는 열 구역 내의 다른 모든 필드의
안쪽에 포개진다

[0116]

4.

데이터 필드는 행 또는 열 구역 내에 존재한다

[0117]

III.

[0118]

다시 도 11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필터는 데이터 요약표(320) 내에 포함되는 정보를 제한하기 위해 특정 필

필터링 작업 창

드를 위한 항목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필터링 작업 창(700)을 액세스하기 위해 작업 창(45

0)의 필드 창(452) 내에 열거된 특정 필드를 위한 드롭 다운 영역(562)을 사용할 수 있다.
[0119]

이제, 도 20과 관련하여, 예시적인 필터링 작업 창(700)이 도시된다.

인터페이스(700)는 일반적으로 필드 선택

자 드롭 다운 컨트롤(705), 수동 필터 영역(707) 및 필터링 제어 영역(709)을 포함한다.
[0120]

선택자 드롭 다운 컨트롤(705)은 필터링을 위한 상이한 필드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OLAP 데이터의

경우, 선택자 드롭 다운 컨트롤(705) 내의 필드는 계층적 배열로 표시될 수 있고, 드롭 다운 컨트롤(705)은 필
터링을 위한 OLAP 데이터의 상이한 레벨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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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필드이다.
[0121]

수동 필터 영역(707)은 선택자 드롭 다운 컨트롤(705)에 표시된 필드와 관련된 모든 항목을 열거한다.

확인란

은 어느 항목이 필터에 포함되는지 사용자가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수동 필터 영역(707) 내에 열
거된 각 항목과 관련된다.

도 21과 관련하여, OLAP 데이터의 경우에, 서브항목은 수동 필터 영역(707) 내에 열

거된 각 필드와 관련된 항목을 확장 및 축소하기 위해 드릴 표시자 플러스/마이너스(+/-) 부호를 클릭함으로써
액세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Drink" 및 "Food" 항목은 확장된 형태로 표시된다.

목에 대해 선택되고, 이것은 또한 "Food"의 각 서브항목을 선택하게 한다.

확인란(713)은 "Food" 항

"Drink" 항목의 경우에, 서브항목

"Alcoholic Beverages"만이 선택되고, "Drink" 항목과 관련된 확인란(712)은 "Drink" 항목의 서브항목의 일부
만이 선택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혼합 표시자가 제공된다.

"select all(모두 선택)" 확인란(711)은 필터

영역(707) 내에 표시된 모든 레벨에서 모든 항목을 선택/선택해제 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
[0122]

다시 도 20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상이한 필드를 선택하기 위해 선택자 드롭 다운 컨트롤(705)을 사용할 때, 수
동 필터 영역(707)은 그에 따라 갱신되어, 선택자 드롭 다운 컨트롤(705) 내에 표시된 필드와 관련된 항목을 열
거한다.

새로 선택된 필드가 선택자 드롭 다운 컨트롤(705) 내의 원래 선택된 필드와 동일한 계층의 다른 레벨

에서 온 것이면, 수동 필터 영역(707)은 모든 레벨의 항목이 OLAP 데이터를 위한 수동 필터 영역(707) 내에 표
시되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
[0123]

필터링 제어 영역(709)은 선택자 드롭 다운 컨트롤(705) 내에 표시된 선택된 필드에 적용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필터 컨트롤을 열거한다.

컨트롤(710)은 필터된 항목이 열거되는 순서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알파벳 순서 A→Z 또는 Z→A로 열거된 필터된 항목을 갖기 위해 컨트롤(710)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컨트롤(715)은 예를 들어, 특정 필드에 의한 정렬과 같은 추가 정렬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사

용된다.
[0124]

사용자는 드롭 다운 선택자(705) 내의 필드에 대한 모든 필터링을 제거하기 위해 컨트롤(720)을 선택할 수
있다.

컨트롤(725 및 730)은 드롭 다운 선택자(705) 내의 필드에 적용하기 위한 특정 필터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컨트롤(725)을 선택하면, 사용자에게는 도 22에 도시된 플라이-아웃(fly-

out) 메뉴(740)가 제시된다.

메뉴(740)는 선택된 필드에 적용될 수 있는 다수의 필터를 열거한다.

에 열거된 필터는 통상적으로 레이블 필드에 적용되는 그러한 필터들이다.

메뉴(740)

이들 필터는 제한 없이, "Begins

With", "Does Not Begin With", "Ends With", "Does Not End With", "Contains" 및 "Does Not Contain"을 포
함한다.

사용자는 메뉴(740)로부터 필터를 선택해서 그 필터를 필드 내의 항목에 적용할 수 있다.

이와 마찬

가지로, 사용자는 도 23에 도시된 플라이-아웃 메뉴(745)를 액세스하기 위해 컨트롤(730)을 선택할 수 있다.
메뉴(745)는 값 필드에 적용될 수 있는 필터를 포함한다.

이들 필터는 제한 없이, "Equals", "Does Not

Equal", "Greater Than", "Greater Than Or Equal To", "Less Than", "Less Than Or Equal To", "Between" 및
"Not Between"을 포함한다.
[0125]

이제, 도 24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플라이-아웃(740, 745) 중의 하나로부터 필터를 선택할 때, 사용자에게는 원
하는 필터를 설정하기 위해 대화 상자(760)와 같은 대화 상자가 제시된다.

대화 상자(760)에서, 필드 선택 상

자(772)에는 선택자 드롭 다운 컨트롤(705) 내의 선택된 필드가 미리 위치해 있고, 필터 선택 상자(774)에는 플
라이-아웃(740, 745)으로부터 선택된 필터가 미리 위치해 있다.

사용자는 예를 들어, 값 구역(457) 내에 현재

포함된 다른 필드를 액세스하기 위해, 필드 선택 상자(772) 내의 드롭 다운 메뉴를 선택함으로써 상이한 필드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데이터 유형에 이용가능한 모든 필터의 목록을 제공하는 필터 선택 상자(774) 내의

드롭 다운 메뉴를 선택함으로써 상이한 필터를 선택할 수 있다.
을 위한 값을 그 안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기준(criteria) 상자(776)는 사용자가 필터링

예를 들어, 사용자가 수동 필터 영역(707) 내의 "Store Sales" 항

목을 선택한 다음에 플라이-아웃(745)으로부터 "Greater Than" 필터를 선택하면, 대화 상자(770)가 사용자에게
제시된다.

사용자는 $50,000보다 큰 모든 상점 판매를 필터링하도록 필터를 설정하기 위해 기준 상자(776) 내

에 값 "50000"을 입력할 수 있다.
[0126]

이제, 도 25와 관련하여, 컨트롤(725 및 730)은 선택자 드롭 다운 컨트롤(705) 내에 표시된 필드의 유형에 의존
하여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업 창(700)은 날짜 유형의 필드를 포함하므로, 날짜에 의한 필터링을 고려

한 컨트롤(725), 및 값에 의한 필터링을 고려한 컨트롤(730)을 포함한다.
웃 메뉴(760)를 액세스하기 위해 컨트롤(725)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도 26에 도시된 플라이-아

플라이-아웃 메뉴(760)는 데이터 유형의 필드

에 적용될 수 있는 다수의 필터를 포함한다.
[0127]

몇몇 실시예에서, 사용자에게는 선택된 필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들 컨트롤만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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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날짜 및 비-숫자 유형의 필드를 선택하면, 컨트롤(725)은 그러한 필드에 적용가능한 필터를 플라이-아웃
메뉴(740)에 제공하도록 활성화된다.

사용자가 날짜 필드를 선택하면, 컨트롤(725)은 날짜 필드에 적용가능한

필터를 플라이-아웃 메뉴(760)에 제공하도록 활성화된다.

사용자가 숫자, 비-날짜 유형의 필드를 선택하면, 컨

트롤(730)은 숫자 데이터 필드에 적용가능한 필터를 플라이-아웃 메뉴(745)에 제공하도록 활성화된다.
[0128]

몇몇 실시예에서, 필터는 주어진 필드가 데이터 요약표(320)에 추가되기 전에 그 주어진 필드와 관련될 수
있다.

필터는 특정 필드가 데이터 요약표(320)에 추가될 때 실제로 적용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 요약

표(320) 상에서 액세스되어 요약되는 데이터의 양은 감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효율을 증가시킨다.

필터가 데

이터 요약표(320) 내에 이미 포함된 필드에 적용되면, 데이터 요약표(320)는 필터된 항목만을 표시하도록 그 필
터에 비추어 갱신된다.
[0129]

선택된 필터를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에 관한 추가 상세는 그 전체가 여기에서 참조로 사용되고, "Dynamically
Filtering Aggregate Reports Based on Values Resulting from One or More Previously Applied Filters"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2005년

6월

21일자로

출원된

U.S.

특허

출원

제11/157,634호(대리인

사건

번호

14917.0108US01/311178.01)에서 찾아볼 수 있다.
[0130]

필터링 창(700) 내의 확인란 표시자(752)(도 25 참조)는 적용된 임의의 필터에 인접하여 배치된다.

이제, 도

27과 관련하여, 일단 필터가 소정의 필드에 적용되면, 필터 아이콘(810)은 필터가 그 필드에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작업 창(450)의 필드 창(452) 내의 필드에 인접하여 표시된다.

몇몇 실시예에서, 유사한 필터

아이콘은 또한 레이아웃 창(454) 및 데이터 요약표(320) 내의 각각의 필터된 필드와 관련된다.
[0131]

또한, 포인팅 장치가 필터 아이콘(810)이 있는 특정 필드 위를 호버링할 때, 도 2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구설
명(tool-tip)(830)이 제공된다.

도구설명(830)은 3개의 섹션, 즉 수동 필터, 레이블 필터 및 값 필터 중의 하

나에 필터된 필드를 열거한다.

도구설명(830)은 또한 적용된 필터의 유형에 따라 평가 순서로 필터된 필드를

열거한다.

더 긴 레이블을 갖는 필터의 경우, 레이블의 일부는 도구설명 내에서 맞추도록 요구될 때 잘려나갈

수 있다.

각 필터에 대해, 도구설명(830)은 연도 2000, 2001, 2002, 2003 및 2004에 대한 "Year" 필드에 먼저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구설명(830)은 그 다음에 텍스트 필터가 텍스트 "ab"를 요구하는 "Product Name"

필드에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추가 필터링이 또한 도구설명(830)에 표시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

는 어떤 필터가 데이터 요약표(320)에 적용되는지 식별할 수 있고, 또한 도구설명(830)을 검사함으로써 필터가
적용되는 순서를 식별할 수 있다.
[0132]

도시된 예에서, 사용자는 필터링 작업 창(700)을 액세스하기 위해 작업 창(450) 내에 열거된 특정 필드에 대한
드롭 다운 영역(562)(도 11 참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데이터 요약표(320)로부터 인터페이스(700)를

액세스하면, 선택자 드롭 다운 컨트롤(705) 내에 표시된 디폴트 필드는 데이터 요약표(320) 내에서 현재 선택되
는 필드이다.

사용자는 선택자 드롭 다운 컨트롤(705)을 사용하여 다른 필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

에서, 필터링 작업 창(700)은 또한 데이터 요약표(320) 내의 드롭 다운 영역(862)을 선택함으로써 데이터 요약
표(320) 내로부터 액세스될 수 있다.

도 9를 참조하라.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데이터 요약표(320) 내의

하나 이상의 필드를 선택하고, 선택된 필드를 우측 클릭하여, 하나 이상의 필터링 옵션을 액세스함으로써, 필터
링 작업 창(700)을 액세스할 수 있다.

이들 옵션은, 예를 들어 수동 필터 내에 선택된 필터를 포함 또는 배제

하는 것, 또는 상술된 레이블, 날짜 또는 값 필터를 사용하여 선택된 필드를 필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133]

필터링 작업 창(700)이 데이터 요약표(320)로부터 액세스되면, 드롭 다운 컨트롤(705) 내에 열거된 필드는 사용
자가 인터페이스(700)를 액세스하는 곳에 기초하여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데이터 요약표(320)

의 행 내의 필드로부터 드롭 다운 영역(862)을 선택하면, 현재 행 위에 있는 모든 필드가 표시된다.

사용자가

그 대신에 데이터 요약표(320)의 열 내의 필드로부터 드롭 다운 영역(862)을 선택하면, 현재 열 위에 있는 모든
필드가 표시된다.
[0134]

도시된 예에서, 필터링 정보는 그것이 적용되는 특정 필드와 함께 저장된다.

예를 들어, 필터링이 데이터 요약

표(320)의 일부가 아닌 필드에 적용되면, 필터링 정보는 그 필드가 데이터 요약표(320)에 추가될 때 그 필드와
관련되어 적용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필터를 갖는 필드가 데이터 요약표(320)에서 제거되면, 필터 정보는 그

필드가 나중에 다시 데이터 요약표(320)에 추가되면, 필터가 다시 적용되도록, 필드와 함께 유지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필드에 대한 필터링은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720)(도 20 참조)을 선택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
다.
[0135]

상술된 다양한 실시예는 단지 예시적으로 제공된 것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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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기술자들은 여기에서 도시되고 설명된 예시적인 실시예 및 애플리케이션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다음 청
구범위에서 설명되는 본 발명의 참된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행해질 수 있는 다양한 변형 및 변경을 용
이하게 인식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7]

이제, 반드시 일정한 비율대로 그려진 것은 아닌 첨부 도면을 참조할 것이다.

[0008]

도 1은 예시적인 범용 컴퓨팅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0009]

도 2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예시적인 시트를 도시한 도면.

[0010]

도 3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예시적인 데이터 요약표 및 작업 창을 도시한 도면.

[0011]

도 4는 도 3의 예시적인 작업 창을 도시한 도면.

[0012]

도 5는 다른 예시적인 작업 창을 도시한 도면.

[0013]

도 6은 작업 창의 레이아웃 창 내의 한 필드의 교체를 위한 예시적인 메뉴를 도시한 도면.

[0014]

도 7은 도 4의 작업 창의 레이아웃 창 내의 한 필드의 배치를 위한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 도면.

[0015]

도 8은 한 필드가 표에 추가된 도 3의 예시적인 데이터 요약표 및 작업 창을 도시한 도면.

[0016]

도 9는 다수의 필드가 표에 추가된 도 3의 예시적인 데이터 요약표 및 작업 창을 도시한 도면.

[0017]

도 10은 한 필드가 표 상에서 재배열된 도 9의 예시적인 데이터 요약표 및 작업 창을 도시한 도면.

[0018]

도 11은 다른 예시적인 작업 창을 도시한 도면.

[0019]

도 12는 도 11의 작업 창의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예시적인 메뉴를 도시한 도면.

[0020]

도 13은 상이한 레이아웃에서의 도 11의 예시적인 작업 창을 도시한 도면.

[0021]

도 14는 상이한 레이아웃에서의 도 11의 예시적인 작업 창을 도시한 도면.

[0022]

도 15는 상이한 레이아웃에서의 도 11의 예시적인 작업 창을 도시한 도면.

[0023]

도 16은 상이한 레이아웃에서의 도 11의 예시적인 작업 창을 도시한 도면.

[0024]

도 17은 도 4의 작업 창의 레이아웃 창 내의 한 필드의 배치를 위한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 도면.

[0025]

도 18은 도 4의 작업 창의 레이아웃 창 내의 한 필드의 배치를 위한 다른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 도면.

[0026]

도 19는 도 4의 작업 창의 레이아웃 창 내의 한 필드의 배치를 위한 다른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 도면.

[0027]

도 20은 예시적인 필터링 작업 창을 도시한 도면.

[0028]

도 21은 다른 필터링 작업 창을 위한 예시적인 수동 필터 영역을 도시한 도면.

[0029]

도 22는 도 20의 필터링 작업 창을 위한 예시적인 플라이-아웃(fly-out) 메뉴를 도시한 도면.

[0030]

도 23은 도 20의 필터링 작업 창을 위한 다른 예시적인 플라이-아웃 메뉴를 도시한 도면.

[0031]

도 24는 도 20의 필터링 작업 창을 위한 예시적인 대화 상자를 도시한 도면.

[0032]

도 25는 다른 예시적인 필터링 작업 창을 도시한 도면.

[0033]

도 26은 도 25의 필터링 작업 창을 위한 예시적인 플라이-아웃 메뉴를 도시한 도면.

[0034]

도 27은 다른 예시적인 작업 창을 도시한 도면.

[0035]

도 28은 도 27의 작업 창을 위한 예시적인 도구설명(tool-tip)을 도시한 도면.

- 16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
도면1

- 17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2

- 18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3

도면4

- 19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5

- 20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6

- 21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7

- 22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8

- 23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9

- 24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10

- 25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11

도면12

- 26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13

- 27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14

- 28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15

- 29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16

- 30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17

- 31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18

- 32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19

- 33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20

도면21

- 34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22

도면23

- 35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24

도면25

- 36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26

- 37 -

등록특허 10-1331268

도면27

도면28

【심사관 직권보정사항】
【직권보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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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항목】명세서
【보정세부항목】발명의 명칭
【변경전】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요약표를 작성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경후】
데이터 요약표를 작성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과 그 방법 및 컴퓨터 판독 가
능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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