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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데이터세트 요소의 매핑

(57) 요 약
입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요소를 출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요소에 매핑하는 것은, 소정의 출력과 입
력 변수로 나타낸 하나 이상의 입력 간의 하나 이상의 매핑된 관계를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하는 과정으로서, 매핑
된 관계 중의 적어도 하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실행가능한 변환식을 포함하며, 변환식이 입력 데이터세트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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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에 매핑된 하나 이상의 입력 변수에 기초해서 매핑된 관계의 출력을 정의하는 수신하는 과정, 각각의 매
핑된 관계의 출력에 매핑된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의 식별을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하는 과정, 입력 변수에 매핑
된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와 연관된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의 입력 데이터에 기초해서, 변환식에 따라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 출력 데이터세트의 식별된 요소 중의 하나 이상과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정의하는 유효성 기준에 기초해서, 생성된 출력 데이터에 따라 유효성 정보를 판
정하는 과정, 및 판정된 유효성 정보에 기초해서,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52) CPC특허분류
G06F 17/2725 (2013.01)
G06F 17/30554 (2013.01)
G06F 17/30569 (2013.01)
G06F 17/3092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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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제1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인터페이스에서 시각적 피드백(visual feedback)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어진 출력과 하나 이상의 입력 간의 하나 이상의 매핑된 관계를 수신하는 수신 단계로서, 상기 하나 이상의
입력은 입력 변수(input variable)로 표현되고, 상기 매핑된 관계 중의 적어도 하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실행가능한 변환식(transformational expression)을 포함하며, 상기 변환식은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매핑된
하나 이상의 입력 변수에 기초해서, 매핑된 관계의 출력을 정의하는, 수신 단계;
각각의 매핑된 관계의 출력에 매핑된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의 식별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입력 변수에 매핑된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와 연관된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의 입력 데이터에 기초해서,
상기 변환식에 따라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출력 데이터세트의 식별된 요소 중의 하나 이상과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정의하는 유효성
기준(validation criteria)에 기초해서, 생성된 출력 데이터에 따라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단계로서, 상기 유
효성 기준은 제2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입력에 기초하여 생성된 사양에 정의된 것인,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단계; 및
판정된 유효성 정보에 기초해서,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된 관계에 따라, 입력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 출력 데이터세트로 불러오는(import) 단계를
더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데이터를 불러오는 단계는, 입력 데이터세트의 입력 레코드의 각각의 필드 내의 입력 값에 변환식을
적용하는 단계와, 출력 데이터세트의 출력 레코드의 각각의 필드에 출력 값을 기억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입력 레코드의 적어도 몇몇 필드는 입력 변수에 매핑된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대응하며, 출력 레코드의 적
어도 몇몇 필드는 각각의 매핑된 관계의 출력에 매핑된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대응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데이터세트의 입력 레코드의 각각의 필드 내의 입력 값에 변환식을 적용하는 단계와, 출력 데이터세
트의 출력 레코드의 각각의 필드에 출력 값을 기억시키는 단계는, 데이터 처리 성분을 나타내는 노드(node), 데
이터 처리 성분들 사이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링크(link), 입력 레코드의 데이터 흐름을 제공하는 입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 및 출력 레코드의 데이터 흐름을 수신하는 출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를 포
함하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 관계를 특정하는 매핑(mapping)을 기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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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단계는, 상기 유효성 기준의 기억된 사양을 검색(retrieve)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며 제1 사용자에게 제시되고, 상기 유효성 기준의 사
양은 제2 사용자로부터 수신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출력 데이터를 나타내는 값을 상기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단계는, 변환식을 포함하는 매핑된 관계를 각각 변환하기 위해 생성된 출력 데이
터를, 상기 변환하는 매핑된 관계의 출력에 매핑된 출력 데이터세트의 식별된 요소와 연관된 유효성 기준에 기
초하여 평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된 관계는 변환식을 포함하는 다수의 변환하는 매핑된 관계를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
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기준은, 식별된 제1 요소와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정의하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상
기 식별된 제1 요소와 연관된 제1 유효성 기준과, 식별된 제2 요소와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정
의하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상기 식별된 제2 요소와 연관된 제2 유효성 기준을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
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정보는 상기 식별된 제1 요소에 대응하는 제1 필드와 상기 식별된 제2 요소에 대응하는 제2 필드를
포함하는, 생성된 출력 레코드에 따라 판정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효성 기준은 출력 레코드의 제2 필드 내의 값에 의해 정해지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
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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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정보는 출력 레코드의 제1 필드 내의 값과 출력 레코드의 제2 필드 내의 값에 의해 정해지는, 시각
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변환식을 위한 유효 구조를 나타내는 구문 정보(syntax information)를 판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된 구문 정보에 기초하여,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시각적 피
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식에 대한 수신된 사용자 변경에 기초하여 변경된 변환식을 허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시각적 피
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의 입력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변경된 변환식에 따라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
터 변경된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변경된 출력 데이터에 따라 변경된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단계와, 상기 변경된 유효성 정보에 기
초하여 인터페이스에서 시각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
기 위한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된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변경된 유효성 정보에 기초하여 시각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단
계는, 상기 변환식이 변경되는 동안에 수행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된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변경된 유효성 정보에 기초하여 시각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단
계는, 변환식이 변경된 이후에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의 입력 데이터는 변환식을 적용하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의 성분에 대한 데이터 흐
름을 나타내는 링크에 따라 수신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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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흐름 그래프는 데이터 처리 성분을 나타내는 노드, 데이터 처리 성분 간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링크, 입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을 제공하는 입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 및 출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
을 수신하는 출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를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
법.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데이터세트에 기억된 상기 생성된 출력 데이터는 변환식을 적용하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의 성분으로
부터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내는 링크에 따라 출력 데이터세트에 제공되며,
상기 데이터 흐름 그래프는, 데이터 처리 성분을 나타내는 노드, 데이터 처리 성분 간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
는 링크, 입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을 제공하는 입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 및 출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을 수신하는 출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를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제1 매핑된 관계는 상기 제1 매핑된 관계를 적용하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의 성분의 선택에 따라 수신되
며,
상기 데이터 흐름 그래프는 데이터 처리 성분을 나타내는 노드, 데이터 처리 성분 간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링크, 입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을 제공하는 입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 및 출력 레코드의 데이터 흐름
을 수신하는 출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를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
법.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적 피드백은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계통도(lineage diagram)의 다수의 노드 중의 하나에 대한 유효성
정보를 나타내는 지시자(indicator)를 포함하며, 상기 노드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식별된 요소와 연
관된 하나 이상의 변환된 값을 포함하는 변환된 값을 나타내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적 피드백은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계통도의 다수의 노드 중의 노드와 각각 연관된 다수의 지시자를 포
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지시자와 연관된 노드 중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노드에 의해 표현되는 변환된 값들 사이의 의존성
(dependency)을 나타내는 링크에 의해 연결된,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적 피드백은 상기 출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식별된 요소를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출력 요소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다수의 출력 요소 중에서 출력 요소와 각각 연관된 다수의 지시자를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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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다수의 출력 요소는 변환식을 입력 데이터의 레코드에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는 필드
에 대응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지시자는 필드에 대한 값의 열(row)에 대한 유효성 정보를 지시하며, 상기 열은 변환식을 입력 데
이터의 단일 레코드에 적용한 출력 값을 나타내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지시자는 필드에 대한 값의 컬럼(column)에 대한 유효성 정보를 지시하며, 상기 컬럼은 입력 데이
터의 각각의 레코드에 단일의 변환식을 여러 번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
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적 피드백은 유효성 정보에 기초하여 계산된 통계치(statistics)를 포함하며, 상기 통계치는 입력 데
이터의 다수의 레코드에 유효성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
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통계치는 규칙적인 기간마다 계산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적 피드백은 유효성 기준과 연관된 고객 에러 메시지를 포함하며,
상기 고객 에러 메시지는 입력 데이터의 레코드에 유효성 기준을 적용한 특정 경우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나타
내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변수에 독립적인 하나 이상의 상수로서 정의된 출력을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6
제1항에 있어서,
변환식의 결과를 나타내는 예측 값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단계는, 변환식을 포함하는 각각의 변환하는 매핑된 관계에 대해 생성된 출력 데이터를
상기 예측 값과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7
제1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인터페이스에서 시각적 피드백을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입력 데이터세트를 기억하는 입력 데이터 기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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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데이터세트를 기억하는 출력 데이터 기억 시스템; 및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고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데이터 처리 시
스템을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고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주어진 출력과 하나 이상의 입력 간의 하나 이상의 매핑된 관계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상기 하나 이상
의 입력은 입력 변수로 표현되고, 상기 매핑된 관계 중의 적어도 하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실행가능한 변
환식을 포함하며, 상기 변환식은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매핑된 하나 이상의 입력 변수에 기초해서, 매핑된
관계의 출력을 정의하는, 매핑된 관계를 수신하는 것;
각각의 매핑된 관계의 출력에 매핑된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의 식별을 수신하는 것;
상기 입력 변수에 매핑된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와 연관된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의 입력 데이터에 기
초해서, 상기 변환식에 따라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상기 출력 데이터세트의 식별된 요소 중의 하나 이상과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정의하는
유효성 기준에 기초해서, 생성된 출력 데이터에 따라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상기 유효성 기준은 제
2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입력에 기초하여 생성된 사양에 정의된 것인,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것; 및
판정된 유효성 정보에 기초해서,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시각적 피
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38
제1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인터페이스에서 시각적 피드백을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입력 데이터세트를 기억하기 위한 수단;
출력 데이터세트를 기억하기 위한 수단; 및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고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고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주어진 출력과 하나 이상의 입력 간의 하나 이상의 매핑된 관계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상기 하나 이상
의 입력은 입력 변수로 표현되고, 상기 매핑된 관계 중의 적어도 하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실행가능한 변
환식을 포함하며, 상기 변환식은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매핑된 하나 이상의 입력 변수에 기초해서, 매핑된
관계의 출력을 정의하는, 매핑된 관계를 수신하는 것;
각각의 매핑된 관계의 출력에 매핑된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의 식별을 수신하는 것;
상기 입력 변수에 매핑된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와 연관된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의 입력 데이터에 기
초해서, 상기 변환식에 따라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상기 출력 데이터세트의 식별된 요소 중의 하나 이상과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정의하는
유효성 기준에 기초해서, 생성된 출력 데이터에 따라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상기 유효성 기준은 제
2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입력에 기초하여 생성된 사양에 정의된 것인,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것; 및
판정된 유효성 정보에 기초해서,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시각적 피
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39
제1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인터페이스에서 시각적 피드백을 제시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로 하여금,
주어진 출력과 하나 이상의 입력 간의 하나 이상의 매핑된 관계를 수신하도록 하는데, 상기 하나 이상의 입력은
입력 변수로 표현되고, 상기 매핑된 관계 중의 적어도 하나가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실행가능한 변환식을 포
함하고, 상기 변환식이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매핑된 하나 이상의 입력 변수에 기초해서, 매핑된 관계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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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정의하는, 매핑된 관계를 수신하도록 하며;
각각의 매핑된 관계의 출력에 매핑된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의 식별을 수신하도록 하며;
상기 입력 변수에 매핑된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와 연관된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의 입력 데이터에 기초해서,
상기 변환식에 따라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하며;
상기 출력 데이터세트의 식별된 요소 중의 하나 이상과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정의하는 유효성
기준에 기초해서, 생성된 출력 데이터에 따라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도록 하며 ― 상기 유효성 기준은 제2 사용
자에 의해 제공된 입력에 기초하여 생성된 사양에 정의된 것임 ―;
판정된 유효성 정보에 기초해서,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도록 하는 명령어를 포함하는, 컴퓨터
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4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기준은 출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식별된 요소와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각각
정의하는 유효성 규칙 세트를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규칙은 출력 데이터세트의 원하는 포맷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허용되는 출력 데이터의 타입을 나타
내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기준의 적어도 일부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의 포맷에 대한 제한(constraint)을 특정하는, 시각
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기준의 적어도 일부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다수의 요소 사이에서의 의존성(dependency)에 기초하여
유효 값의 특성을 특정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기준의 적어도 일부는 다수의 포맷으로 표현된 데이터에 대한 유효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를
참조하며, 상기 다수의 포맷은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의 각각의 포맷에 대응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
에서 제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5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된 관계에 따라, 입력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 출력 데이터세트로 불러오는 것을 더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은, 입력 데이터세트의 입력 레코드의 각각의 필드 내의 입력 값에 변환식을 적
용하는 것과, 출력 데이터세트의 출력 레코드의 각각의 필드에 출력 값을 기억시키는 것을 더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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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레코드의 적어도 몇몇 필드는 입력 변수에 매핑된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대응하며, 출력 레코드의 적
어도 몇몇 필드는 각각의 매핑된 관계의 출력에 매핑된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대응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며 제1 사용자에게 제시되고, 상기 유효성 기준의 사
양은 제2 사용자로부터 수신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4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출력 데이터를 나타내는 값을 상기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4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것은, 변환식을 포함하는 매핑된 관계를 각각 변환하기 위해 생성된 출력 데이터
를, 상기 변환하는 매핑된 관계의 출력에 매핑된 출력 데이터세트의 식별된 요소와 연관된 유효성 기준에 기초
하여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된 관계는 변환식을 포함하는 다수의 변환하는 매핑된 관계를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
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기준은, 식별된 제1 요소와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정의하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상
기 식별된 제1 요소와 연관된 제1 유효성 기준과, 식별된 제2 요소와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정
의하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상기 식별된 제2 요소와 연관된 제2 유효성 기준을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
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52
제37항에 있어서,
변환식을 위한 유효 구조를 나타내는 구문 정보를 판정하는 것, 및 상기 판정된 구문 정보에 기초하여,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53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식에 대한 수신된 사용자 변경에 기초하여 변경된 변환식을 허용하는 것, 상기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
의 입력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변경된 변환식에 따라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변경된 출력 데이터를 생
성하는 것, 및 상기 생성된 변경된 출력 데이터에 따라 변경된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것과, 상기 변경된 유효
성 정보에 기초하여 인터페이스에서 시각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
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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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의 입력 데이터는 변환식을 적용하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의 성분에 대한 데이터 흐
름을 나타내는 링크에 따라 수신되며,
상기 데이터 흐름 그래프는 데이터 처리 성분을 나타내는 노드, 데이터 처리 성분 간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링크, 입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을 제공하는 입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 및 출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
을 수신하는 출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를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
스템.
청구항 55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데이터세트에 기억된 상기 생성된 출력 데이터는 변환식을 적용하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의 성분으로
부터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내는 링크에 따라 출력 데이터세트에 제공되며,
상기 데이터 흐름 그래프는, 데이터 처리 성분을 나타내는 노드, 데이터 처리 성분 간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
는 링크, 입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을 제공하는 입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 및 출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을 수신하는 출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를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56
제37항에 있어서,
적어도 제1 매핑된 관계는 상기 제1 매핑된 관계를 적용하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의 성분의 선택에 따라 수신되
며,
상기 데이터 흐름 그래프는 데이터 처리 성분을 나타내는 노드, 데이터 처리 성분 간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링크, 입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을 제공하는 입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 및 출력 레코드의 데이터 흐름
을 수신하는 출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를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
스템.
청구항 57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적 피드백은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계통도의 다수의 노드 중의 하나에 대한 유효성 정보를 나타내는 지
시자를 포함하며, 상기 노드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식별된 요소와 연관된 하나 이상의 변환된 값을
포함하는 변환된 값을 나타내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58
제57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적 피드백은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계통도의 다수의 노드 중의 노드와 각각 연관된 다수의 지시자를 포
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지시자와 연관된 노드 중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노드에 의해 표현되는 변환된 값들 사이의 의존성을 나타
내는 링크에 의해 연결된,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적 피드백은 상기 출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식별된 요소를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출력 요소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다수의 출력 요소 중에서 출력 요소와 각각 연관된 다수의 지시자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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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다수의 출력 요소는 변환식을 입력 데이터의 레코드에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는 필드
에 대응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지시자는 필드에 대한 값의 열에 대한 유효성 정보를 지시하며, 상기 열은 변환식을 입력 데이터의
단일 레코드에 적용한 출력 값을 나타내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지시자는 필드에 대한 값의 컬럼에 대한 유효성 정보를 지시하며, 상기 컬럼은 입력 데이터의 각각
의 레코드에 단일의 변환식을 여러 번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4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적 피드백은 유효성 정보에 기초하여 계산된 통계치를 포함하며, 상기 통계치는 입력 데이터의 다수의
레코드에 유효성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통계치는 규칙적인 기간마다 계산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6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적 피드백은 유효성 기준과 연관된 고객 에러 메시지를 포함하며,
상기 고객 에러 메시지는 입력 데이터의 레코드에 유효성 기준을 적용한 특정 경우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나타
내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7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변수에 독립적인 하나 이상의 상수로서 정의된 출력을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8
제37항에 있어서,
변환식의 결과를 나타내는 예측 값을 수신하는 것을 더 포함하며,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것은, 변환식을 포함하는 각각의 변환하는 매핑된 관계에 대해 생성된 출력 데이터를
상기 예측 값과 비교하는 것을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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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기준은 출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식별된 요소와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각각
정의하는 유효성 규칙 세트를 포함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0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규칙은 출력 데이터세트의 원하는 포맷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허용되는 출력 데이터의 타입을 나타
내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1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기준의 적어도 일부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의 포맷에 대한 제한을 특정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2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기준의 적어도 일부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다수의 요소 사이에서의 의존성에 기초하여 유효 값의 특
성을 특정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3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기준의 적어도 일부는 다수의 포맷으로 표현된 데이터에 대한 유효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를
참조하며, 상기 다수의 포맷은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의 각각의 포맷에 대응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
에서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4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된 관계에 따라, 입력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 출력 데이터세트로 불러오는 것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75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은, 입력 데이터세트의 입력 레코드의 각각의 필드 내의 입력 값에 변환식을 적
용하는 것과, 출력 데이터세트의 출력 레코드의 각각의 필드에 출력 값을 기억시키는 것을 더 포함하며,
입력 레코드의 적어도 몇몇 필드는 입력 변수에 매핑된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대응하며, 출력 레코드의 적
어도 몇몇 필드는 각각의 매핑된 관계의 출력에 매핑된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대응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
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76
제75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며 제1 사용자에게 제시되고, 상기 유효성 기준의 사
양은 제2 사용자로부터 수신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77
제3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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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생성된 출력 데이터를 나타내는 값을 상기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
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78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것은, 변환식을 포함하는 매핑된 관계를 각각 변환하기 위해 생성된 출력 데이터
를, 상기 변환하는 매핑된 관계의 출력에 매핑된 출력 데이터세트의 식별된 요소와 연관된 유효성 기준에 기초
하여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79
제78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된 관계는 변환식을 포함하는 다수의 변환하는 매핑된 관계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
바이스.
청구항 80
제78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기준은, 식별된 제1 요소와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정의하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상
기 식별된 제1 요소와 연관된 제1 유효성 기준과, 식별된 제2 요소와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정
의하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상기 식별된 제2 요소와 연관된 제2 유효성 기준을 포함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81
제39항에 있어서,
변환식을 위한 유효 구조를 나타내는 구문 정보를 판정하는 것, 및 상기 판정된 구문 정보에 기초하여,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82
제81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식에 대한 수신된 사용자 변경에 기초하여 변경된 변환식을 허용하는 것, 상기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
의 입력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변경된 변환식에 따라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변경된 출력 데이터를 생
성하는 것, 및 상기 생성된 변경된 출력 데이터에 따라 변경된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것과, 상기 변경된 유효
성 정보에 기초하여 인터페이스에서 시각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
바이스.
청구항 83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의 입력 데이터는 변환식을 적용하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의 성분에 대한 데이터 흐
름을 나타내는 링크에 따라 수신되며,
상기 데이터 흐름 그래프는 데이터 처리 성분을 나타내는 노드, 데이터 처리 성분 간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링크, 입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을 제공하는 입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 및 출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
을 수신하는 출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84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데이터세트에 기억된 상기 생성된 출력 데이터는 변환식을 적용하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의 성분으로
부터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내는 링크에 따라 출력 데이터세트에 제공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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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흐름 그래프는, 데이터 처리 성분을 나타내는 노드, 데이터 처리 성분 간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
는 링크, 입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을 제공하는 입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 및 출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을 수신하는 출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85
제39항에 있어서,
적어도 제1 매핑된 관계는 상기 제1 매핑된 관계를 적용하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의 성분의 선택에 따라 수신되
며,
상기 데이터 흐름 그래프는 데이터 처리 성분을 나타내는 노드, 데이터 처리 성분 간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링크, 입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을 제공하는 입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 및 출력 레코드의 데이터 흐름
을 수신하는 출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86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적 피드백은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계통도의 다수의 노드 중의 하나에 대한 유효성 정보를 나타내는 지
시자를 포함하며, 상기 노드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식별된 요소와 연관된 하나 이상의 변환된 값을
포함하는 변환된 값을 나타내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87
제86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적 피드백은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계통도의 다수의 노드 중의 노드와 각각 연관된 다수의 지시자를 포
함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88
제87항에 있어서,
상기 지시자와 연관된 노드 중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노드에 의해 표현되는 변환된 값들 사이의 의존성을 나타
내는 링크에 의해 연결된,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89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적 피드백은 상기 출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식별된 요소를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출력 요소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다수의 출력 요소 중에서 출력 요소와 각각 연관된 다수의 지시자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90
제89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다수의 출력 요소는 변환식을 입력 데이터의 레코드에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는 필드
에 대응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91
제90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지시자는 필드에 대한 값의 열에 대한 유효성 정보를 지시하며, 상기 열은 변환식을 입력 데이터의
단일 레코드에 적용한 출력 값을 나타내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92
제9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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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지시자는 필드에 대한 값의 컬럼에 대한 유효성 정보를 지시하며, 상기 컬럼은 입력 데이터의 각각
의 레코드에 단일의 변환식을 여러 번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93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적 피드백은 유효성 정보에 기초하여 계산된 통계치를 포함하며, 상기 통계치는 입력 데이터의 다수의
레코드에 유효성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94
제93항에 있어서,
상기 통계치는 규칙적인 기간마다 계산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95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시각적 피드백은 유효성 기준과 연관된 고객 에러 메시지를 포함하며,
상기 고객 에러 메시지는 입력 데이터의 레코드에 유효성 기준을 적용한 특정 경우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나타
내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96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변수에 독립적인 하나 이상의 상수로서 정의된 출력을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97
제39항에 있어서,
변환식의 결과를 나타내는 예측 값을 수신하는 것을 더 포함하며,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것은, 변환식을 포함하는 각각의 변환하는 매핑된 관계에 대해 생성된 출력 데이터를
상기 예측 값과 비교하는 것을 포함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98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기준은 출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식별된 요소와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각각
정의하는 유효성 규칙 세트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99
제98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규칙은 출력 데이터세트의 원하는 포맷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허용되는 출력 데이터의 타입을 나타
내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10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기준의 적어도 일부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의 포맷에 대한 제한을 특정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
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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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기준의 적어도 일부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다수의 요소 사이에서의 의존성에 기초하여 유효 값의 특
성을 특정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102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기준의 적어도 일부는 다수의 포맷으로 표현된 데이터에 대한 유효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를
참조하며, 상기 다수의 포맷은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의 각각의 포맷에 대응하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기억
디바이스.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개시는 데이터세트 요소의 매핑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일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데이터세트("소스" 또는 "입력" 데이터세트)
의 요소가 다른 데이터세트("출력" 또는 "타겟"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매핑된다. 이들 요소는, 예를 들어 데이
터베이스 테이블의 필드 또는 데이터 오브젝트의 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 입력 데이터세트의 레코드(예를 들어,
테이블의 열)는 적절한 출력 필드에 매핑되는 적절한 입력 필드를 가진 출력 데이터세트에 들여올 수 있다. 출
력 포맷을 만족시키기 위해 변환될 데이터 값을 요구하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포맷과 입력 데이터세트의 포맷 간
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부의 경우에, 예를 들어,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거나 출력 데이터세트의 원하는 특
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의 데이터 변환이 적용된다. 매핑 프로세스는 여러 스킬 레벨(예를 들어, 초보자 또
는 전문가) 또는 여러 관심 영역(예를 들어, 사업 또는 기술)을 갖는 여러 사용자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포함
할 수 있다.

발명의 내용
[0003]

본 개시의 하나의 관점으로서, 일반적으로, 입력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기억된 입력 데이터세트(input datase
t)의 하나 이상의 요소를 입력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기억된 출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요소에 매핑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방법은, 소정의 출력과 입력 변수(input variable)로 나타낸 하나 이상의 입력 간의 하나
이상의 매핑된 관계를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하는 수신 단계로서, 매핑된 관계 중의 적어도 하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실행가능한 변환식(transformational expression)을 포함하며, 변환식은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매핑된 하나 이상의 입력 변수에 기초해서, 매핑된 관계의 출력을 정의하는, 수신 단계; 매핑된 관계의 출력에
매핑된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의 식별을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하는 단계; 입력 변수에 매핑된 입력 데이터세트
의 요소와 연관된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의 입력 데이터에 기초해서, 변환식에 따라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
터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출력 데이터세트의 식별된 요소 중의 하나 이상과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
상의 특성을 정의하는 유효성 기준(validation criteria)에 기초해서, 생성된 출력 데이터에 따라 유효성 정보
를 판정하는 단계; 및 판정된 유효성 정보에 기초해서, 시각적 피드백(visual feedback)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04]

본 개시의 관점은 이하의 특징 중의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0005]

본 방법은 매핑된 관계에 따라, 입력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 출력 데이터세트로 불러오는(import) 단
계를 더 포함한다.

[0006]

입력 데이터를 불러오는 단계는, 입력 데이터세트의 입력 레코드의 각각의 필드 내의 입력 값에 변환식을 적용
하는 단계와, 출력 데이터세트의 출력 레코드의 각각의 필드에 출력 값을 기억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입력
레코드의 적어도 몇몇 필드는 입력 변수에 매핑된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대응하며, 출력 레코드의 적어도
몇몇 필드는 각각의 매핑된 관계의 출력에 매핑된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대응한다.

[0007]

입력 데이터세트의 입력 레코드의 각각의 필드 내의 입력 값에 변환식을 적용하는 단계와, 출력 데이터세트의
출력 레코드의 각각의 필드에 출력 값을 기억시키는 단계는, 데이터 처리 성분을 나타내는 노드(node),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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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성분들 사이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링크(link), 입력 레코드의 데이터 흐름을 제공하는 입력 데이
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 및 출력 레코드의 데이터 흐름을 수신하는 출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를 포함하
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를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08]

본 방법은 매핑 관계를 특정하는 매핑(mapping)을 기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0009]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단계는, 유효성 기준의 기억된 사양을 검색(retrieve)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10]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며 제1 사용자에게 제시되고, 유효성 기준의 사양은 제2 사용자
로부터 수신된다.

[0011]

본 방법은 생성된 출력 데이터를 나타내는 값을 상기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0012]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단계는, 변환식을 포함하는 매핑된 관계를 각각 변환하기 위해 생성된 출력 데이터를,
변환하는 매핑된 관계의 출력에 매핑된 출력 데이터세트의 식별된 요소와 연관된 유효성 기준에 기초하여 평가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13]

매핑된 관계는 변환식을 포함하는 다수의 변환하는 매핑된 관계를 포함한다.

[0014]

유효성 기준은, 식별된 제1 요소와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정의하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상기 식
별된 제1 요소와 연관된 제1 유효성 기준과, 식별된 제2 요소와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정의하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식별된 제2 요소와 연관된 제2 유효성 기준을 포함한다.

[0015]

유효성 정보는 식별된 제1 요소에 대응하는 제1 필드와 식별된 제2 요소에 대응하는 제2 필드를 포함하는, 생성
된 출력 레코드에 따라 판정된다.

[0016]

제1 유효성 기준은 출력 레코드의 제2 필드 내의 값에 의해 정해진다.

[0017]

유효성 정보는 출력 레코드의 제1 필드 내의 값과 출력 레코드의 제2 필드 내의 값에 의해 정해진다.

[0018]

본 방법은 변환식을 위한 유효 구조를 나타내는 구문 정보(syntax information)를 판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0019]

본 방법은 판정된 구문 정보에 기초하여,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0020]

본 방법은 변환식에 대한 수신된 사용자 변경에 기초하여 변경된 변환식을 허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0021]

본 방법은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의 입력 데이터에 기초하여, 변경된 변환식에 따라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
터 변경된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0022]

본 방법은, 생성된 변경된 출력 데이터에 따라 변경된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단계와, 변경된 유효성 정보에
기초하여 인터페이스에서 시각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0023]

변경된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변경된 유효성 정보에 기초하여 시각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단계는 변환
식이 변경되는 동안에 수행된다.

[0024]

변경된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변경된 유효성 정보에 기초하여 시각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단계는 변환
식이 변경된 이후에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다.

[0025]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의 입력 데이터는 변환식을 적용하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의 성분에 대한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링크에 따라 수신되며, 데이터 흐름 그래프는 데이터 처리 성분을 나타내는 노드, 데이터 처리 성분
간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링크, 입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을 제공하는 입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
및 출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을 수신하는 출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를 포함한다.

[0026]

출력 데이터세트에 기억된 생성된 출력 데이터는 변환식을 적용하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의 성분으로부터 데이터
의 흐름을 나타내는 링크에 따라 출력 데이터세트에 제공되며, 데이터 흐름 그래프는, 데이터 처리 성분을 나타
내는 노드, 데이터 처리 성분 간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링크, 입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을 제공하는 입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 및 출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을 수신하는 출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를 포
함한다.

[0027]

적어도 제1 매핑된 관계는 제1 매핑된 관계를 적용하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의 성분의 선택에 따라 수신되며, 데
이터 흐름 그래프는 데이터 처리 성분을 나타내는 노드, 데이터 처리 성분 간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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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을 제공하는 입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 및 출력 레코드의 데이터 흐름을 수
신하는 출력 데이터세트를 나타내는 노드를 포함한다.
[0028]

시각적 피드백은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계통도(lineage diagram)의 다수의 노드 중의 하나에 대한 유효성 정보를
나타내는 지시자(indicator)를 포함하며, 노드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식별된 요소와 연관된 하나 이
상의 변환된 값을 포함하는 변환된 값을 나타낸다.

[0029]

시각적 피드백은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계통도의 다수의 노드 중의 노드와 각각 연관된 다수의 지시자를 포함한
다.

[0030]

지시자와 연관된 노드 중의 적어도 일부는 노드에 의해 표현되는 변환된 값들 사이의 의존성(dependency)을 나
타내는 링크에 의해 연결된다.

[0031]

시각적 피드백은 출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식별된 요소를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출력 요소를 포함하는 인
터페이스에 표시된 다수의 출력 요소 중에서 출력 요소와 각각 연관된 다수의 지시자를 포함한다.

[0032]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다수의 출력 요소는 변환식의 입력 데이터의 레코드에의 적용의 결과를 나타내는 필드에
대응한다.

[0033]

하나 이상의 지시자는 필드에 대한 값의 열(row)에 대한 유효성 정보를 지시하며, 열은 변환식을 입력 데이터의
단일 레코드에 적용한 출력 값을 나타낸다.

[0034]

하나 이상의 지시자는 필드에 대한 값의 컬럼(column)에 대한 유효성 정보를 지시하며, 컬럼은 입력 데이터의
각각의 레코드에 단일의 변환식을 여러 번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0035]

시각적 피드백은 유효성 정보에 기초하여 계산된 통계치(statistics)를 포함하며, 통계치는 입력 데이터의 다수
의 레코드에 유효성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0036]

통계치는 규칙적인 기간마다 계산된다.

[0037]

시각적 피드백은 유효성 기준과 연관된 고객 에러 메시지를 포함하며, 고객 에러 메시지는 입력 데이터의 레코
드에 유효성 기준을 적용한 특정 경우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0038]

본 방법은, 입력 변수에 독립적인 하나 이상의 상수로서 정의된 출력을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한다.

[0039]

본 방법은, 변환식의 결과를 나타내는 예측 값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단계는, 변환식을 포함하는 각각의 변환하는 매핑된 관계에 대해 생성된 출력 데이터를 예측 값과 비교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0040]

다른 관점으로서, 일반적으로, 입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요소를 출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요소에
매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시한다. 본 시스템은, 입력 데이터세트를 기억하는 입력 데이터 기억 시스템; 출력
데이터세트를 기억하는 출력 데이터 기억 시스템; 및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고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고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은, 소정의 출력과 입력 변수로 나타낸 하나 이상의 입력 간의 하나 이상의 매핑된
관계를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하는 수신 단계로서, 매핑된 관계 중의 적어도 하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한 변환식을 포함하며, 변환식은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매핑된 하나 이상의 입력 변수에 기초해서, 매
핑된 관계의 출력을 정의하는, 수신 단계; 매핑된 관계의 출력에 매핑된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의 식별을 인터
페이스에서 수신하는 단계; 입력 변수에 매핑된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와 연관된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의 입
력 데이터에 기초해서, 변환식에 따라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출력 데이터
세트의 식별된 요소 중의 하나 이상과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정의하는 유효성 기준에 기초해서,
생성된 출력 데이터에 따라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단계; 및 판정된 유효성 정보에 기초해서,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41]

다른 관점으로서, 일반적으로, 입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요소를 출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요소에
매핑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시된다. 본 시스템은, 입력 데이터세트를 기억하기 위한 수단; 출력 데이터세트를 기
억하기 위한 수단; 및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고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
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고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은, 소정의 출력과 입력
변수로 나타낸 하나 이상의 입력 간의 하나 이상의 매핑된 관계를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하는 수신 단계로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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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된 관계 중의 적어도 하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실행가능한 변환식을 포함하며, 변환식은 입력 데이터세
트의 요소에 매핑된 하나 이상의 입력 변수에 기초해서, 매핑된 관계의 출력을 정의하는, 수신 단계; 매핑된 관
계의 출력에 매핑된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의 식별을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하는 단계; 입력 변수에 매핑된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와 연관된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의 입력 데이터에 기초해서, 변환식에 따라 데이터 처리 시
스템으로부터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출력 데이터세트의 식별된 요소 중의 하나 이상과 연관된 유효 값
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정의하는 유효성 기준에 기초해서, 생성된 출력 데이터에 따라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는
단계; 및 판정된 유효성 정보에 기초해서,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42]

다른 관점으로서, 일반적으로,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매체는 입력 데이터세트의 하나 이상의 요소를 출력 데이터
세트의 하나 이상의 요소에 매핑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억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로 하여금,
소정의 출력과 입력 변수로 나타낸 하나 이상의 입력 간의 하나 이상의 매핑된 관계를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하도
록 하는데, 매핑된 관계 중의 적어도 하나가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실행가능한 변환식을 포함하고, 변환식이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매핑된 하나 이상의 입력 변수에 기초해서, 매핑된 관계의 출력을 정의하는, 매핑된
관계를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하도록 하며; 매핑된 관계의 출력에 매핑된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의 식별을 인터
페이스에서 수신하도록 하며; 입력 변수에 매핑된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와 연관된 입력 데이터세트로부터의
입력 데이터에 기초해서, 변환식에 따라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하며; 출력 데
이터세트의 식별된 요소 중의 하나 이상과 연관된 유효 값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정의하는 유효성 기준에 기초
해서, 생성된 출력 데이터에 따라 유효성 정보를 판정하도록 하고; 및 판정된 유효성 정보에 기초해서, 시각적
피드백을 인터페이스에서 제시하도록 하는 명령어를 포함한다.

[0043]

본 개시의 관점은 이하의 장점 중의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0044]

일부의 경우에, 입력 데이터세트가 입력 데이터세트에 매핑되는 경우에(예를 들어, 데이터 피드를 데이터 웨어
하우스에 로딩할 때에), 입력 데이터세트는 다수의 필드(예를 들어, 수천 개의 필드)를 가질 수 있으며, 출력
데이터세트는 이보다 적은 수의 필드(예를 들어, 백 개 이하의 필드)를 가질 수 있다.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하
나 이상의 입력 필드로부터 소정의 출력 필드로 정보를 어떻게 매핑하는지에 대한 사양을 제공하는 매핑을 사용
한다.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핑을 설정("매핑 프로세스" 동안)할
수 있도록 한다.

[0045]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비교적 경험이 적은 사용자가 테스트 값과 유효성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가 매
핑 결과가 의도한 것과 매칭되는지를 검증해서 에러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 및 검증 특징을 포함한다.
검증 특징에 의하면, 더 경험이 많은 사용자가 유효성 규칙을, 추후에 매핑 프로세스 동안 적용될 수 있는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와 미리 연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명 이상의 숙련 사용자는 출력 데이터 기억 시스템
내에 기억된 출력 데이터세트가 여러 다양한 입력 데이터 기억 시스템에 기억된 다수의 입력 데이터 세트로부터
데이터용의 레포지토리로서 기능하게 되는 요건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숙련 사용자가 입력 데이터 세트
의 모든 필드를 출력 데이터세트의 적절한 필드에 매핑할 수 없을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하면, 여러
초보 사용자가 입력 데이터세트의 각각에 대한 매핑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숙련된 사용자가 하지 않은 초보 사용
자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에러를 처리하기 위해 또는 초보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출력 데이터세트와 연관된
소정의 협약을 만족시키기 위해 숙련된 사용자가 유효 기준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0046]

더 숙련되거나 더 기술적인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규칙에 기초한 테스트 및 유효성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통
합함으로써, 덜 숙련되거나 덜 기술적인 사용자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에러 또는 불일치를 나중에 하는 것(시스
템 통합 프로세스 동안)보다 더 빨리(매핑 프로세스 동안) 처리할수 있다. 크기 정도의 비용 절감은 이들 에러
또는 불일치를 더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 사용자 그룹이 문제점을 쟁점화하고 식별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식별되는 때의 문제점을 더 용이하게 보정할 수 있다.

[0047]

본 발명의 다른 특성과 장점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로부터 명백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48]

도 1은 데이터세트 요소를 매핑하기 위한 시스템의 예를 나타낸다.
도 2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예를 나타낸다.
도 3a는 데이터 처리 그래프의 예를 나타낸다.
도 3b는 변환의 예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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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규칙 엔트리 인터페이스의 예를 나타낸다.
도 5는 변환 뷰 인터페이스 및 관련 요소의 예를 나타낸다.
도 6은 변환 뷰 인터페이스의 동작 과정을 나타내는 플로차트이다.
도 7a-7h는 변환 뷰 인터페이스의 동작 예를 나타낸다.
도 8은 변환 뷰 인터페이스의 예를 나타낸다.
도 9는 계통도의 예를 나타낸다.
도 10은 변환 뷰 인터페이스의 예를 나타낸다.
도 11은 유효성 규칙 인터페이스의 예를 나타낸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49]

도 1을 참조하면, 데이터세트 요소를 매핑하고 매핑된 데이터세트 요소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10)은, 기억 장치 또는 온라인 데이터 스트림과 같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의 소스를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 소
스(12)를 포함한다. 이들 소스는 데이터를 다양한 기억 포맷(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스프레드시트 파
일, 플랫 텍스트 파일, 또는 메인프레임에 의해 사용되는 네이티브 포맷) 중의 임의의 형태로 기억할 수 있다.
실행 환경(14)은 데이터세트 매핑 모듈(16)과 데이터세트 처리 모듈(22)을 포함한다. 실행 환경(14)은 UNIX 운
영 체제 등의 적절한 운영 체제의 제어에 따라 하나 이상의 범용 컴퓨터에서 호스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
행 환경(14)은 다수의 중앙 처리 장치(CPU), 로컬(예를 들어, SMP 컴퓨터 등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또는
로컬로 분산(예를 들어, 클러스터 또는 MPP로서 결합된 다중 프로세서)되거나 원격으로, 또는 원격으로 분산(예
를 들어, LAN 또는 WAN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중 프로세서), 또는 이들의 조합을 사용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설정을 포함하는 다중 노드 병렬 컴퓨팅 환경을 포함할 수 있다.

[0050]

데이터세트 매핑 모듈(16)은, 이하 더 상세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입력 데이터세트와 출력 데이터세트 사이
에서 데이터를 매핑하기 위한 매핑 정보를 기억한다. 데이터세트 처리 모듈(22)은 데이터 소스(12)에 기억된 입
력 데이터세트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고, 예를 들어 데이터에 사용될 변환식(transformational expression)을
포함하는 데이터 기억 시스템(26)에 기억된 매핑 정보(24)에 기초하여, 기억된 매핑 정보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
한다. 데이터 소스(12)를 제공하는 기억 장치는 실행 환경(14)에 대해 로컬이 되어, 실행 환경(14)을 구동시키
는 컴퓨터에 연결된 기억 매체(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18))에 기억되거나, 실행 환경(14)에 대해 원격이 되어,
예를 들어, 로컬 또는 광역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실행 환경(14)을 구동시키는 컴퓨터와 통신이 가능한 원격
시스템(예를 들어, 메인프레임(20))에서 호스트된다.

[0051]

데이터세트 매핑 모듈(16)은 매핑되는 데이터에 기초하여 시각적 표현을 사용자에게(예를 들어,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사용자간 인터페이스를 통해) 표시한다. 데이터 기억 시스템(26)은 개발자(30)가 데이터 기억 시스템
(26)에 기억되어 데이터를 처리 및 표시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모듈(22)에 의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28)에 액세스할 수 있다. 개발 환경(28)은 일부 구현 예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정점(컴포넌트
또는 데이터세트)과 정점 사이를 연결하는 방향성 링크(작업 요소의 흐름을 나타냄)를 포함하는 데이터 흐름 그
래프로서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환경은 "Managing Parameters for Graph-Based
Applications"라는 명칭의 미국 공개번호 제2007/0011668호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으며, 이 문헌의 내용을
본원에 참조에 의해 원용한다.

[0052]

데이터세트 처리 모듈(22)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여러 형식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시스템으로부터 데이
터를 처리할 수 있다. 데이터는 각각의 필드("속성" 또는 "컬럼"이라고도 함)에 대한 값을 갖는, 어떤 경우에는
널 값(null value)을 갖는 레코드로서 구성될 수 있다. 먼저,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경우, 데이
터세트 처리 모듈(22)은 해당 데이터 소스 내의 레코드에 관한 일부 초기 포맷 정보에 의해 개시하는 것이 전형
적이다(어떤 경우에는, 데이터 소스의 레코드 구조를 처음에는 알지 못할 수 있고 대신에 데이터 소스의 분석
이후에 정해질 수도 있다). 레코드에 관한 초기 정보로는, 개별 값을 나타내는 비트의 수, 레코드 내의 필드의
순서, 및 비트에 의해 표현되는 값의 타입(예를 들어, 문자열, 부호있는/부호없는 정수) 등이 있다. 데이터세트
처리 모듈(22)이 데이터 소스로부터 레코드를 판독함에 따라, 데이터세트 처리 모듈은 변환식을 사용하여 중간
데이터 및 출력 데이터를 생성한다. 데이터세트 매핑 모듈(16)은 이러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데이터
표현을 데이터세트 매핑 모듈(16)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의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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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3]

도 2는 시스템(10)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세트의 요소를 다른 데이터세트의 요소로 매핑하
기 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300)의 예를 나타낸다. 본 예에서, 시스템(300)은 입력 데이터 기억 시스템에 기억
된 하나 이상의 입력 데이터세트(310a, 310b)를 포함하고, 개별의 입력 데이터세트(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테
이블)는 시스템(300)에 대한 입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다수의 개별 요소를 가질 수 있다. 입력 데이터세트
(310a)는 입력(312a, 312b, 312c, 312d)(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필드 또는 컬럼). 또한, 데이터 관
리 시스템(300)은 출력 데이터 기억 시스템(입력 데이터 기억 시스템과 동일할 수 있음)에 기억된 하나 이상의
출력 데이터세트(320a, 320b)를 포함하며, 개별의 출력 데이터세트(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는 시스템
(300)에 대한 출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다수의 개별 요소를 가질 수 있다. 출력 데이터세트(320a)는 출력(322a,
322b, 322c, 322d)(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필드 또는 컬럼)을 갖는다. 데이터 관리 시스템(300)은
입력(312)과 출력(322) 사이의 매핑 관계를 나타내는 매핑(340)을 가지며, 입력에서 출력으로 매핑되는 요소와
관련된 특정 값 또는 특성을 임의 선택적으로 변환한다. 데이터 관리 시스템(300)은 매핑에 의해 정의된 변환식
을 실행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예를 들어, 데이터세트
처리 모듈(22)에 의해 실행되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을 포함하며, 데이터베이스 서버(350) 또는 다른 컴퓨팅 시
스템과 관련하여 동작할 수 있다. 일례로, 데이터 관리 시스템(300)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입력 데이터세트
(310a)로부터 출력 데이터세트(320a)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입력 데이터세트(310a)로부터 출력 데이터세트
(320a)로 불러오는 데이터(예를 들어, 개별 레코드)에 대해 변환을 적용하기 위해 매핑(340)을 사용한다. 일례
로, 데이터 관리 시스템(300)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매핑(340)을 사용하여 추후에 데이터에 적용될 변환식을
사용자가 설계하거나 및/또는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다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0054]

이들 도면에서, 굵은 선으로 된 닫힌 화살표는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내며, 점선으로 된 열린 화살표는 도면의
설명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다른 종류의 연관을 나타낸다.

[0055]

일부 입력은 일부 출력에 직접 매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관리 시스템(300)은 변환을 수행하지 않고
입력(312a)을 출력(322a)에 직접 전달한다. 입력(312a)은 "Last Name"이라고 부르는 필드에 대응하고, 출력
(322a)은 "LName"이라고 부르는 필드에 대응할 수 있다. 이들 필드는 동일한 데이터 논리 값을 동일한 포맷으로
기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세트(310a)의 레코드가 출력 데이터세트(320a)로 불러올 때에 데이터
값의 변환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입력은 출력에 매핑될 수 있으며, 데이터 관리 시스템(300)은 입력과
연관된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력(312c)에 의해 데이터 관리 시스템(300)에 의해 매핑되는 요
소는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또는 해당 요소에 연관된 데이터 값이나 해당 요소와 연관된 특성값을 변화시키는 식
을 적용함으로써 변환될 수 있다(예를 들어, 입력 데이터세트(310a)의 레코드의 소정의 필드 내의 데이터 값은
이들 레코드가 출력 데이터세트(320a)로 불러올 때에 변환된다). 변환은 데이터 값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데이
터

타입을

변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며,

아니면

예를

들어

측정

단위

또는

캐피털라이제이션

(capitalization) 등의 특성값을 변화시키기 위해 데이터 값을 변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입력은 출
력에 매핑될 수 있으며, 데이터 관리 시스템(300)은 미리정해진 기준에 따르는 변수 형태로 입력을 변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력(312d)에 의해 데이터 관리 시스템(300)에 의해 매핑되는 요소와 연관된 데이터 중의 일
부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하나의 변환식을 가질 수 있으며, 동일한 입력(312d)에 의해 데이터 관리 시
스템(300)에 의해 매핑되는 요소와 연관된 다른 데이터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다른 변환식을 가질 수
있다. 어떤 변환식을 데이터에 적용할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은, 예를 들어 데이터 관리 시스템(300)의 계산
로직(302)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계산 로직(302)은, 이하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
스 내에 규칙을 정하거나 사용자가 식을 입력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이들 예에서, 입력(312b, 312c)으
로부터의 데이터를 출력(322b)에 매핑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변환은 단일의 출력에
매핑되는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입력으로부터 데이터에 대해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력
(322b)은 값이 입력(312b, 312c)에 대응하는 필드의 값의 함수인 필드에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소정의 출력
과 하나 이상의 입력 사이의 매핑된 관련성은 단일 입력의 식별 또는 하나 이상의 식별된 입력에 적용되는 변환
식의 사양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입력을 출력에 매핑하는 데에 사용되는 변환식은 적용될 식이나 수행
될 계산을 정의하는 데이터 구조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이하 상세하게 설명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
처리 문맥에 사용될 수 있는 변환식을 말한다. 데이터 관리 시스템(300)에서의 매핑(340)은 일련의 변환식
(130a, 130b, 130c, 130d)을 사용하여 구현된다.
[0056]

변환은 하나 이상의 가능한 출력을 생성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입력에서 수행되는 동작을 정의한다. 일례로, 변
환식은 처음에는 미리 정해진 포맷을 가진 데이터 구조로서 저장되고, 나중에 실행가능한 형태로 컴파일된다.
변환식은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링크 요소에 의해 연결된 데이터 처리 성분을 갖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 등의

- 22 -

등록특허 10-1660348
그래프 기반의 계산의 문맥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3a의 단순한 데이터 흐름 그래프(130)는 입력으로
서 2개의 데이터세트(132, 134)(예를 들어, 항공사의 단골 고객 데이터 및 비행 예약 데이터)을 가지며, 데이터
를 별개의 포맷 성분(136, 138) 내의 각각의 세트로 포맷함으로써, 이들이 함께 사용될 수 있고, 이들을 결합
성분(140)에서 결합하여, 출력 데이터세트(142)를 생성할 수 있다. 변환식은 그래프(130)에서와 같이, 그래프
기반의 계산에 의해 자체적으로 구현되거나, 그래프(130)가 구성되는 개별 성분(136, 138, 140) 등의 그래프의
성분 내에서 구현될 수 있다.
[0057]

변환식은 "비지니스 규칙"(business rule)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처리 구성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도 있다. 비지
니스 규칙은, 예를 들어, 데이터를 하나의 포맷에서 다른 포맷으로 전환하고, 데이터에 관한 판정을 행하고, 입
력 데이터세트에 기초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3b에서, 비행 예약 시스템의 레코드(102)는 승객의 이름(104), 승객이 금년 마일리지(106), 승객
의 티켓의 클래스(108), 승객이 앉는 좌석 열(110)을 나타낸다. 비지니스 규칙은 이러한 승객이 보딩 그룹 1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비지니스 규칙은 "제1 클래스의 승객은 그룹 1에"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가 쉽지만,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기 전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번역하여야 한다. 비지니스
규칙은 입력 데이터세트(100) 등의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레코드(102) 등의 입력 레코드를 수신하고,
승객의 이름(104)과 승객이 어느 그룹인지(118)를 나타내는 레코드(114) 등의 출력 레코드를 출력 데이터세트
(120)에 삽입하는 변환식(112)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입력 및 출력 데이터세트는 데이터 스트림이라고도
한다.

[0058]

비전문가 사용자를 위한 비지니스 규칙을 구현하는 변환식의 생성 및 조작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사용
자가 규칙 세트라고 부르는 하나 이상의 비지니스 규칙의 세트를 사용자가 친숙한 형태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
는 도구가 제공된다. 이러한 규칙 세트는 컴퓨터 시스템에게 이들이 변환식을 실행하길 원하는 것을 알려준다.
규칙 세트는 단일의 변환식을 생성하는 규칙 세트이다. 규칙은 입력에 따라 규칙의 출력에 대한 여러 상이한 값
들을 계산하는 하나 이상의 규칙 케이스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규칙은 다른 규칙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규칙 세트
내의 일부 규칙은 추가의 또는 대체가능한 출력에 대한 값을 생성할 수 있다. 규칙 세트는 "내포된" 규칙 세트
라고 하는 다른 규칙 세트를 포함할 수 있다.

[0059]

도 4는 비지니스 규칙의 특성을 특정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예인 비지니스 규칙 에디터(200)를 나타낸
다. 비지니스 규칙 에디터(200)는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를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매핑하고 데이터 관리
시스템(300)에 사용되는 대응하는 매핑(340)을 생성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성분이 될 수 있다. 비지니
스 규칙의 출력은 왼쪽에 표시되고 비지니스 규칙의 출력은 오른쪽에 표시된다. 비지니스 규칙 에디터(200) 내
의 트리거 컬럼(202, 204, 206, 208)은 이용가능한 데이터 값에 대응하며, 열(210a-h)은 규칙 케이스, 즉 이용
가능한 데이터 값에 관련된 기준 세트에 대응한다. 규칙 케이스는 규칙 케이스가 기준을 갖는 각각의 트리거 컬
럼에 대해 해당 레코드의 데이터 값이 트리거링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소정의 레코드(예를 들어, 도 1a의
102)에 적용한다. 규칙 케이스가 적용되면, 하나 이상의 출력 컬럼(212)에 기초하여 출력이 생성된다. 모든 입
력 관련성이 만족되는 규칙 케이스를 "트리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출력 컬럼(212)은 잠재 출력 변
수에 대응하고, 적용가능한 열(210a-h)의 대응하는 셀 내의 값은, 해당 변수에 대한 출력을 결정한다. 셀은 변
수에 할당되는 값을 포함할 수 있거나, 출력 값을 생성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하는 식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한다. 출력 컬럼은 도 4에서는 하나만 도시되어 있지만, 하나 이상도 가능하다.

[0060]

비지니스 규칙의 편집과 관련해서, 출력 변수는 입력 변수의 단순히 이름인 식을 포함하는 식인 "디폴트 값"을
갖는다. 출력 변수는 더 복잡한 로직을 나타내는 규칙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사용자가 비지니스 규칙을 편집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출력 변수를 볼 수 있으며, 사이드 바(sidebar)로부터 입력 변수를 출력 변수에 대응하
는 디폴트 값 셀으로 드래그함으로써 매핑을 설정한다. 사용자는 출력 변수에 대한 디폴트 값 식을 직접 편집할
수 있다. 또한, 특정의 출력을 계산하기 위해 더 진보된 로직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출력을 계산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규칙을 생성할 수 있다.

[0061]

비지니스 규칙을 편집할 때에, 사용자는 출력 변수에 관한 기술적 정보를 포함하는 출력 변수 그리드(output
variable grid) 내에 디폴트 값을 할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규칙 세트를 나타내는 주요 형식으로부
터 출력을 위한 규칙을 생성할 수 있다. 매핑(340)을 생성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례로서, 사용자가
규칙을 생성하는 경우, 사용자는 디폴트 값을 보게 될 것이며, 사용자가 디폴트 값을 할당하는 경우, 대응하는
규칙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0062]

비지니스 규칙은 비전문가인 사용자에 의해 생성되고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그룹은 의도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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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규칙을 생성 및 조작하기 위한 능력을 바꿀 수 있다. 일부 사용자는 비지니스 규칙의 생성 및 조작 방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다른 사용자는 비지니스 규칙을 생성 및 조작하기 위한 모든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사용자는 비지니스 규칙의 기초적인 의미, 예를 들어 실세계에서의 응용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지만, 다른 사용자는 비지니스 규칙을 사용 중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소득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용자는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지니스 규칙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비지니스 규칙의 실제 적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식은 비지니스 규칙에 관한 사용
자의 기술적 지식과는 무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적 지식은 많지만 응용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는 비지니
스 규칙을 생성할 수는 있지만, 응용 숙련된 사용자는 비지니스 규칙을 검토해서 비지니스 규칙을 사용하는 경
우에 그 의도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술적 숙련된 사용자는 비지니스 규칙의 응용에 대해
서는 초보 사용자로서 취급될 수 있지만, 높은 응용 지식을 가진 사용자는 비지니스 규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전
문적 사용자로서 취급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기술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진 사용자는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가 만든 비지니스 규칙을 검토해서 이러한 비지니스 규칙이 기술적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들 예에서, 기술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진 사용자는 전문가 사용자로서 취급될 수 있으며, 기술적 지식이 부족
한 사용자는 초보 사용자로서 취급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시스템은 다수의 사용자가 생성한 많은 비지니스 규
칙을 가질 수 있는데, 사용자들은 전체 규칙 중의 작은 부분만을 생성하게 된다. 각각의 규칙의 기능성은 각각
의 생성자-조작자의 기술적 숙달도를 반영할 것이다.
[0063]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하면, 입력 레코드로부터의 필드와 출력 레코드 내의 필드 사이에서의 매핑과 같은, 입
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와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 사이에서의 매핑(340)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피드(feed)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로딩할 때에, 피드(입력)는 백 개의 필드를 가질 수 있다. 피드 내
의 데이터는 50개의 필드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출력)로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본 예에서의 매핑(34
0)은 입력 필드가 출력 필드에 매핑되는 방법의 사용을 제공한다.

[0064]

일부의 경우에, 개별적인 입력 필드는 출력 필드에 직접 개별적으로 매핑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출력은 이들
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의 특정 입력 필드의 값에 할당하는 것으로 계산될 것이다. 다른 출력은 식, 상수, 입
력 필드의 단순 조합(예를 들어, 문자열의 연결), 또는 if/then/else 로직이나 함수 호출을 포함하는 더 복잡한
로직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일부 출력은 비지니스 규칙을 사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비지니
스 규칙 에디터(200) 등의 적절한 에디터를 제공할 수 있다.

[0065]

일례로, 데이터 관리 시스템(300)은 더 복잡한 작업과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에 직접 피드백을 수신하면
서, 사용자로 하여금 작업을 더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하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유효성 판단 작업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 미리 준비된 유효성 사양
(validation specification)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다수의 관련 작업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단일 사용자 인
터페이스에 의하여, 사용자는 변환식을 조작 또는 변경함으로써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를 출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매핑할 수 있게 되어, 원하는 매핑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변환식을 조작하는 것이 입력과
출력 사이의 매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하나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에러를 찾아서 고침으로써, 변환식이 의도된 대로 작용할 수 있다.

[0066]

테스트 데이터는 변환식 또는 변환식의 세트가 의도된 대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테스트 데이터는, 예를 들어 원형의 입력(prototypical input)과 출력 기대치(expected output)의 세트를
사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0067]

일례로, 사용자는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가 테스트
하기 위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취급하기 위해, 시스템은, 예를 들어 한번에 하나의 레코드
의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데이터 엔트리 형식(data entry form)을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입력 데
이터세트 내의 필드의 각각에 대한 값을 입력할 수 있으며, 이들 레코드는 테스트 데이터세트에 추가될 것이다.

[0068]

데이터 관리 시스템(300)은 변환식에 대한 구문 규칙(syntax rule)을 제공할 수 있다. 구문 규칙은 컴파일 및/
또는 실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 변환식의 구조를 나타낸다.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용자가 임의의 변
환식을 변경하면, 사용자의 변경은 구문 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300)은 변환식의
출력에 대한 유효성 규칙(validation rule)을 제공할 수 있다. 유효성 규칙은 출력 데이터세트의 원하는 포맷이
나 다른 특성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용인되는 출력의 타입을 나타낸다. 사용자가 임의의 변환식을 실제 데이터
또는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하면, 변환식의 출력은 유효성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 유효성 규칙과 구문 규칙은 상
기 설명한 바와 같이 규칙 세트로서 제공되거나, 변환식의 출력에 적용될 수 있는 실행가능한 로직의 형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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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될 수 있다.
[0069]

일례로, 사용자는 단일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하나 이상의 변환식을 액세스할 수 있다. 이 사용자 인터페이
스는 매핑(340)과 연관된 변환식 중의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단일의 인터페이스는 구문
규칙과 유효성 규칙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변환식이 변경되거나 실행됨에 따라 테스트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다.

[0070]

따라서, 인터페이스로부터, 사용자는 이들 입력이 평가되고 변환되는 것을 포함하여, 매핑이 출력의 수집에 대
한 입력의 수집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다.

[0071]

도 5는 중요한 기술적 경험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초보 사용자(402)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매핑 뷰 인터페이스
(mapping view interface)(500)의 예를 나타낸다. 매핑 뷰 인터페이스(500)는 하나 이상의 입력과 소정의 출력
사이의 매핑 관련성을 각각 특정하는 열(row)을 제공한다. 이 인터페이스(500)는 입력, 뷰 및 편집이 가능한 변
환식의 형태로 표시되는 변환식(502)을 위한 컬럼(column)을 포함한다. 변환식은 입력 데이터세트의 필드에 매
핑되는 입력 변수를 의미한다. 입력이 변환 없이 출력에 직접 매핑되는 경우에, 변환 컬럼(transform column)은
임의의 변환식을 포함하지 않고도 입력을 식별할 수 있다. 일례로, 변환식(502)은 일정한 값을 출력에 직접 매
핑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서의 출력은 임의의 입력 변수에 기초하여 변화하지 않는 값을 가질 것이다.

[0072]

변환식(502)은 변경(modification)을 사용하여 변경 및 재실행될 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로부터 자동으로 실행
될 수 있다. 초보 사용자(402)는 생성 또는 변경되는 변환식(502)의 출력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지식
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매핑 뷰 인터페이스(500)는 더 숙련된 사용자의 전문 지식을 사용하는 초보 사용자
(402)에게 추가의 정보를 제공하며, 초보 사용자(402)에 의해 가능한 에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추가의 안전 조
치를 제공한다.

[0073]

변환식은 하나 이상의 성분(component)을 포함하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130)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데이터 흐
름 그래프(130)는 변환식의 기능을 실행하는 실행 코드(executable code)를 갖는다. 매핑 뷰 인터페이스(500)는
이 실행 코드를 추출해서 직접 실행시킬 수 있다.

[0074]

초보 사용자(402)가 변환식(502)을 변경함에 따라, 매핑 뷰 인터페이스(500)는 변경이 허용가능한 것인지를 평
가하기 위해 구문 규칙(510)을 변경된 변환식에 적용할 수 있다. 구문 규칙(510)은 변환식에 대한 유효한 구조
를 특정한다. 적절하지 않게 구조화된 변환식은 적절하게 실행될 수 없을 것이다. 초보 사용자(402)가 무효 구
조(invalid structure)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환식을 변경하는 경우, 변환식 뷰 인터페이스(transform view
interface)는 구문 규칙을 사용하여 무효를 식별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구문 규칙(510)은
변환식 구조와 실행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물 사용자(404b)에 의해 정의될 수 있어서, 초보 사용자(402)는
숙련된 사용자로부터 변환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0075]

사용 중에, 숙련된 사용자(404a, 404b, 404c)가 적고 초보 사용자(402)가 많을 수 있는데, 이들 모두는 유사한
데이터세트에 작용하는 변환식을 조작하기 위해 매핑 뷰 인터페이스(500)의 인스턴스(intance)를 사용하고
있다. 숙련된 사용자(404a, 404b, 404c) 많은 가능한 동작 시나리오 중에서 초보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구문 규
칙 및 유효성 규칙을 정의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초보 사용자들은 숙련된 사용자의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
다.

[0076]

도 5를 다시 참조하면, 각각의 변환식(502)은 출력 이름(output name)(508)과 연관된다. 출력 이름(508)은 변환
된 출력의 "실세계"(real-world) 함수를 나타내도록 선택될 수 있으며, 데이터 관리 시스템 자체에 의해 사용되
는 다른 식별자 또는 변수 이름과는 다르다. 출력 이름(508)은 변환식(502)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출력 데이터세
트(320) 내의 필드에 대응한다. 예를 들어, 변환식(502)이 항공기 여행자의 데이터베이스용으로 정해진 데이터
를 처리하면, 출력 이름(508)은 항공사, 항공편, 승객 식별정보, 또는 다른 실세계 개념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내의 필드를 나타낼 수 있다.

[0077]

각각의 변환식(502)은 테스트 값(504)과 연관될 수 있다. 사용자는 변환식이 실행되는 테스트 데이터(512)를 선
택함으로써, 테스트 데이터가 변환식(502)을 위한 입력 데이터세트(310)로서 사용하기 위해 포맷될 수 있다. 테
스트 데이터(512)내의 소정의 레코드(예를 들어, 개시 레코드)에 대해 실행되는 변환의 결과는 테스트 값(504)
으로 나타낸다. 테스트 데이터(512)는 다양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정의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갖는 숙련된 사용
자(404a, 404b, 404c) 또는 초보 사용자(402)에 의해 생성될 수 있어서, 초보 사용자(402)는 변환식(502)을 간
단히 편집해서 볼 수 있다.

[0078]

각각의 변환식은 유효성(506)과 연관될 수 있다. 초보 사용자(402)가 테스트 데이터(512)를 사용하여 변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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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면, 매핑 뷰 인터페이스(500)는 테스트 값(504)의 결과가 유효한지를 판정하기 위해 유효성 규칙(514)을
적용할 수 있다. 변환식(502)의 출력은 포맷 또는 콘텐츠에 관련된 제한을 가질 수 있으며(예를 들어, 출력 데
이터세트(320)의 특성에 기초해서), 유효성 규칙(514)은 출력에 대한 포맷 또는 콘텐츠가 유효한 것을
특정한다. 예를 들어, 변환식은
[0079]

소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수의 형태로 출력을 제공할 수 있거나, 또는 변환식은 사전에 따라 정확하게 쓰여
진, 소정의 길이가 되어야 하는 또는 다른 특성을 갖는 워드의 형태로 출력을 제공할 수 있다. 유효성 규칙
(514)은 출력이 미리 정해진 가능한 값의 세트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다. 유효성 규칙
(514)은 출력이 블랭크 값 또는 널 값에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블랭크 값 또
는 널 값은 변환식에 의해 블랭크 값 또는 널 값을 생성하는 출력에 입력을 연결될 수 있거나, 출력이 임의의
입력에 매핑되지 않게 될 수 있다. 유효성 규칙(514)은 여러 출력 사이에서의 제한이 만족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매핑된 출력을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개의 출력은 유효 값을 개별적으로 가질 수 있지
만, 이들의 합은 소정의 제한을 만족시키지 않을 수 있거나, 하나의 출력 값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 다
른 출력의 값에 의존할 수 있다(예를 들어, "육아 휴직" 필드의 유효 값은 "성별" 필드가 남성 또는 여성 값을
갖는지 여부에 의존할 수 있다). 일례로, 유효성 규칙(514)은 정보의 2차적 또는 외부 소스와 관련해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환식(502)은 제1 포맷에서 제2 포맷으로 데이터를 전환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유효
성 규칙은 제1 포맷으로 나타낸 데이터에 대한 유효 값을 나타내고 제2 포맷으로 나타낸 데이터의 대한 유효 값
을 나타내는 테이블 등의 데이터 구조를 참조할 수 있다.

[0080]

테스트 값(504)이 유효성 규칙(514)에 의해 특정된 포맷 또는 콘텐츠 제한을 벗어나면, 유효성(506)은 테스트
값(504)에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변환식(502)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숙련된 사용
자(404a, 404b, 404c)는 소정의 데이터세트를 분석하는 방법을 숙련된 사용자에 의존하는 유효성 규칙(514)을
정의하고, 해당 데이터세트에 대한 유효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을 판정할 수 있다. 숙련된 사용자는 이들 유효성
제한을 변환식의 출력에 적용되고 실행 코드로서 기억될 수 있는 유효성 규칙(514)에 코드화하기 위해 기술적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관리 지식에 의존할 수 있다. 따라서, 매핑 뷰 인터페이스(500)를 운용하는 초보 사용자
(402)는 테스트 데이터(512)로부터 생긴 테스트 값(504)을 신중하게 검사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더 주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유효성(506)을 조사할 수 있다.

[0081]

도 6은 사용자가 매핑 뷰 인터페이스(500)를 사용하여 매핑 및 이들과 관련된 변환식을 보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300)에 의해 사용되는 과정(600)의 예에 대한 플로차트를 나타낸다. 이 과정은 소정의 변환식
의 입력에 매핑되는 입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예를 들어, 필드)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 값을 제공하는 하나 이
상의 레코드를 포함하는 테스트 데이터를 취득한다(602). 이후, 본 과정은 소정의 변환식의 출력에 매핑되는 출
력 데이터세트의 요소에 대응하는 데이터 대상(예를 들어, 필드)을 식별한다(604). 다음으로, 본 과정은 변환식
의 최신 버전을 포함하는 매핑의 최신 버전을 취득한다(606). "레코드 테스트 모드"에서, 본 과정은 유효성 규
칙을 입력 데이터세트의 단일의 테스트 레코드에 적용한다. "데이터세트 테스트 모드"에서, 본 과정은 입력 데
이터세트의 다중 테스트 레코드에 유효성 규칙을 적용한다(일부의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세트 내의 모든
레코드).

[0082]

본 과정은 사용자가 새로운 입력을 입력한 경우, 하나 이상의 변환식에 대한 변경을 나타내는지를 판정한다
(608). 사용자가 새로운 입력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본 과정은 테스트 데이터에 변환식의 현재 버전을 적용한
다(610). 이후, 본 과정은 변환식으로부터의 출력으로서 수신된 테스트 값 결과에 유효성 규칙을 적용한다
(612). 본 과정은 변경된 변환식을 표시하고(614), 변경된 변환식으로부터 테스트 값 결과를 표시한다(616). 또
한, 본 과정은 유효성 규칙을 적용한 결과에 기초해서 유효성 정보를 표시(618)함으로써, 사용자는 테스트 값이
유효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유효성 정보가 출력이 유효성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특정의 변환식과 관련되
어 있으면, 유효성 정보는 해당 변환식(예를 들어, 유효성 컬럼의 대응하는 열 내의 아이콘 및/또는 설명용 텍
스트)과 시각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 일례로, 유효성 정보는 다중 변환식의 무효 출력 또는 다수 변환식 간의
무효 관련성과 연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성 정보는 임의의 특정의 변환식과 반드시 연관되지 않아도
된다. 본 과정은 변환식에 의해 사용되는 대상의 출력 이름을 표시한다(620). 이어서, 본 과정은 사용자가 변환
식을 변경하는 임의의 새로운 입력을 입력했는지 여부를 판정(608)하도록 복귀한다.

[0083]

사용자가 하나 이상의 변경된 변환식에 새로운 입력 결과를 입력하면, 본 과정은 새로운 입력에 기초하여 변환
식을 다시 컴파일하는 변환식 컴파일러(transform compiler)로부터 변경된 변환식을 수신하고(622), 변경된 변
환식의 구문을 체크한다(624). 구문이 구문 규칙에 따라 무효이면, 본 과정은 사용자에게 경고(625)함으로써,
사용자가 새로운 입력의 형태로 구문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구문이 무효이면, 본 과정은 변경된 변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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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626)하고 변환식을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610)함으로써 상기 설명한 단계를 계속한다. 레코드 테스트 모드
에서, 테스트 레코드에 변경된 변환식을 재컴파일 및 적용하는 것은 거의 실시간으로(예를 들어, 1초 이하) 일
어날 수 있어서, 사용자는 변환식이 편집됨에 따라 구문 및 유효성 규칙에 기초하여 라이브 피드백을 경험할 수
있다. 데이터세트 테스트 모드에서, 테스트 레코드에 변경된 변환식을 재컴파일 및 적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요
청에 따라 개시될 수 있다.
[0084]

도 7a-7h는 매핑 뷰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사용자 상호작용의 예를 나타낸다. 인터페이스는 변환식(702)(변환식
의 문자 표현), 테스트 값(704), 유효성(712) 및 출력을 포함한다.

[0085]

도 7a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변환식(702)을 변경한다. 변경이 기형 변환식(malformed transformational
expression)을 생성하면, 인터페이스는 기형 변환식에 제공된 구문 규칙에 따른 느낌표(71)가 있다는 것을 나타
낸다.

[0086]

도 7b를 참고하면, 보정된 구문을 갖는 변경된 변환식(702)을 제공하는 사용자에 따라 테스트 값(704)이 제공된
다.

[0087]

도 7c를 참고하면, 사용자는 식에 의해 변환된 입력 데이터에 기초하여 출력(708)에 대한 값을 계산하는 변환식
(702)을 입력한다.

[0088]

도 7d를 참고하면, 사용자는 몇 개의 변환식 중의 하나(702b)에 기초하여 입력(708)에 대한 값을 계산하는 변환
식(702a)을 입력한다.

[0089]

도 7e를 참고하면, 사용자는 출력(708)을 위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 다른 변환식(702b)에 의존하는 변환식(702
a)을 입력한다.

[0090]

도 7f를 참고하면, 사용자는 다른 변환식(702a)이 의존하는 변환식(702b)을 변경한다. 제1 변환식의 출력(708)
이 이에 따라 갱신된다.

[0091]

도 7g를 참고하면, 유효성 통지(validation notice)(712)는 변환식이 구문적으로 정확한 경우라도, 변환식(70
2)의 출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0092]

도 7h를 참고하면, 사용자는 테스트 데이터(708)를 본다. 유효성 통지(712)는 변환식(702)의 테스트 데이터에의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0093]

도 8은 세금 용지에 대한 값을 계산하기 위한 변환식을 관리하는 데에 사용되는 매핑 뷰 인터페이스(500)의 구
현을 나타내는 매핑 뷰 인터페이스(800)의 예를 나타낸다. 매핑 뷰 인터페이스(800)는 많은 열(802a, 802b,
802c)을 가지며, 이들 열은 출력 필드(804)(예를 들어, 본 예에서는 세금 용지의 라인)의 이름, 출력 필드(80
4)에 대응하는 출력 값을 계산하도록 수행되는 변환식(806),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될 때에 변환식(806)의 계산
된 값(808)의 형태로 된 테스트 값(예를 들어, 도 5에 나타낸 테스트 데이터(512))을 각각 포함한다. 계산된 값
(808) 중의 하나가 유효성 규칙(예를 들어, 도 5에 나타낸 유효성 규칙(514)을 트리거하면, 매핑 뷰 인터페이스
(800)는 유효성 규칙이 트리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계산된 값에 가까운 유효성 지시자(validation
indicator)(810)를 표시하고, 사용자는 유효한지 여부 및/또는 관련된 변환식(806)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
부를 판정하기 위해 계산된 값을 검사할 수 있다. 일례로, 유효성 지시자(810)는 계산된 값(808)과 예측 값 사
이의 차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변환식(806)은 출력 값을 생성하기 전에 적용되어 있을 수 있다. 변환식(806)
이 동일한 입력 데이터에 적용되면, 계산된 값(808)은 미리 생성된 출력 값과 동일한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일례로, 계산된 값(808) 중의 하나가 구문 규칙 중의 하나(예를 들어, 도 5에 나타낸 구문 규칙(510))를 트리거
하면, 매핑 뷰 인터페이스(800)는 구문 에러 지시자(도시 안 됨)를 표시한다.

[0094]

매핑 뷰 인터페이스(500)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흐름 그래프에 의해 수행되는 일련의 동작 중의 여러 시점에서
변환식, 출력 필드, 및 계산된 값을 보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매핑 뷰 인터페이스(500)는 하나 이상의 변환식
에 따라 변환된 데이터의 여러 필드 내의 값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계통도를 생성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터 기준 데이터가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검사하길 원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어느 소스로부터 데이터세트 또는 데이터 오브젝트가 불러왔는지 또는
데이터세트 또는 데이터 오브젝트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알기를 원할 수 있다. 데이터세트를 데이터세트가
유도되는 소스로 다시 추적하는 것을 데이터 계통 추적(data lineage tracing)(또는 "업스트림 데이터 계통 추
적")이라고 한다. 때때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이 소정의 데이터세트를 판독한 소정
의 데이터세트가 사용된 방법("다운스트림 데이터 계통 추적" 또는 "영향 분석"이라고 함)을 조사하길 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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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데이터세트가 다른 데이터세트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데이터세트가 변경되는지, 어떤 테이블이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알기를 원할 수 있다.
[0095]

도 9는 적용되는 변환식을 나타내는(예를 들어, 데이터 흐름 그래프 내의 여러 성분에 의해) 노드(904a, 904b,
906c)와, 업스트림 입력 테스트 데이터세트(908)로부터 다운스트림 출력 데이터세트(912)까지의 업스트림 및 다
운스트림 의존성 관계를 나타내는,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906)를 포함하는 계통도(900)를 나타낸다. 입력 데이
터세트(908)로부터의 테스트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 사용되는 변환식의 적용을 나타내는 노드
(904a, 904b)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노드(904c)로 전파되고, 이 노드에는 테스트 데이터가 계통도
(900)의 일련의 노드에서 노드에 의해 계속해서 변환됨에 따라, 변환식을 유사하게 적용한다. 사용자는 노드 중
에서 임의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링크(906)로 나타낸 의존성 관계에 따라 노드에 의해 표현되는 변환식에
의해 처리된 데이터에 변환식을 적용하는 것에 기초하여 출력 필드의 계산된 값뿐만 아니라,

해당 노드와 연관

된 변환식과 출력 필드를 볼 수 있다.
[0096]

계통도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흐름 그래프가 입력 테스트 데이터세트(908) 내의
데이터를 처리함에 따라 저장될 수 있다. 계통도 내의 각각의 노드는 변환식의 적용의 결과인 계산된 값과 관련
될 수 있다. 일부의 경우에, 노드(904d, 904e, 904f)의 하나 이상은 해당 노드와 연관된 유효성 규칙 중의 하나
이상을 트리거하는 계산 값과 연관된다. 이들 경우에, 계통도(900)는 유효성 규칙이 트리거된 노드(904d, 904e,
904f)에 대한 유효성 지시자(910a, 910b, 910c)를 표시한다. 사용자는 매핑 뷰 인터페이스(500)를 사용하여 출
력 필드, 변환식, 및 이들 노드 중의 임의의 계산 값을 보고,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 변환식이 무효 데이터
를 생성하는지를 판정할 수 있다. 일부의 경우에, 계통도(900)는 노드 중의 하나가 구문 규칙(예를 들어, 도 5
의 구문 규칙 중의 하나(510))를 트리거한 경우에 대한 지시자를 표시한다.

[0097]

사용자는 시퀀스 내의 몇 개의 노드가 유효성 규칙을 트리거했는지를 판정하고, 무효 데이터 등의 유효성 문제
의 개시 소스를 판정하기 위해 계통도(900)의 뷰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예에서, 모두 3개의 노드(904d, 904e,
904f)는 지시자(910a, 910b, 910c)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유효성 규칙을 트리거한다. 노드(904d, 904e,
904f)와, 노드(904d)부터 노드(904e)까지 그리고 노드(904e)부터 노드(904f)에의 대응하는 계통 관계가 잠재하
는 유효성 문제에 대해 검사될 수 있다. 노드(904d) 내의 변환식이 노드(904e) 및 노드(904f)로 전파하게 되는
무효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들 노드 내의 유사한 유효성 규칙을 트리거한다. 이러한 가능성 하에서, 사
용자는 먼저, 제1 노드(904)의 계산 값과 변환식을 보고 이것이 모두 3개의 노드에 대한 문제의 원인인지를 판
정할 수 있다.

[0098]

도 10은 많은 출력 필드와 계산 값을 한번에 보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테스트 결과 인터페이스(test results
interface)(1000)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테스트 결과 인터페이스(1000)는 데이터세트 테스트 모드 내의 테스
트 데이터에 변환식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테스트 결과 인터페이스(1000)는 관련된
변환식의 테스트 데이터의 다수의 레코드(1004a, 1004b, 1004c)에의 적용을 나타내는(열로서) 다수의 출력 필드
(1002a, 1002b, 1002c)(컬럼 헤딩 내에)를 표시한다. 사용자는 임의의 테스트 데이터가 임의의 유효성 규칙을
트리거하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테스트 데이터의 많은 레코드에 대해 많은 변환식을 적용한 효과를 알기 위해
테스트 결과 인터페이스(1000)를 볼 수 있다. 테스트 결과 인터페이스(1000)는 데이터의 어느 부분(특정 레코드
내의 계산 값)이 유효성 규칙을 트리거했는지를 나타내며 무효로 될 수 있는 유효성 지시자(1006a)를 표시할 수
있다. 테스트 결과 인터페이스(1000)는 또한 각 컬럼(또는 열) 헤딩 내에 유효성 지시자(1006b)를 표시해서, 각
컬럼(또는 열) 내의 데이터의 하나 이상의 부분이 유효성 규칙을 트리거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는 테스트 결과 인터페이스(1000)에 의해 제시된 데이터의 뷰가 매우 큰
경우에, 사용자가 데이터의 각각의 부분에 대한 유효성 지시자(1006a)를 찾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례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유효성 규칙을 트리거했는지 및 얼마나 많은 여러 규칙이 트리거되었는지 등과 같이, 제
시된 데이터에 관한 통계치(1008)를 제시(예를 들어, 히스토그램의 형태로)한다. 일례로, 통계치(1008)는 테스
트 데이터에 대한 변환식의 여러 적용에 따라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 등과 같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계산되며,
다른 예에서, 통계치는 데이터가 뷰 됨에 따라 변환식을 적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숙련된
사용자(예를 들어, 도 5의 숙련된 사용자(404b))는 매일 테스트 결과 인터페이스(1000)를 사용해서, 임의의 유
효성 규칙이 그날에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변경에 의해 트리거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0099]

도 11은 사용자가 유효성 규칙 세트(1104a, 1104b, 1104c)의 트리거 조건(1102a, 1102b, 1102c)을 보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성 규칙 인터페이스(1100)를 나타낸다. 일례로, 유효성 규칙은, 필수 정보의 누락 또는 출
력 필드에 의해 표현된 정보간의 불일치 등과 같은, 유효성 규칙이 나타내는 에러 타입을 나타내는 관련 에러
코드(associated error code)(1106)를 갖는다. 일례로, 유효성 규칙 인터페이스(1100)에 의해, 사용자는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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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효성 규칙에 의해 사용된 소정의 입력에 관한 정보(1110)를 액세스할 수 있어서, 사용자는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다른 인터페이스를 액세스하지 않아도 된다.
[0100]

유효성 규칙은 사용자가 유효성 규칙 트리거링의 경우에 관한 추가의 정보를 찾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관련 고객 에러 메시지(1108)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유효성 지시자(예를 들어, 도 9의 유효성
지시자(910a))를 클릭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해당 유효성 규칙에 관한 적절한 고객 에러 메시지(1108)를 표
시하거나, 데이터세트에 의해 트리거된 유효성 규칙과 관련된 모든 고객 에러 메시지의 리스트를 표시할 수 있
다. 일례로, 숙련된 사용자(예를 들어, 도 5의 숙련된 사용자(404c))는 에러 메시지를 정의해서, 유효성 규칙을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운용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0101]

상기 설명한 매핑 방법은 컴퓨터에서 실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
웨어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기억 시스템(휘발성 및 비휘발성 메모리 및/또는 기억 요소
를 포함),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 또는 포트, 및 하나 이상의 출력 장치 또는 포트를 각각 포함하는 하나 이상
의 프로그램된 또는 프로그램가능한 컴퓨터 시스템(분산형, 클라이언트/서버형, 또는 그리드형의 여러 구조가
될 수 있음)에서 실행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램 내의 프로시저를 형성한다. 소프트웨어는 연산 그래프
의 설계 및 구성에 관련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큰 프로그램의 하나 이상의 모듈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
프의 노드 및 요소는 컴퓨터로 판독가능한 매체에 기억된 데이터 구조 또는 데이터 레포지토리에 기억된 데이터
모델에 일치하는 다른 구조화된 데이터로서 구현될 수 있다.

[0102]

소프트웨어는 범용 또는 전용의 프로그래머블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CD-ROM 과 같은 저장 매체로 제공되거
나, 그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컴퓨터에 네트워크의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전파 신호에서 부호화되어)될 수도
있다. 모든 기능은 전용 컴퓨터상에서, 또는 코프로세서와 같은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에 의해 사양화된 연산의 여러 다른 부분이 여러 다른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분산 방법으로 소프트
웨어를 구현할 수도 있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저장매체 또는 저장장치가 판독되어 위에 설명한 과정이 수행
될 때 그 컴퓨터를 구성하여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각각은 범용 또는 전용 프로그래머
블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저장매체 또는 저장장치(예를 들면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 또는 솔리드 스테이
트 매체, 또는 마그네틱 매체 또는 광학 매체)에 저장되거나 다운로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진보성
있는 시스템은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로서 구현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이와 같이 구성된 저장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여금 특정의 미리 규정된 방법으로 동작하여 본 명세
서에서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작용한다.

[0103]

이상과 같이, 여러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사상 및 그 범위를 일탈하지 않고도 다양한 변형이 가능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설명한 단계들 중 일부는 순서와 무관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서 상
기 설명한 것과는 다른 순서로 수행될 수도 있다.

[0104]

상기 설명한 내용은 예시를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 범위는 다음의 특
허청구범위에 의해 규정된다. 예를 들면, 상기 설명한 여러 기능 단계는 전체 프로세스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순서로 수행될 수 있으며, 그외의 다른 실시예도 이하의 청구범위 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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