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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 범위를 노출하기 위한 방법,시스템 및 장치

요약

워크북 범위를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노출하고 이용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장치가 제공된다. 시스템은 데이터 오브젝

트를 포함하는 범위를 포함한 워크북을 형성하기 위한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포함한다. 워크북은 특정 데이터 오브젝트가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노출되는 서버 컴퓨터에 공개될 수 있다. 서

버 컴퓨터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 내에 포함된 데이터 오브젝트를 발견하고 이에 연

결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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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워크북,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 소스, 데이터베이스 쿼리, 데이터 오브젝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에서 이용되며 이에 의해 제공되는 수개의 컴퓨터 시스템의 태양을 설명하는 컴퓨터 네트워

크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에서 이용되며 이에 의해 제공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의 태양을 설명하는 컴퓨터 시

스템 아키텍처;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 범위를 공개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태양을 설명하는 흐름

도;

도 4는 유저가 워크북의 범위의 데이터 오브젝트와 관련되는 메타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본 발명

의 태양을 설명하는 화면; 및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 범위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고 이에 응답하기 위한 프로

세스의 태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2 : 클라이언트 컴퓨터

4 :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6 : 워크북

8 : OLAP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10 : 네트워크

12A-12C : 서버 컴퓨터

14 : 워크북 리포지토리

16 : 데이터 소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워크북(workbook) 구축시,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유저들은 대개 다수의 다른 소스로부

터의 데이터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내의 워크북을 형성할 때, 유저는 또 다른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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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 오거나, 워크북에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

또는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큐브 (cube) 상에서 쿼리(query)를 실행하여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데

이터가 이들 소스 중 임의의 것으로부터 입력되면, 유저는 통상적으로 워크북 내의 원하는 구성으로 데이터를 배열한다.

이 프로세스의 종단부에서, 유저는 의미 있는 수치 분석이 실행될 수 있는 데이터의 표 범위(tabular range)를 포함하는 워

크북을 형성하였다.

다른 유저가 워크북의 컨텐츠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워크북이나 그 일부의 카피를 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시나리오

에서는 워크북이 전자 메일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다른 유저에게 보내진다. 워크북을 수신한 유저는 그 후 워크북에 대

해 분석을 실행하거나 워크북에 포함된 데이터를 또 다른 워크북에 추가할 수 있다. 또는, 워크북은 다수의 유저가 워크북

의 컨텐츠를 액세스할 수 있는 파일 쉐어(file share)에 기억될 수 있다. 워크북의 컨텐츠를 공유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범

위가 또한 카피되고 다른 문서에 붙여넣기될 수 있다.

워크북을 공유하기 위한 이들 종래의 방법은 다수의 유저가 워크북의 컨텐츠를 액세스할 수 있게 하지만, 이들 방법은 결

점이 없지 않다. 먼저, 다수의 컴퓨터 및 네트워크 도메인을 통해 여러번 카피될 수 있는 워크북의 다수의 카피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시스템 관리자가 워크북이 안전하며 자주 백업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파

일 쉐어의 경우, 다수의 유저가 워크북을 동시에 액세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원래의 워크북 작성자가 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는 모든 유저를 추적하고 이들의 카피를 업데이트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많은 경우,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워크북이 한 유저에 의해 오픈되는 경우 이를 로크하여, 다

른 사람이 파일을 액세스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워크북의 상이한 카피에 대해 동일한 기능이 실행될 수 있어, 이중의 노

력을 필요로 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들은 이들 및 기타 고려 사항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 따르면, 전술한 그리고 다른 문제점들은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 범위를 노출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장치에

의해 해결된다.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 내의 범위를 노출함으로써, 서버 데이터 소스에 연결되고 이를 쿼리할 수 있

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워크북의 컨텐츠에 대한 구조적 액세스를 용이하게 가질 수 있다. 더구나, 워크북이 공

개될 때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 범위가 노출되기 때문에,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유

저라면 엔터프라이즈 레벨 데이터 소스를 용이하게 형성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르면,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의 컨텐츠를 노출하고 서버 데이터 소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시스템은 워크북을 형성하기 위한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포함한다. 워크북은 데이터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범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데

이터 오브젝트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데에 이용되는 워크시트(worksheet) 내의 임의의 오브젝트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오브젝트는 임의 범위의 셀, 피봇 표, "DOEs"(data exploration objects), 목록, 데이터베이스, 및 쿼리 표(이에 한

정하는 것은 아님)를 포함할 수 있다.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또한 워크시트가 작성될 때 데이터 오브젝트 각각에 대해 메타데이터를 형성하도

록 동작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워크시트로 기억될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 내의 데이터 오

브젝트를 액세스하려는 요청을 수신하고 이에 응답할 때 서버 컴퓨터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데이터 오브젝트에 대한 메

타데이터 형성은 데이터가 형성될 때, 데이터가 공개될 때, 또는 메타데이터를 형성하려는 유저 요청에 응답하여, 스프레

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유저가 메타데이터를 편집하게 하기 위한 기능

(facility)이 또한 제공될 수 있다.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또한 서버 컴퓨터에 워크북을 공개하도록 동작한다. 워크북이 서버 컴퓨터에 공개

될 때, 유저는 워크북 내의 데이터 오브젝트중 일부, 또는 전부가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노출되거나, 또는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특정할 수 있다. 그 후, 워크북은 특정된 데이터 소스가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노출되는 서버 컴퓨터에 전송된다.

본 발명의 태양에 따르면, 시스템은 또한 서버 데이터 오브젝트로서 워크북 내의 데이터 오브젝트를 노출하기 위하여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동작하는 서버 컴퓨터를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바와 같이, 용어 "데이터 소스" 및 "서버

데이터 소스"는 구체적으로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칭한다. 이 정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SQL"

(Structured Query Language)을 이용하여 구축되고 쿼리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계층적 데이터베이스(hierarchical

databases), 다차원 데이터베이스(OLAP 큐브와 같은), 또는 관계형 및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의 측면들을 결합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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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UDM"(United Dimensional Model)과 같은)를 포함한다. 상기 정의는 또한 웹 서비스를 통해 쿼리될 수 있는 데

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역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데이터 소스 쿼리"는 SQL 쿼리와 같은 데이터 소스에

관한 쿼리를 의미한다.

워크북 데이터 오브젝트가 노출되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데이터 오브젝트를 발견하고 이에

연결할 수 있다. 쿼리가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데이터 오브젝트에 대해 발급될 때, 서버 컴퓨터는 워크북을 재계산하도록

동작한다. 워크북이 다른 데이터 소스의 참조를 포함하면, 워크북을 재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데이터는 재계산 이전에 데이

터 소스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워크북이 재계산되면, 서버 컴퓨터는 식별된 데이터 오브젝트의 표현(데이터베이스 표현과

같은)을 형성하도록 동작한다. 이는, 예를 들어 식별된 데이터 오브젝트에 대응하는 임시 데이터베이스 또는 큐브를 형성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표현이 형성되면, 서버 컴퓨터는 상기 표현에 대해 요청된 쿼리를 실행하도록 동작한다. 쿼리의 결과는 요청하는 클라

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리턴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유저는 워크북을 용이하게 작성하고, 그 데이터 오

브젝트가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노출될 수 있는 서버 컴퓨터에 워크북을 공개할 수 있다. OLAP 클라이언트와 같은 데이터

베이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다른 유저는 워크북에 포함된 데이터 소스를 발견하고 데이터 소스에 대해

네이티브 쿼리(native query)를 발급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컴퓨터 프로세스, 컴퓨팅 장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이나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와 같은 제품으로서 구

현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판독 가능하며 컴퓨터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명령의 컴

퓨터 프로그램을 인코딩하는 컴퓨터 기억 매체일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또한 컴퓨팅 시스템에 의해 판독 가능

하며 컴퓨터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명령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인코딩하는 캐리어 상의 전달 신호일 수 있다.

본 발명을 특징짓는 이들 및 다양한 다른 특징과 장점들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읽고 관련된 도면을 고찰함으로써 명백해

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유사한 도면 부호가 유사한 요소를 나타내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양한 태양을 설명한다. 특히, 도 1 및 대응하는

설명은 본 발명의 실시예가 실현되는 적합한 컴퓨팅 환경을 간단하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개인

용 컴퓨터 상의 운영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과 관련하여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의 일반적인 컨텍스트에서

기재되지만, 당업자라면 본 발명이 다른 유형의 컴퓨터 시스템 및 프로그램 모듈과 조합하여 실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

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루틴, 프로그램, 구성 요소, 데이터 구조, 및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거나 특정 추상 데이터 유

형을 구현하는 다른 유형의 구조를 포함한다. 더구나, 당업자라면 휴대용 장치, 멀티프로세서 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또는 프로그래머블 가전 제품, 미니컴퓨터, 메인 프레임 컴퓨터 등을 포함하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 구성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통신망을 통해 링크되는 원격 처리 장치에 의해 태스크가 실행되는 분산 컴

퓨팅 환경에서 실행될 수도 있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그램 모듈은 로컬 및 원격 메모리 기억 장치 모두에 위치될

수 있다.

도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수개의 실시예에 대한 예시적인 운영 환경이 설명될 것이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네트워

크(10)는 클라이언트 컴퓨터(2) 및 수개의 서버 컴퓨터(12A-12C)를 상호 연결한다. 네트워크(10)는 인터넷과 같은 광역

네트워크(wide area network) 또는 로컬영역 네트워크(local area network)를 포함하는 임의의 유형의 컴퓨팅 네트워크

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네트워크(10)는 클라이언트 컴퓨터(2), 서버 컴퓨터(12A-12C) 및 네트워크

(10)에 접속되거나 이를 통해 액세스 가능한 다른 잠재적인 컴퓨터 시스템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매체를 제공한

다.

클라이언트 컴퓨터(2)는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범용 데스크톱 또는 랩톱 컴퓨터를 포함한

다. 특히,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에 따르면, 컴퓨터(2)는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4)을 실행하도록 동작한

다. 당업자에게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4)은 예산안을 형성하고, 재정

예측 및 다른 재정 및 수치 관련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값은 셀

을 이용하여 조직될 수 있고 셀 간의 관계는 수식을 이용하여 정의될 수 있다. 하나의 셀에 대한 변경은 관련 셀의 변경을

야기한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보통은 텍스트, 수치 및 그래프 특성에 대한 다양한 포맷팅 옵션(formatting option)

및 출력에 대한 그래핑 능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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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은 워크북(6)을 형성하도록 이용될 수 있다. 워크북

(6)은 하나 이상의 워크시트(워크시트는 본 명세서에서 "스프레드시트"로서도 지칭될 수 있음)를 포함하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 의해 형성되는 파일이다. 워크시트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내의 행과 열로 조직화되고 화면 상에 나타나는

단일 페이지이며 하나의 표를 구성하는 데에 이용된다.

워크북(6) 내의 워크시트는 데이터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범위(ranges)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정의

된 바와 같이, 데이터 오브젝트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데에 이용되는 워크시트 내의 임의의 오브젝트를 포함한다. 예를 들

어, 데이터 오브젝트는, 셀, 피봇 표, DOE, 목록, 데이터베이스, 및 쿼리 표(이들에 한정하지는 않음)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이들 데이터 오브젝트 각각은 서버(12A)로부터 이용 가능한 서버 데이터 소

스로서 노출된다. 워크북 내에서 이용되는 데이터 오브젝트의 다른 유형이 또한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노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은 워싱톤 레드몬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의 EXCEL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명세서에 기재된 본 발

명의 여러 태양은 다른 제조사로부터의 다른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야 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 기술된 독창적인 태양이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컨텍스트로 제시되었지만, 다

른 유형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또한 본 발명의 여러 태양을 구현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클라이언트 컴퓨터(2)는 OLAP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8)을 실행하도록 동

작될 수 있다. OLAP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8)은 OLAP 데이터 소스로부터의 데이터에 연결되고, 이를 쿼리하고, 이용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OLAP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8)은 네트워크(10)를 통해 서

버 컴퓨터(12B)에 연결될 수 있다. 서버 컴퓨터(12B)에서 실행되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OLAP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8)은 데이터 소스(16)에 대해 쿼리를 발급할 수 있다. 그 후, 서버 컴퓨터(12B)는 OLAP 클라이언트 어플리

케이션(8)으로부터 쿼리를 수신하고 이에 응답하도록 동작된다.

이하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OLAP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8)은 또한 워크북(6)에 대해 쿼리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은 파일 서버 컴퓨터(12C)에 의해 유

지되며 서버 컴퓨터(12A)에 액세스 가능한 리포지토리(repository, 14)에 워크북(6)을 공개할 수 있다. 그 후, 서버 컴퓨

터(12A)에서 실행되는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은 데이터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범위에 대해 워크북(6)을 분

석하고 이 데이터 오브젝트를 서버 데이터 소스로 노출할 수 있다. OLAP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8)은 그 후 서버 컴퓨

터(12B)에 의해 제공된 것과 같은 전용 OLAP 데이터 소스에 연결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

(12A)에 의해 노출된 데이터 소스에 연결될 수 있다.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은 OLAP 클라이언트 어

플리케이션(8)과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 소스로부터의 데이터의 소비자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컴

퓨터(2)는 다른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데이터를 쿼리하고 소비하기 위한 부가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을 실행하도록 동작한다는 것 또한 인식하여야 한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상술한 컴퓨터(2)의 기능이 두 컴퓨팅 장치

사이에서 분할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컴퓨팅 장치는 워크북(6)을 공개하기 위해 스프레

드시트 어플리케이션(4)을 실행하도록 동작하는 반면 다른 컴퓨팅 장치는 데이터를 소비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

션을 실행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용어 "데이터 소스" 및 "서버 데이터 소스"는 구체적으로는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데이

터베이스를 지칭한다. 이 정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SQL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계층적 데이터베이스, 다차원 데이터베

이스(OLAP 큐브와 같은), 또는 관계형 및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의 측면들을 조합하는 데이터베이스(UDM과 같은)를 포함

한다. 상기 정의는 또한 웹 서비스를 통해 쿼리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역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

이 용어 "데이터 소스 쿼리"는 SQL 쿼리와 같은 데이터 소스에 대한 쿼리를 의미한다.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은 디스플레이 화면(헤드리스)을 이용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서버 기반 어플리케

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은 서버 컴퓨터 상에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

이션(4)의 많은 기능을 실행하도록 동작한다. 예를 들어,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은 워크북(6)을 로드하고 계

산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은 또한 네트워크(10)를 통하여 호환 가

능한 클라이언트에 워크북(6) 내의 범위를 노출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 및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에 의해 실행되는 여러 기능에 관한 부가의 설명은 도 2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이하에

제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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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컴퓨터(2)에 대한 예시적인 컴퓨터 아키텍처를 설명한다. 도

2에 나타낸 컴퓨터 아키텍처는 중앙 프로세싱 유닛(5)("CPU"), 랜덤 액세스 메모리(9)("RAM") 및 리드 온리 메모리(11)

("ROM")를 포함하는 시스템 메모리(7), 및 메모리를 CPU(5)에 연결하는 시스템 버스(12)를 포함하는, 종래의 데스크톱이

나 랩톱 컴퓨터를 설명한다. 스타트업(startup)동안과 같이, 컴퓨터 내의 요소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돕는 기본 루틴

을 포함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은 ROM(11)에 기억된다. 컴퓨터(2)는 이하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되는 오퍼레이팅 시스

템(18),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및 다른 프로그램 모듈을 저장하기 위한 매스 기억 장치(mass storage device, 24)를 더

포함한다.

매스 기억 장치(24)는 버스(12)에 연결된 매스 기억 컨트롤러(도시 생략)를 통해 CPU(5)에 연결된다. 매스 기억 장치(24)

및 그의 관련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컴퓨터(2)에 비휘발성 기억장치를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 포함된 컴퓨터 판독 가

능 매체의 설명이 하드 디스크 또는 CD-ROM 드라이브와 같은 매스 기억 장치를 지칭하지만, 당업자라면 컴퓨터 판독 가

능 매체는 컴퓨터(2)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유용한 매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한이 아닌, 예로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컴퓨터 기억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기억 매체는 컴퓨

터 판독 가능 명령,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이나 다른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기억을 위한 방법이나 기술로 실현되는 휘

발성 및 비휘발성, 착탈 가능 및 착탈 불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기억 매체는, 이들로 제한되지 않는 RAM, ROM,

EPROM, EEPROM, 플래시 메모리, 또는 다른 고상 메모리 기술, CD-ROM,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 또는 다른 광

기억장치, 자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기억장치나 다른 자기 기억 장치, 또는 원하는 정보를 기억하는 데에 이

용될 수 있으며 컴퓨터(2)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다른 매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에 따르면, 컴퓨터(2)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10)를 통해 원격 컴퓨터에의 논리적 접속을 이용하

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다. 컴퓨터(2)는 버스(12)에 연결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유닛(20)을 통해 네트워크

(10)에 연결될 수 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유닛(20)은 다른 유형의 네트워크 및 원격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되도록 이용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컴퓨터(2)는 또한 키보드, 마우스, 또는 전자 스타일러스(도 2에는 도시하지 않음)

를 포함하는 다수의 다른 장치로부터 입력을 수신하고 처리하기 위한 입/출력 컨트롤러(22)를 포함할 수 있다. 유사하게,

입/출력 컨트롤러(22)는 디스플레이 화면, 프린터, 또는 다른 유형의 출력 장치에 출력을 제공한다.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프로그램 모듈 및 데이터 파일은 워싱턴 레드몬드 소재의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

이션의 WINDOW XP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같이, 네트워크된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을 제어하는 데에 적합한 오퍼레이팅

시스템(18)을 포함하는, 컴퓨터(2)의 매스 기억 장치(24) 및 RAM(9)에 기억될 수 있다. 매스 기억 장치(24) 및 RAM(9)은

또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모듈을 기억할 수 있다. 특히, 매스 기억 장치(24) 및 RAM(9)은, 상술한 바와 같이, 스프레드시

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 및 OLAP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8)을 기억할 수 있다. 매스 기억 장치(24) 및 RAM(9)

은 또한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에 의해 형성된 워크북(6)을 기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4)은 워크북 내에 포함된 데이터 오브젝트의 각각에

대하여 메타데이터(26)를 형성하도록 동작한다. 메타데이터(26)는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에 의해 자

동으로 형성되거나 유저에 의해 수동으로 생성될 수 있다. 메타데이터(26)는 워크북(6) 내에 기억되고 워크북으로 저장될

수 있다. 메타데이터(26)는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 내의 데이터 오브젝트를 액세스하려는 요청을 수신하고 응답할

때 서버 컴퓨터(12A)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일 예로,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0)은 "ZIP CODE"로 명명된

워크북 내의 필드에 대해 메타데이터(26)를 형성한다. 메타데이터(26)는 필드의 이름을 나타내며 숫자로서 필드에 대한

데이터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26)는 또한 필드에 대한 디폴트 집계(default aggregation)이 "합"인 것을 나타

낼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데이터 소스가 형성될 때, 데이터 소스가 공개될 때, 또는 메타데이터를 형성하려는 유저의 요

청에 응답하여,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4)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4)은 워크북(6)에 포함된 데이터 오브젝트에 대

하여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4)에 의해 형성된 메타데이터(26)를 유저가 편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기의 예를 이용하여, 유저는 이를 ZIP 코드(zip code)의 합을 생성

하는 데에 부적당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저는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에 의해 제공된 기능을

이용하여 "ZIP CODE" 필드에 대한 디폴트 집계가 합이 아니라, 카운트(count)인 것을 나타내도록 메타데이터(26)를 편집

할 수 있다. 그 후, 수정된 메타데이터(26)는 워크북(6)에 지속되고 서버 컴퓨터(12A)에 공개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버 컴퓨터(12A)는 이 필드에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소스 요청에 잘 응답할 수 있다.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

플리케이션(4)에 의해 워크북 내의 데이터 오브젝트에 대해 형성된 메타데이터(26)를 편집하기 위한 예시적인 유저 인터

페이스를 도 4를 참조하여 이하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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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컴퓨터(12A-12C)는 도 2에서 도시되고 상술된 종래의 많은 컴퓨팅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부가하여, 서버 컴퓨터(12A)는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을 기억하고 실행하도록 동작될 수 있다. 파일

서버 컴퓨터(12C)는, 워크북(6)과 같은 리포지토리(14)에 기억된 파일의 요청을 수신 및 응답하기 위한 파일 서버 어플리

케이션(28)을 기억하고 실행하도록 동작될 수 있다. 서버 컴퓨터(12A-12C)는 도 2에는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다른 종래의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 범위를 공개하기 위해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

그램(4)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예시적인 루틴(300)을 기술한다. 본 명세서에 제시된 루틴에 대한 설명을

읽게 되면,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의 논리적 연산은 (1) 컴퓨팅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컴퓨터 실행 동작이나 프로그램 모듈

의 시퀀스 및/또는 (2) 컴퓨팅 시스템 내의 상호 연결된 머신 논리 회로 또는 회로 모듈로서 구현된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

다. 이 구현은 본 발명을 구현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성능 조건에 따라 선택적인 것이다. 따라서, 도 3 및 도 5에 도시되며,

본 명세서에 개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성하는 논리적 연산(logical operations)은 연산, 구조적 장치, 동작 또는 모듈로

서 다양하게 지칭된다. 당업자라면 본 명세서에 개시된 특허청구범위 내에서 언급된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에서 벗어남이

없이 이들 연산, 구조적 장치, 동작 및 모듈은 소프트웨어, 펌웨어, 특별한 목적의 디지털 로직 및 이들의 임의의 조합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루틴(300)은 연산(302)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유저는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을 이용하여 워크북

(6)을 작성한다. 특히,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유저는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에 의해 제공된 여

러 기능을 이용하여 셀의 범위, 피봇 표, DOE, 목록, 데이터베이스, 쿼리 표, 및 다른 데이터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데이터

오브젝트를 워크북 내에 형성한다. 유저는 또한 데이터 소스(16)의 워크북(6) 내에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쿼리를

형성할 수 있다.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4) 내에서 이용되어 워크북(6)을 생성할 수 있는 여러

기능 및 방법들은 실제로 제한적이지 않은 것으로 당업자에게는 잘 알려져 있다.

연산(302)으로부터, 루틴(300)은 연산(304)으로 이어져, 여기에서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이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6)을 액세스하려는 요청에 응답할 때 서버 어플리케이션(13)에 의해 이용할 메타데이터(26)를 형성한다.

특히,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4)은 워크북(6) 내에 포함되는 여러 데이터 소스를 분석하여 워크

북(6) 내의 여러 데이터 소스를 설명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계 데이터 소스에 관

하여,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은 워크북(6)에 포함되는 데이터 소스의 여러 데이터 유형 및 열(column)

의 이름을 식별할 수 있다. 다차원의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는,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은 여러 데이터

소스에 대한 측정치, 계층 구조, 및 디폴트 집계를 식별할 수 있다.

이들 속성의 값은 또한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에 의해 지능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트링

데이터 필드에 관련하여,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은 디폴트 집계를 카운트로서 지시할 수 있다. 수치 데

이터 필드에 관련해서는,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은 디폴트 집계를 합인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스프레

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에 의해 다른 유형의 지능적 판정이 행해져 워크북(6) 내의 메타데이터를 식별하고 이

메타데이터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다.

루틴(300)은 연산(304)으로부터 연산(306)으로 이어져, 여기에서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은 유저가 스

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에 의해 생성된 메타데이터를 편집하려는 요청을 행했는지를 판정한다. 위에서 간

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은 형성된 메타데이터를 편집하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

스를 제공한다. 이는, 예를 들어, 워크북(6) 내의 메타데이터를 식별하고 메타데이터에 여러 속성을 설정할 때 스프레드시

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에 의해 행해진 지능적 결정을 유저가 오버라이드(override)하도록 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

연산(306)에서,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이 메타데이터를 편집하기 위한 요청이 수신된 것으로 판정하

면, 루틴(300)은 연산(308)으로 분기된다. 연산(308)에서,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은 유저로부터 편집

된 메타데이터를 수신한다. 유저가 메타데이터를 편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시적인 유저 인터페이스가 도 4와 관련

하여 이하에 더욱 상세히 설명된다. 루틴(300)은 연산(308)으로부터 연산(310)으로 이어진다.

연산(306)에서,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이 메타데이터를 편집하려는 요청이 수신되지 않는 것으로 판

정하면, 루틴(300)은 연산(310)으로 이어진다. 연산(310)에서,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에 의해 형성되

고, 유저에 의해 잠재적으로 편집되는 메타데이터(26)는 워크북(6)으로 저장된다. 워크북(6)의 저장은 자동으로 발생하거

나 유저 요청에 응답하여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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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310)으로부터, 루틴(300)은 연산(312)으로 이어지고, 여기에서, 메타데이터(26)를 포함하는 워크북(6)이 스프레드

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에 공개된다. 워크북(6)의 공개(publication)는 유저 명령에 응답하여 발생하거나 자동으로 발

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워크북(6)의 공개는 서버 컴퓨터(12A)에 스프레드시트를 업로딩하거나 스프레드시트를 프로그

램으로 형성하고 이를 서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서버 컴퓨터(12A)에 보내는 것을 포함한다.

워크북(6)이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3)에 공개된 때, 워크북(6)은 리포지토리(14)에 기억된다. 스프

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에는 워크북(6)의 존재가 또한 통지되고 워크북에 포함된 여러 데이터 오브젝트는 그후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공개될 수 있다. 워크북(6) 내의 여러 데이터 오브젝트 중에서 어느 것이 데이터 소스로서 스프레드

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에 의해 노출되는지를 유저가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대안적으로,

워크북(6) 내의 모든 데이터 오브젝트가 데이터 오브젝트로서 노출될 수 있거나 워크북(6) 내의 어떤 데이터 오브젝트도

데이터 소스로서 노출되지 않는 것을 유저가 나타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워크북(6)이 리포지토리(14)에 전달되어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에 의해 분석되면, OLAP 클라이언트 어플

리케이션 프로그램(8) 또는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6)의 컨텐츠를 쿼리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6)의 컨텐츠를 노출하고

데이터 소스 쿼리 요청을 수신하고 이에 응답하기 위해서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에 의해 실행되는 여러 기

능에 관한 부가의 설명을 도 5를 참조하여 이하에 더 상세히 기술한다. 루틴(300)은 연산(312)에서 연산(314)으로 이어지

고, 여기에서 종료된다.

이제, 도 4를 참조하면, 워크북(6) 내에 포함되는 여러 데이터 소스에 대해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

램(4)에 의해 형성되는 메타데이터를 유저가 편집할 수 있게 하는 예시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설명한다. 도 4는 메타데이

터를 편집하기 위한 다수의 유저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윈도우(window, 30)를 나타낸다. 특

히, 워크북(6)에 포함된 데이터 소스에 대해 유용한 필드(34A-34N)의 각각을 목록화한 목록 박스(32)를 제공한다. 여러

필드(34A-34N) 간의 관계는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에 의해 식별된 여러 필드 간의 관계를 나타내도

록 목록 박스(32) 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시간(TIME), 년도(YEAR), 월(MONTH)

및 날짜(DATE) 필드가 여러 필드 간에 계층 구조를 나타내도록 서로 들여쓰기될 수 있다.

수개의 유저 인터페이스 버튼(36A-36F)은 또한 유저가 목록 박스(32)에서 나타낸 필드(34A-34N)의 순서와 계층 구조를

배열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저 인터페이스 버튼(36A-36D)은 유저가 여러 필드를 각각 상측(UP),

하측(DOWN), 우측(RIGHT), 또는 좌측(LEFT)으로 각각 배열할 수 있게 한다. 유저 인터페이스 버튼(36E)은 필드(34A-

34N) 중 하나를 카피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으며 유저 인터페이스 버튼(36F)은 새로운 데이터 필드를 형성하는 데에 이용

될 수 있다.

도 4에 또한 나타낸 바와 같이, 목록 박스(32)에서 식별된 필드 중 하나는 유저에 의해 선택될 수 있고 이 필드의 속성이 유

저 인터페이스 윈도우(30)에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ZIP 코드를 나타내는 필드(34N)가 선택

된다. 따라서, 필드 이름(FIELD NAME)이 텍스트(38)를 이용하여 표시된다.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

에 의해 ZIP 코드 필드에 할당된 데이터 유형(DATA TYPE) 및 집계(AGGREGATION)가 또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숫자

에서 스트링으로 데이터 유형의 속성을 변경하기 위한 드롭다운 메뉴(40A)가 제공될 수 있다. 유사하게, 유저가 집계 필드

의 값을 합에서 카운트로 변경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드롭다운 메뉴(40B)가 제공될 수 있다. 다른 유형의 편집 동작은 도 4

에 도시되며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 이외의 유저 인터페이스 윈도우(30)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

다. 유저가 편집을 완료했을 때, 수정을 지속하도록 버튼(42)을 선택하거나 변경을 취소하도록 버튼(44)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제, 도 5를 참조하여,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고 응답하기 위한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

(13)의 연산을 설명하는 설명적 루틴(500)을 기재한다. 루틴(500)은 연산(502)에서 시작하고, 여기에서 스프레드시트 서

버 어플리케이션(13)은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리포지토리(14) 내에 포함된 워크북의 여러 범위를 노출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참조로서 여기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데이터 소스를 발견하고 이에 연결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장치

"(Method, System, and Apparatus for Discovering and Connecting to Data Sources)의 명칭으로 동시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대리인 관리 번호 60001.0338US01)에 기술된 것과 같은 데이터 연결 관리자(data connection manager)를 통

해 데이터 소스가 노출된다. 대안적으로, 리포지토리(14) 내에 기억된 워크북 내에 포함된 데이터 소스는, UDM과 같은,

다른 유형의 분석 서버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노출될 수 있다.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이 여러 데이터 소스

를 노출하면, OLAP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8) 또는 스프레드시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4) 등의 클라이언트 어플

리케이션은 소스를 발견하고 여러 데이터 소스를 쿼리하는 요청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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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틴(500)은 연산(502)에서 연산(504)으로 이어지고, 여기에서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은 서버 데이터 소스

로서 워크북에 연결되는 요청을 수신한다. 예를 들어, 연산(506)에서,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은 워크북의 범

위 내에 포함되는 데이터 오브젝트에 대해 네이티브 쿼리를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LAP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에 대해 네이티브 OLAP 쿼리를 발급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ODB, ODBC, XML-A

및 SQL 쿼리와 같은 다른 유형의 쿼리가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에 발급될 수 있다.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기 위한 다른 유형의 표준이 또한 이용될 수도 있다.

연산(508)에서,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은 쿼리가 향하는 데이터 소스를 포함하는 워크북(6)을 로드한다. 워

크북(6)이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에 의해 로드되면, 루틴(500)은 연산(510)으로 이어지고, 여기에서 스프레

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3)은 워크북(6)이 다른 데이터 소스의 참조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예를 들

어, 위에서 간단히 기술한 바와 같이, 워크북은 데이터 소스(16)와 같은 데이터 소스의 참조를 포함할 수 있다.

워크북(6)이 다른 데이터 소스의 참조를 포함하면, 루틴(500)은 연산(512)으로 분기되고, 여기에서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

플리케이션(13)은 워크북(6)을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소스(16)를 쿼리한다. 이 데이터가 스프레드

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에 의해 수신되면, 워크북(6)은 수신된 데이터로 업데이트된다.

연산(510)에서, 워크북(6)이 다른 데이터 소스의 참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루틴(500)은 연산(514)으로 이어진

다. 연산(514)에서,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은 워크북(6)의 컨텐츠를 재계산한다. 워크북의 컨텐츠의 재계산

은 "big value-add"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big value-add"는 서버 데이터 소스에서 스프레드시트 계산을 가능

하게 한다. 루틴(500)은 연산(514)에서 연산(516)으로 이어지고, 여기에서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은 재계

산된 워크북의 데이터베이스 표현을 형성한다. 특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OLAP 큐브와 같은 임시 데이터베이스 표

현이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에 의해 형성된다. 데이터베이스 표현은 식별된 데이터 소스에 대해 요청된 쿼

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임시로 형성된다.

요청된 워크북의 데이터베이스 표현이 형성되면, 루틴(500)은 연산(518)으로 이어지고, 여기에서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

리케이션(13)은 재계산된 워크북의 데이터베이스 표현에 대해 요청된 쿼리를 실행한다. 쿼리의 실행에 응답하여, 클라이

언트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된 초기 쿼리를 만족하는 쿼리 결과가 형성된다. 루틴(500)은 연산(518)으로부터, 연산

(520)으로 이어지고, 여기에서 스프레드시트 서버 어플리케이션(13)은 식별된 쿼리 결과로 원래의 쿼리 요청에 응답하게

된다. 루틴(500)은 연산(520)에서 연산(522)으로 이어지고, 여기에서 종료된다.

전술한 바에 기초하여,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들은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 내의 범위를 노출하고 이용하기 위한 방

법, 시스템, 장치 및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전술한 상세 사항, 예 및 데이터는 본 발명

의 구성의 제조 및 이용을 완전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많은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로부터 벗어남

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은 이하에 첨부된 특허청구범위 내에 포함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 내의 범위를 노출함으로써, 서버 데이터 소스에 연결되고 이를 쿼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워크북의 컨텐츠에 대한 구조적 액세스를 용이하게 가질 수 있다. 또한, 워크북이 공

개될 때 워크북 범위가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노출되므로,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유저라

면 엔터프라이즈 레벨 데이터 소스를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의 컨텐츠를 노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워크북 내의 범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쿼리에 응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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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범위를 재계산하고,

상기 재계산된 범위의 데이터베이스 표현을 생성하고,

상기 재계산된 범위의 데이터베이스 표현에 대하여 상기 요청된 쿼리를 실행하여 쿼리 결과를 취득하고,

상기 쿼리 결과를 상기 데이터베이스 쿼리에 대한 응답으로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워크북이 데이터 소스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워크북이 데이터 소스에 대한 참조를 포함한다는 판정에 응하여, 상기 워크북을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소스로부터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 소스로부터 검색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범위를 재계산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 쿼리는 OLAP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되는 방법.

청구항 4.

컴퓨터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컴퓨터가 제1항의 방법을 실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이 기억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5.

제1항의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제어된 장치.

청구항 6.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의 컨텐츠를 노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범위가 기억되는 워크북을 작성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오브젝트에 대하여 메타데이터를 형성하는 단계-상기 메타데이터는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오브젝트에 대한 요청에 응하여 서버 컴퓨터에 의해 이용됨- ; 및

상기 서버 컴퓨터에 상기 워크북 및 상기 메타데이터를 공개하여, 상기 데이터 오브젝트가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상기 서

버 컴퓨터에서 노출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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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에 대한 상기 메타데이터를 편집하려는 유저로부터의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메타데이터를 편집하려는 요청에 응하여, 유저가 상기 메타데이터를 편집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컴퓨터에 의하여 실행될 때, 상기 컴퓨터가 제6항의 방법을 실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이 기억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9.

제6항의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제어된 장치.

청구항 10.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 내의 범위를 노출하고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범위가 기억되는 워크북을 작성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오브젝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형성하는 단계-상기 메타데이터는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상기 하

나 이상의 데이터 오브젝트에 대한 요청에 응하여 서버 컴퓨터에 의해 이용됨-;

상기 서버 컴퓨터에 상기 워크북 및 상기 메타데이터를 공개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오브젝트를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노출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오브젝트 중 하나에 포함된 데이터를 참조하는 상기 서버 컴퓨터에서의 데이터 소스 쿼리의 수신 단계;

상기 쿼리 수신에 응하여, 상기 워크북을 로딩하고, 상기 데이터 오브젝트의 값의 계산을 포함하여, 상기 워크북을 계산하

는 단계;

상기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오브젝트의 데이터베이스 표현을 형성하는 단계;

쿼리 결과를 형성하도록 상기 데이터 오브젝트의 상기 데이터베이스 표현에 대하여 상기 요청된 쿼리를 실행하는 단계; 및

상기 쿼리 결과로 상기 쿼리에 응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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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워크북을 계산하는 단계 전에,

상기 워크북이 데이터 소스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워크북이 데이터 소스에 대한 참조를 포함한다고 판정한 것에 응답하여, 상기 워크북을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상기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 소스로부터 검색된 데이터를 고려하여 상기 데이터 오브젝트의 값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워크북

을 계산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컴퓨터에 의하여 실행될 때, 상기 컴퓨터가 제10항의 방법을 실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이 기억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3.

제10항의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제어된 장치.

청구항 14.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워크북 내의 범위를 노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범위를 갖는 워크북을 작성하기 위하여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동작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상기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상기 워크북을 서버 컴

퓨터에 공개하도록 추가로 동작함- ; 및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상기 워크북에 포함된 상기 데이터 오브젝트를 노출하고, 상기 서버 데이터 소스에 대한 쿼리 요청

을 수신하고 이에 응답하기 위한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동작하는 서버 컴퓨터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 오브젝트에 대하여 상기 워크북 내에

메타데이터를 형성하고 기억하도록 추가로 동작하고, 상기 메타데이터는 서버 데이터 소스로서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오브젝트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서버 컴퓨터에 의해 이용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유저가 상기 메타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

공하도록 추가로 동작하는 시스템.

공개특허 10-2006-0046285

- 12 -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서버 데이터 소스에 대하여 쿼리를 발급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동작하는 제2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서버 프로그램은 상기 제2 클라이언트 컴퓨터로부터 상기 서버 데이터 소스로의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수신하고 이에 응답하도록 추가로 동작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클라이언트 컴퓨터로부터의 데이터베이스 쿼리에 응답하는 단계는,

상기 워크북을 재계산하는 단계;

상기 재계산된 워크북의 데이터베이스 표현을 형성하는 단계;

쿼리 결과를 취득하도록 상기 재계산된 워크북의 상기 데이터베이스 표현에 대하여 상기 요청된 쿼리를 실행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 쿼리에 대한 응답으로서 상기 쿼리 결과를 상기 제2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클라이언트 컴퓨터로부터의 데이터베이스 쿼리에 응답하는 단계는,

상기 워크북이 데이터 소스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워크북이 데이터 소스에 대한 참조를 포함한다고 판정한 것에 응하여, 상기 워크북을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소스로부터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 소스로부터 검색된 상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워크북을 재계산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은 OLAP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

는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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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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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공개특허 10-2006-0046285

- 17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2
색인어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
  발명의 구성 및 작용 4
  발명의 효과 9
청구의 범위 9
도면 13
 도면1 14
 도면2 15
 도면3 16
 도면4 16
 도면5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