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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페이로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리스트에 매핑하는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스키마의 사용 없이, 중첩된

표(nested table)의 구현을 지원하면서 페이로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리스트에 매핑하기 위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스

프레드시트 리스트를 수신한 후에, 본 발명은 상기 스프레드시트 내에서 정의된 각 필드 경로의 부모 경로를 만든다. 최장

의 부모 경로는 페이로드 데이터로부터 일련의 노드를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고유한 부모 경로가 최장

부모 경로의 자격을 가지면, 그런 부모 경로들은 분기 바닥 경로(branch bottom path)로 지명될 수 있다. 모든 다른 부모

경로는 적절한 분기 바닥 경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바인딩 처리 중에, 각 분기 바닥 경로는 결과 노드를 만들기 위해

평가될 수 있는데, 상기 스프레드시트 필드의 값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Mapping, Nested table, Schema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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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매핑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과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스프레드시트 리스트를 포함하는 스프레드시트 데이터의 의사 코드 표현.

도 4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페이로드 데이터의 의사코드.

도 5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페이로드 데이터의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매핑된 스프레드시트의 블록도(flow chart).

도 7A-7C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페이로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리스트에 매핑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

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3 : 통신 장치

106 : 매핑 유닛

109 : 스프레드시트 저장 유닛

112 : XML 리스트들

115 : 페이로드 데이터 저장 유닛

118 : 사용자 인터페이스

121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24 : 네트워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매핑 시스템과 방법에 관련되어 있고 더 구체적으로, 스키마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매핑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것이다.

확장성 생성 언어(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가 애플리케이션 간에, 특히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이동을 위해 점

점 보급됨에 따라,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은 XML을 사용한 웹 관련 능력(예를 들어, 웹으로의 문서 출판)을 채택해 왔

다. 그런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미국 워싱턴(Washington)주 레드모드(Redmond) 시의 Micorsoft Corporation 사의

MICROSOFT EXCEL이 있다. 전형적으로, XML 페이로드 데이터와 XML의 마크업 간의 관계는 XML 맵으로 정의되고,

맵은 스프레드시트 워크북(workbook) 정의의 일부분이다. 워크북(workbook) 내의 XML 리스트의 위치, 매핑된 열들

(columns)의 개수와 각 열에 연관된 요소(element)나 속성(attribute)의 종류를 정한다. XML 스프레드시트(XMLSS) 파

일은 워크북이 갖고 있는 모든 XML 리스트를 포함해, 스프레드시트 워크북을 기술한다. 미리 정해진 스키마의 요소들은

페이로드 데이터의 노드 인스턴스(node instance)를 나타내는 각 행으로, 그리드에 매핑되어 매핑된 XML 리스트를 생성

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스키마는 XML 페이로드 데이터의 모양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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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시트 애플리케이션이 인터넷을 통해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위해, 스프레드시트 애플리케이션은 주어진

워크북이 로딩되어 있고 단일 시스템인 것처럼 네트워크를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 의무의 중요 부분은

페이로드를 XML 리스트로 매핑하는 것이다. 그런 매핑은 미리 정해진 스키마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XML 페이로드 데이터를 XML 리스트에 매핑하기 위해 미리 정한 스키마에의 의존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

어, 상기 스키마가 사용할 수 없거나 훼손되었다면, 상기 데이터는 바르게 매핑될 수 없다. 또, 스키마를 페이로드 데이터

와 XML 리스트에 적용하는 것은 CPU에 의한 집중적인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 프로세서에의 부담은 서버나 핸드헬

드 장치와 같은 컴퓨팅 시스템은 비실용적이고 불리하다.

페이로드 데이터를 스키마를 사용하지 않고 스프레드 시트에 매핑하는 것은 중첩된 표(nested table) 매핑의 복잡함 때문

에 어려울 수 있다. 중첩된 표는 복잡한 페이로드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데 자주 사용되어 표가 다중 표(예를 들어, 하위

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중첩된 표의 회귀적 특성은 상호연관된 페이로드 데이터의 디스플레이를 허락한다.

따라서, 페이로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 스키마의 사용 없이 매핑하는 시스템과 방법에 대한 필요가 있다.

페이로드 데이터를 스프레드 시트 리스트에 스키마의 사용 없이 매핑하고 그 결과가 스키마를 사용한 것과 실질적으로 유

사한 시스템과 방법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다.

나아가, 페이로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 스키마의 사용 없이, 중첩된 표의 구현을 지원하는 매핑하는 시스템과 방법에

대한 필요가 본 기술분야에서는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넓게 기술하면, 본 발명은 페이로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데이터의 스프레드시트 리스트(예를 들어, XML 리스트)로의

매핑을 위한 시스템과 방법을 포함한다. 더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스키마를 사용하지 않고 중첩된 표를 지원하면서 페이

로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리스트에 매핑하기 위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스프레드시트 리스트를 수신한 후, 본 발명은 상

기 스프레드시트 내에 정의된 각 필드 경로의 부모 경로(parent path)를 만든다. 최장의 부모 경로(예를 들어, 하부 경로

(bottom path))는 상기 페이로드 데이터로부터 일련의 바인드 노드들(bind nodes)을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

은 각 바인드 노드를 상기 스프레드시트 리스트의 행(row)으로 매핑한다. 각 바인드 노드로부터 하부 경로와 필드 경로를

탐색해, 본 발명은 상기 스프레드시트 리스트의 행들의 다른 필드의 값을 획득할 수 있다. 또, 둘 이상의 부모 경로가 최장

부모 경로의 자격을 가지고 그런 부모 경로가 같지 않고 상호 간의 부분집합(subset)도 아니면, 그런 부모 경로들은 분기

바닥 경로(branch bottom path)로 지명될 수 있다. 모든 다른 부모 경로는 적절한 분기 바닥 경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

다. 바인딩 처리 중에, 각 분기 바닥 경로는 결과 노드(result node)를 만들기 위해 평가될 수 있는데, 결과 노드들은 상기

스프레드시트 필드의 값을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점으로 페이로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 스키마의 사용 없이 매핑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스키마를 사용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제공한다. 또, 본 발명은 스프레드시트 리스트 내에 중첩된 표의 구현을 지원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페이로드 데이터에서 스프레드시트 리스트로 매핑하기 위한 스키마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고 데이터 매핑 실패

의 잠재성을 줄인다. 또, 그런 의존성(과도한 프로세서 데이터 매핑)의 제거는 더 중요한 일을 위한 가치 있는 컴퓨터 프로

세싱 자원을 자유롭게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과 장점들은 첨부한 도면과 함께 본 명세서를 읽고 이해하면 명확해 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면들을 참조하면, 같은 참조번호는 여러 그림을 통틀어 같은 컴포넌트나 단계를 나타내고, 도 1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매핑 시스템(100)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스프레드 시트 데이터 매핑 시스템(100)은

스프레드시트 저장 유닛(109), 페이로드 데이터 저장 유닛(105)와 매핑 유닛(106)을 포함하는 통신 장치(103)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 장치(103)는 도 2를 참조해 아래에 좀 더 자세히 기술될 잘 알려진 컴퓨팅 시

스템, 환경, 및/또는 구성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유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의해 지원될 수 있다.

스프레드시트 저장 유닛(109)은 매핑 유닛(106)에 통신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스프레드시트 저장 유닛(109)은 한정

적인 것은 아니지만, 확장성 생성 언어(XML) 리스트(112)와 같은 스프레드시트 리스트를 포함한 스프레드시트를 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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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 3을 참조해 더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스프레드시트 저장 유닛(109)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메모리

장치를 포함하는데, 이에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플래시 메모리, 자기 메모리 장치, 광학 메모리 장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착탈식 휘발성이나 비착탈식 메모리 장치, 광학 기록 매체, 자기 기억 매체나 RAM 메모리 카드를 포함하는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스프레드시트 저장 유닛(109)은 유선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접속가능한 원격

저장 설비를 포함한다. 또, 스프레드시트 저장 유닛(109)은 상술한 주메모리 장치와 부메모리 장치의 다단계 시스템을 포

함하는 메모리 시스템을 포함한다. 상기 주메모리 장치와 부메모리 장치는 상호 간에 캐시로 동작할 수 있거나, 부메모리

장치는 주메모리 장치의 백업용으로 공급될 수 있다. 또 다른 배열에선, 스프레드시트 저장 유닛(109)은 간단한 데이터베

이스 파일이나 찾기가 가능한 SQL과 같은 쿼리 언어를 사용한 관계적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메모리 장치를 포함한다.

페이로드 데이터 저장 유닛(115)은 통신할 수 있도록 매핑 유닛(106)에 연결되었다. 페이로드 데이터 저장 유닛(115)은

페이로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페이로드 데이터는 상기 스프레드시트 데이터의 해당 XML 리스트(112)에 매핑될 수 있

다. 페이로드 데이터는 아래의 도 4를 참조해서 좀 더 자세히 기술된다. 페이로드 데이터 저장 유닛(115)은 스프레드시트

저장 유닛(109)에 관해 상술한 메모리와 유사한 메모리 장치로 구성된다.

매핑 유닛(106)은 통신할 수 있도록 스프레드시트 저장 유닛(109)과 페이로드 데이터 저장 유닛(115)에 연결된다. 매핑

유닛(106)은 태스크를 수행하고 여기에 기술된 능력 및 기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변형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

어 있다. 매핑 유닛(106)은 페이로드 데이터 저장 유닛(115)에 저장된 페이로드 데이터를 스프레드 저장 유닛(109)에 저

장된 XML 리스트(112)에 매핑하기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

동작 중, 매핑 유닛(106)은 스프레드시트 저장 유닛(109)에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를 수신하고 페이로드 저장 유닛(115)

에서는 페이로드 데이터를 수신한다.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는 필드(여기에선 “열”로 언급됨)들의 집합으로 일반적으로 정

의되는 XML 리스트(112)를 포함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필드는 평가되거나 매핑될 수도 있다. 평가된 필드는 공식이나

상수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반면에, 매핑된 필드는 페이로드 데이터에 대한“경로”나“포인터(pointer)”로 정의될 수 있다.

매핑 유닛(106)은 페이로드 데이터에서 노드의 리스트(예를 들어, 가끔 “바인드 노드들”로 언급됨)를 얻기 위해 필드 경로

를 사용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 각 노드는 그 후 매핑 유닛(106)에 의해 XML 리스트(112) 안의 행으로 매핑될 수 있다. 매

핑 유닛(106)은 노드로부터 원하는 필드까지의 패스를 따르는 것에 의해 XML 리스트(112) 내의 모든 필드에 대한 페이로

드 데이터로부터 값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통신 장치(103)는 데이터를 표시하고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기 위해 변형된 사용자 인터페이

스(118)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118)은 통신할 수 있도록 매핑 유닛(106)에 연결된다. 매핑 유닛(106)은

매핑된 XML 리스트(112)를 사용자 인터페이스(118)에 제공할 수 있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매핑된 XML 리스트(112)

를 사용자에 디스플레이(도시 안 됨)할 수 있다. 당업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118)는 다양한 실시예와 형태로 설계될 수

있고 간단한 것에서 좀 더 복잡한 구성까지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118)는 키패

드,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또는 다른 편리한 장치를 포함할 수 있고, 프로그램 모듈이나 미리 정해진 태스크를 수행하는

머신 명령어들을 역시 포함할 수 있는데, 명령어들은 프로세싱 유닛(220) 상에서 실행될 수 있다.

또 통신 장치(103)는 통신 장치(103)에서 네트워크(124)로의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21)를 포함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21)은 통신할 수 있도록 매핑 유닛(106)과 네트워크(124)에 연결된다. 매핑 유닛(106)

은 매핑된 XML 리스트(112)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21)에 제공할 수 있는데,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상기 매핑된

XML 리스트(112)를 네트워크(124) 내의 다른 통신장치에 제공할 수 있다.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21)는 전형적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나 통신 장치(103)의 확장 카드와 같은 하드웨어 장치일 수 있는데, 그것은 통신 장치(103)와 네

트워크(124)의 연결성을 용이하게 한다. 도 1에서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21)는 통신 장치(103)와

네트워크(124)의 액세스 포인트(도시되지 않음)간의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라디오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를 포함할 수

있다.

당업자는 네트워크(124)가 둘 이상의 통신 장치(103)의 집합(무제한으로 복수의 서버나 클라이언트 장치를 포함해)를 연

결하기 위해 적절한 설비와 인프라구조(infrea structure)를 전형적으로 포함한다. 그런 네트워크(124), 통신 장치(103)와

서버는 다중 위상들로 구성될 수 있는데, 한정적이지 않지만, 별, 버스나 링 구성을 포함한다. 네트워크(124), 통신 장치

(103)와 서버는 넓게 피어 투 피어 나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들을 포함한 특정 아키텍처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네트워크(124)는 통신 장치(103)이나 서버 및 그것의 종류의 지리학적 위치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빌딩 내와 같이 복수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서버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한 네트워크(124)는 근거리망(LAN), 컴퓨터

시스템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터넷과 같은 원거리통신망(WAN), 컴퓨터가 대학 내나 군사기지 내와 같이 한정된 지리학

적 영역 내에 위치하면 대학구내망(CAN), 시나 마을 내의 컴퓨터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면 대도시통신망(MAN), 사용자

집 내에서 컴퓨터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면 택내통신망(HAN)이라 한다.

공개특허 10-2006-0044561

- 4 -



당업자는 통실 할 수 있는 연결이 아날로그, 디지털, 유선과 무선 통신 채널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를 포함하는 신호 및

/또는 매체의 양방향 통신을 위한 임의의 적절한 종류의 연결을 포함하거나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통신

채널은 구리선, 광섬유, 라디오 주파수, 적외선 또는 다른 설비나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가 여러 XML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XML 리스트들과 XML 페이로드 데이터를 참조하지만, 당업자

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 구성들도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고, 본 발명은 XML 내에서 구성된 데이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2는 예시적인 실시예를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컴퓨팅 환경(200)과 컴퓨터 시스템(210,280)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여기

의 컴퓨팅 환경(200)과 컴퓨터 시스템(210,280)은 본 발명의 실시를 위한 적절한 컴퓨팅 환경과 컴퓨터 시스템의 한 예일

뿐이고, 본 발명의 사용이나 기능성의 범위에 관한 어떤 제한을 제시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시스템(210,

280)은 예시적인 컴퓨팅 환경(200)에서 도시된 컴포넌트의 임의의 하나 또는 조합과 관계된 어떤 종속관계나 요구를 가지

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발명이 많은 다른 범용이나 특수 목적 컴퓨팅 시스템 환경이나 구성에서 동작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사용에 적절

하거나 어울릴 수 있는 적절한 잘 알려진 통신 장치(103), 컴퓨팅 시스템, 환경 및/또는 구성의 예들은 개인용 컴퓨터, 서버

컴퓨터, 핸드헬드 컴퓨터나 랩톱 컴퓨터 장치, 멀티프로세서 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셋톱 박스, 프로그램

가능 소비자 전자장치, 네트워크 개인용 컴퓨터, 미니 컴퓨터, 메인 프레임 컴퓨터, 임의의 상기의 시스템이나 장치를 포함

하는 분산 컴퓨팅 환경 등을 포함하는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은 프로그램 모듈과 같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시행될 수 있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콘텍스트로도 기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루틴,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객체, 컴포넌트, 데이터 및/또는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특정 추상적 데이터형을 구현하는 데이터 구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태스크가 통신 네트워크

로 연결된 원격 프로세싱 장치를 통해 수행되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실시될 수 있다. 분산 컴퓨팅 환경 내에서, 프로그램

모듈은 메모리 저장 장치를 포함해 제한 없이, 지역과 원격 컴퓨터 저장 매체 양쪽에 있을 수 있다.

도 2를 참조해, 본 발명의 예시적인 컴퓨팅 환경(200)은 컴퓨터 시스템(210) 형태인 범용 컴퓨팅 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

시스템(210)의 컴포넌트는 프로세싱 유닛(220), 시스템 메모리(230)와 양방향 데이터 및/또는 명령 통신을 위한 시스템

메모리(230)를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 컴포넌트를 상기 프로세싱 유닛(220)에 연결하는 시스템 버스(221)를 포함하는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버스(221)는 여러 버스 아키텍처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컨

트롤러, 주변 버스와 지역 버스를 포함하는 버스 구조의 여러 종류 중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예로서, 구조는 ISA(Industray

Standard Architecture) 버스, MCA(Micro Channel Architecture) 버스, EISA(Enhanced ISA) 버스, VESA(Video

Electronics Standard Association) 지역 버스와 메자닌(Mezzanine) 버스라 알려진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를 포함하는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시스템(210)은 다양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를 전형적으로 포함한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시스템

(210)에 의해 접속될 수 있는 임의의 가용 매체일 수 있고 휘발형과 비휘발형, 착탈식과 비착탈식 양쪽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와 통신 매체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판독 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이나 다른 데이터 같은 정보의 저장에 있어서 임의의 방법이나

기술에서 구현되는 휘발성과 비휘발성, 착탈식과 비착탈식 매체 모두를 포함한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RAM, ROM,

EEPROM, 플래시 메모리 또는 다른 메모리 기술, CD-ROM,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이나 다른 광 디스크 저장, 자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이나 다른 자기 저장 장치 또는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

(210)에 의해 접속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매체를 포함하는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 매체는 전형적으로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또는 반송파나 다른 전송 메커니즘과 같은 변조된 데

이터 신호 안의 루틴을 구현하고 임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한다. “변조된 데이터 신호”라는 용어는 신호형태로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해 그런 방법으로 설정되거나 변화된 하나 이상의 자신의 특징을 가진 신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통신매

체는 유선 네트워크나 직접 유선 연결과 같은 유선 매체와 음파, RF, 적외선 및 다른 무선 PAN, 무선 LAN, 무선 WAN과

같은 다른 무선 매체를 포함하는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의 임의 조합도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범위 내에 포

함된다.

시스템 메모리(230)는 판독 전용 메모리(read only memory; ROM)(231)와 임의 액세스 메모리(random access

memory; RAM)(232)와 같은 휘발성 및/또는 비휘발성 메모리 형태의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기본 입출력체계

(basic input/output system; BIOS)(233)는 시동(start-up) 중에, 컴퓨터(210) 내의 요소들 간의 정보 전달을 돕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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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틴을 포함하고 전형적으로 ROM(231)에 저장된다. RAM(232)은 전형적으로 데이터 및/또는 프로세싱 유닛(220)에 의

해, 즉시 접속할 수 있고/있거나 현재 운영되어 지고 있는 데이터 및/또는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한다. 예로서 도 2는 운영

체제(234), 응용 프로그램(235), 다른 프로그램 모듈(236)과 가끔 전체나 부분으로 RAM(232)에 상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237)를 예시하는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210)는 다른 착탈식/비착탈식,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로서, 도 2는 비착탈식/비

휘발성 자기매체에 대해 판독하거나 기록하기 위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241), 착탈식/비휘발성 자기 디스크(252)에 대

해 판독하거나 기록하기 위한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251)와 CD ROM이나 다른 광학 매체와 같은 착탈식/비휘발성 광학

디스크(256)에서 판독하거나 기록하기 위한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255)를 예시한다. 상기 예시적인 운영 환경(200)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착탈식/비착탈식,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는 자기 테이프, 플래시 메모리 카드, 디지털 다

기능 디스크,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 고체 RAM, 고체 ROM 등을 포함하는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드 디스크 드

라이브(241)는 전형적으로 인터페이스(240)와 같은 비착탈식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221)에 연결되고,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251)와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255)는 전형적으로 인터페이스(250)와 같은 착탈식 메모리 인터페이

스에 의해 시스템 버스(221)에 연결된다.

상술한 드라이브(241, 251, 255)와 연관된 컴퓨터 저장 장치는 컴퓨터 시스템(210)에 대한 루틴,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

데이터,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이나 프로그램의 저장을 제공한다. 도 2에서,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241)는

운영 체제(244), 응용 프로그램(245), 다른 프로그램 모듈(246)과 프로그램 데이터(247)를 저장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

다. 이런 컴포넌트들은 운영체제(234), 응용 프로그램(235), 다른 프로그램 모듈(236)과 프로그램 데이터(237)와 동일하

거나 다를 수 있다. 운영체제(244), 응용 프로그램(245), 다른 프로그램 모듈(246)과 프로그램 데이터(247)는 최소한 그것

들이 다른 것임을 도시하기 위해 다른 참조번호가 주어졌다. 사용자는 명령어와 정보를 컴퓨터(210)에 키보드(262)와 보

통 마우스, 조이스틱, 게임 패드라 언급되는 위치 지정 장치(261)와 같은 입력 장치들을 통해 입력한다. (예시되지는 않은)

다른 입력 장치는 마이크로 폰, 조이스틱, 게임 패드, 위성 안테나, 스캐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입력 장치 및 다른

입력 장치는 시스템 버스에 연결된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260)를 통해 프로세싱 유닛(220)에 자주 연결되나, 병렬 포트,

게임 포트나 범용 직렬 버스(USB)와 같은 다른 인터페이스와 버스 구조에 대해 연결될 수 있다. 모니터(291)나 다른 종류

의 디스플레이 장치도 비디오 인터페이스(290)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221)에 연결된다. 상기 모니터에

추가해, 컴퓨터는 다른 스피커(297)와 프린터(296)와 같은 다른 출력 장치도 포함할 수 있고, 이들은 출력 주변 인터페이

스(295)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210)은 원격 컴퓨터 시스템(280)과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로의 양방향 통신 링크를 사용해 네트워

크화된 환경 내에서 동작할 수 있다. 원격 컴퓨터(280)는 개인용 컴퓨터, 랩톱 컴퓨터, 서버 컴퓨터, 라우터, 네트워크 PC,

피어 장치나 다른 공통 네트워크 노드일 수 있고 원격 컴퓨터 시스템(280)의 메모리 저장 장치(281)만 도 2에 예시되어 있

어도, 전형적으로 상기 컴퓨터 시스템(210)과 관련된 상술한 많은 요소들의 다수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도 2에서 묘사된

양방향 통신 접속 링크는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LAN)(271)과 광역 통신망(wide are network; WAN)(273)

을 포함하나 다른 네트워크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런 네트워킹 환경은 사무실이나 기업 광역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터넷에

흔한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210)은 LAN(271)에 접속하는 경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나 어댑터(270)를 통해 상기 LAN(271)에 접속

된다. 컴퓨터 시스템(210)은 WAN(273)에 접속하는 경우, 전형적으로 모뎀(272)이나 인터넷과 같은 상기 WAN(273)을

통한 통신 링크를 설정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포함한다. 내장형이거나 외장형일 수 있는 모뎀(272)은 사용자 입력 인터페

이스(260)이나 다른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해 시스템 버스(221)에 접속될 수 있다.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 컴퓨터 시스템

(210)에 관하여 묘사된 프로그램 모듈 또는 그것의 일부가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281)에 저장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2는 원격 응용 프로그램(285)이 메모리 장치(281)에 있는 것으로 예시하는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된 네트워

크 접속은 예시적이고 컴퓨터 간에 통신 링크를 설정하기 위한 다른 수단들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따라, 스프레드시트(112)를 포함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의 의사 코드 표현(pseudo-

code representation)(300)을 나타낸다. 상술한 것처럼, 스프레드시트 저장 유닛(109)은 매핑 유닛(106)에 의해 페이로

드 데이터와 매핑되는 스프레드시트 리스트(112)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상기 스프레드시트 리스트

(112)는 XML 코드 내에서 구성되므로, 이후에는 XML 리스트(112)로 언급된다.

XML은 복수의 시스템들 간의 데이터의 정의(definition), 유효화(validation), 전송(transmission)과 해석(interpretation)

을 허용하는 주문 가능 태그(customizable tag)를 제공한다. 당업자는 XML이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에서 파생되었고, 데이터의 구성에 관해 널리 받아들여진 코드 포맷을 제공한다는 것을 안다. 일반적으로, XML

태그는 문서나 코드의 부분이 어떻게 포맷 되고 해석되어야 하는 지를 나타내는 문서나 코드 내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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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XML 태그들은 전형적으로, 짝이 지어져 있고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를 포함한다. 시작 태그는 미만(“<”)과 초과(“>”)

기호 사이의 태그 이름으로 자주 표시된다. 종료 태그는 보통 미만 기호(“<”) 뒤에 슬래시(“/”)가 있는 것을 빼고는 시장

태그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범위 요소(range element)(306)가 "<range>" 태그로 시작되고 ”</range>“ 태그로 끝나는

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작 ”<range>" 태그와 끝 “</range>" 태그 사이의 텍스트나 코드는 범위 요소(306)의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도 3은 XML 스프레드시트(XMLSS)의 부분을 도시하는데, 이는 그 안에 포함된 XML 리스트(112)를 포함

해, 스프레드시트 워크북을 기술한다. 엔트리 요소(303)(예를 들어, <entry x2:id="list1">...</entry>)는 상기 스프레드

시트 데이터 내의 하나의 XML 리스트(112)를 나타낸다. XML 리스트(112)는 필드라고 참조되는 열들의 그룹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필드는 필드 요소 312A-312F(예를 들어, <field>...</field>)에 의해 XML 리스트(112) 내에서 표현될 수 있

다. 그래서, 필드 요소 312A-312F는 매핑 유닛(106)에 의해 페이로드 데이터에서 XML리스트(112)로의 매핑에서 생기

는 열들을 나타낸다.

필드는 평가되거나 매핑될 수 있다. 평가된 필드는 공식이나 상수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매핑된 필드는 페이로드 데이터

로의 경로로 정의된다. 도 3에서, 필드 경로(field path)는 XML 리스트(112)에서 xpath 요소(309B-309G)(예를 들어,

<xpath>...</xpath>)로 나타낼 수 있다. 엔트리 요소(303)도 (예를 들어, 가끔 “루트 경로(root path)"로 참조 되는) 경로

를 가질 수 있고 xpath 요소(309A)로 나타낼 수 있다. 필드 경로는 엔트리 경로에 대한 상대적인 xpath 309B-309G이므

로, 필드에 대한 전체 경로는 상기 엔트리 경로를 상기 필드 경로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필드 요소(312B)의

xpath 요소(309C)에 의해 나타내지는 필드 경로는 ”DEPARTMENTID" 인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기 필

드 요소(312B)에 의해 나타내지는 전체 경로는 엔트리 요소(309A)로 나타내지는 엔트리 xpath와 xpath 요소(309C)로

나타내지는 필드 경로의 결합이 필요하고 따라서 전체 경로는 “/CORP/DEPARTMENT/DEPARTMENTID"가 된다.

필드는 특정 데이터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자열, 변수나 정수와 같은 정의형과 연관될 수도 있다. 필드의 데이

터나 정의형은 도 3에서 도시되듯, xsdtype(315B) 요소 315A-315F로 나타낼 수 있다. 상기 예를 사용해서, 필드 요소

(312B)로 나타내지는 상기 필드의 xsdtype(315B)으로 나타내진 상기 데이터나 정의형은 “문자열(STRING)"이다.

당업자는 XML 리스트(112)는 많은 배열 내에서 구성될 수 있고, 다양한 필드와 경로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도 3에서

도시된 스프레드시트는 오직 예시적인 목적이고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도 4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페이로드 데이터의 의사 코드 표현(40)을 나타낸다. 상술한 것과 같이, 페이로드

데이터 저장 유닛(115)은 상기 스프레드시트 데이터의 XML 리스트(112)로 매핑될 수 있는 페이로드 데이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페이로드 데이터는 XML 코드에서 구성된다. 페이로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XML 리스

트(112) 내에서 정의되거나 기술된 필드에 해당한다. 따라서, XML 리스트(112) 내에서 정의된 경로는 페이로드 데이터

내의 XML 태그와 상호연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4에서 도시된 페이로드 데이터는 도 3에 정의된 XML 리스트와 관련이 있는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더 구체적으로, 도 4의 페이로드 요소(403, 406, 409, 410, 412, 415)는 도 3에 도시된 전체 필드 경로에 대응된다. 표 1

은 도 3의 전체 필드 경로 간의 도 4의 페이로드 요소와의 상호연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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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도시되었듯이, 부서 이름 요소(403A, 403B)는 전체 필드 경로"/CORP/DEPARTMENT/@NAME"에, 부서 ID

요소(406A, 406B)는 전체 필드 경로 "/CORP/DEPARTMENT/DEPARTMENTID"에, 인명 요소(412A-412F)는 전체 필

드 경로"/CORP/DEPARTMENT/MANAGERS/PERSON/@NAME"과 "/CORP/DEPARTMENT/CONTRACTORS/

PERSON/@NAME"에, 인명 ID 요소(415A-415F)는 전체 필드 경로 "/CORP/DEPARTMENT/MANAGERS/PERSON/

PERSONID"와 “CORP/DEPARTMENT/CONTRACTORS/PERSON/PERSONID"에 해당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

예에서, 반면에 필드 경로 내의 "/"기호는 상기 필드가 요소임을 나타내는 반면에, 필드 경로 내의 "/@" 기호는 상기 필드

가 속성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CORP/DEPARTMENT/@NAME"이 나타내듯이 "NAME"은 "DEPARTMENT"의 속성이

지만 "/CORP/DEPARTMENT/DEPARTMENTID"가 나타내듯이 "DEPARTMENTID"는 ”DEPARTMENT"의 요소이다.

당업자는 상기 페이로드 데이터의 구성이 XMＬ리스트(112)의 구성에 의존하거나 같은 모양이 되게 할 수 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따라서, 도 4에 나타난 페이로드 데이터는 예시의 목적이고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도 5에서 도시된 페이로드 데이터는 XML 요소 태그 외에는 도 4에서 논한 페이로드 데이터와 유사하다. 더 구체적으로,

도 5는 스프레드시트 데이트(도 3 참조)와 그와 연관된 페이로드 데이터의 필드 경로의 계층적인 특성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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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매핑 유닛(106)은 (도 7을 참조해 아래에서 좀 더 기술될) XML 리스트(112) 내의 각 필

드 패스의 “부모(parent)”경로를 결정할 수 있다. 특정 필드 경로의 부모 경로는 경로 상에서 한 단계 앞의 필드 경로를 따

라서 결정될 수 있다. 다른 말로, 부모 경로는 필드 경로보다 계층에서 한 단계 앞이다. 예를 들어, 필드 경로 "/CORP/

DEPARTMENT/MANAGERS/PERSON/PERSONID"는 "CORP/DEPARTMENT/CONTRACTORS/PERSON"을 부모 경

로로 가질 수 있는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속성과 요소 필드에 대해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속성 필드 경로 "/a/

b/@c" 와 요소 필드 경로 "/a/b/c" 는 동일한 부모 경로 "/a/b"를 가질 수 있다.

도 5는 필드 경로가 해당 페이로드 데이터로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도시한다. 예를 들어, 매핑 유닛(106)은 필드 경로 "/

CORP/DEPARTMENT/DEPARTMENTID"를 추적해서 “1001”과 “1002”의 해당 값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필드 경로는 페이로드 데이터에서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로드 데이터 “John"은 해당 필드

경로 "/CORP/DEPARTMENT/MANAGERS/PERSON/@NAME" 을 가질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따라 매핑된 스프레드시트 리스트(112)의 블럭도를 나타낸다. 상술한 것처럼, 매핑

유닛(106)은 페이로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데이터의 XML 리스트(112) 로 매핑할 수 있다. 그런 매핑이 스키마에 의존

하지 않음에도, 최종적으로 매핑된 스프레드시트 리스트(112)는 “스키마 매핑된” 스프레드시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매핑 유닛(106)은 XML 리스트(112)에 대한 “바닥” 경로를 지정할 수 있다(도 7을 참조

해 좀 더 충분히 기술됨 ). 전형적으로, 바닥 경로는 이전에 생성된 부모 경로의 최장 경로이다(도 5를 참조에 상술함). 하

나 이상의 부모 경로가 최장 경로이면, 먼저 생성된 부모 경로가 바닥 경로로 지정되거나 최장 경로로 인정된 각각의 부모

경로가 분기 바닥 경로로 지정될 수 있다(도 7을 참조로 좀 더 충분히 기술됨).

매핑 유닛(106)은 바인드 노드와 같은 XML 리스트(112)의 노드를 지정하기 위해 바닥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 전형적으

로, 상기 노드들은 매핑된 XML 리스트(112) 내의 행으로 할당될 수 있다. 노드들은 XML 리스트(112)의 각 행의 지표 역

할을 할 수 있다. 좀 구체적으로, 노드는 매핑된 XML 리스트(112) 내에 있는 행들의 수를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3에서 도시된 필드의 부모 경로들은 "/CORP/DEPARTMENT"(예를 들어, "/CORP/DEPARTMENT/@

NAME"의 부모 경로), "/CORP/DEPARTMENT" (예를 들어, "/CORP/DEPARTMENT/DEPARTMENTID“의 부모 경로),

"/CORP/DEPARTMENT/MANAGERS/PERSON"(예를 들어, "/CORP/DEPARTMENT/MANAGERS/PERSON/@

NAME"의 부모 경로), "/CORP/DEPARTMENT/MANAGERS/PERSON"(예를 들어,”CORP/DEPARTMENT/

MANAGERS/PERSON/PERSONID"의 부모 경로), "CORP/DEPARTMENT/CONTRACTORS/PERSON"(예를 들어, "/

CORP/DEPARTMENT/CONTRACTORS/PERSON/@NAME"의 부모 경로)와 "/CORP/DEPARTMENT/

CONTRACTORS/PERSON"(예를 들어, “/CORP/DEPARTMENT/CONTRACTORS/PERSON/PERSONID"의 부모 경

로)이다. 매핑 유닛(106)은 "/CORP/DEPARTMENT/MANAGERS/PERSON"(예를 들어, "/CORP/DEPARTMENT/

MANAGERS/PERSON/@NAME"의 부모 경로)과 "CORP/DEPARTMENT/CONTRACTORS/PERSON"(예를 들어, "/

CORP/DEPARTMENT/CONTRACTORS/PERSON/@NAME"의 부모 경로)를 분기 바닥 경로로 지정할 수 있는 이는 이

들이 생성된 최장 부모 경로이나 서로 간에 동일하거나 부분집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분기 바닥 경로에 대해, 매핑 유닛

(106)은 결과 노드를 정하기 위해 분기 바닥 경로를 추적한다. 매핑된 XML 리스트(112)의 행 624, 627, 630, 636, 639와

열 603, 606, 609, 612, 615, 618의 값들은 각 해당 필드 경로에서 각 분기 바닥 경로를 좇아서 정해질 수 있다.

도 7A-7C는 페이로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리스트(112)에 매핑하는 방법(700)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매핑 유닛

(106)은 페이로드 저장 유닛(115)에서 수신한 페이로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저장 유닛(109)으로부터 수신한 XML 리

스트에 스키마의 사용 없이 매핑을 한다.

시작 단계(701) 후에, 매핑 유닛(106)은 단계(703)로 진행해서 매핑 유닛(106)이 스프레드시트 저장 유닛(109)에서 스프

레드시트 데이터를 수신한다.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는 XML 리스트(112)를 포함할 수 있다. 다음 단계(706)에서 매핑 유닛

(106)은 임의의 XML 리스트(112)가 평가될 필요가 있는지 정한다. 단계(706)에서 매핑 유닛(106)이 평가해야 하는 XML

리스트가 없다고 판단하면, 매핑 유닛(106)은 단계(715)에서 방법(700)에 따른 동작을 멈춘다. 단계(706)에서 매핑 유닛

(106)이 평가해야 하는 XML 리스트가 있다고 판단하면, 매핑 유닛(106)은 매핑 유닛(106)이 XML 리스트(112) 내의 임

의 필드 경로가 평가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709)로 진행한다. 단계(709)에서 만약 매핑 유닛(106)이 평가해야

하는 필드 경로가 없다고 판단하면, 매핑 유닛(106)은 아래에서 기술할 단계(718)로 진행한다. 그러나 단계(709)에서 매

핑 유닛(106)이 평가해야 하는 필드 경로가 있다고 판단하면, 매핑 유닛(106)은 매핑 유닛(106)이 필드 경로에 대한 부모

경로를 생성하는 단계(712)로 진행한다. 매핑 유닛(106)은 그 후, 상술한 단계(709)로 진행한다.

공개특허 10-2006-0044561

- 10 -



단계(718)에서 매핑 유닛(106)은 임의의 부모 경로가 XML리스트(112)의 필드 경로로부터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 단계(718)에서 만약 매핑 유닛(106)이 부모 경로가 생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매핑 유닛(106)은 상술한 단계(706)

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계(718)에서 만약 매핑 유닛(106)이 부모 경로가 생성되었다고 판단하면, 매핑 유닛(106)

은 매핑 유닛(106)이 상호 간에 부분집합이 아닌 최장 부모 경로를 지정하는(리스트를 만드는) 단계(721)로 진행한다. 다

음, 단계(724)에서 매핑 유닛(106)은 최장 부모 경로 리스트 내에 동일한 것이 있는지 판단한다. 만약 단계(724)에서 매핑

유닛(106)이 최장 부모 경로 리스트 내에 동일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매핑 유닛(106)은 후술할 단계(730)로 진행한다.

그러나 단계(724)에서 매핑 유닛(106)이 최장 부모 경로 리스트 내에 동일한 것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매핑 유닛(106)

은 매핑 유닛(106)이 최장 부모 경로 리스트 내의 모든 동일한 것을 제거하는 단계(727)로 진행한다.

다음, 단계(730)에서 매핑 유닛(106)은 각 최장 부모 경로를 하부 경로(여기에서 “분기 바닥 경로”로 참조)로 지정하는데,

여기서, 각 하부 경로는 다른 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 후, 단계(733)에서 매핑 유닛(106)은 XML 리스트의 각 필드를 하

나 이상의 분기 바닥 경로로 연관지어서, 필드의 부모 경로가 연관된 분기 바닥 경로의 부분집합이다. 필드의 부모 경로는

하나 이상의 분기 바닥 경로의 부분집합일 수 있다. 그 후, 매핑 유닛(106)은 단계(736)로 진행해 매핑 유닛(106)이 임의

의 분기 바닥 경로가 여전히 평가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다. 단계(736)에서 만약, 매핑 유닛(106)은 평가해야할 분기 바

닥 경로가 없다고 판단하면, 단계(745)에서 방법(700)을 따른 동작을 멈춘다. 그렇지 않으면, 단계(736)에서 만약 매핑 유

닛(106)이 평가해야할 분기 바닥 경로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하면, 매핑 유닛(106)은 단계(739)로 진행해 매핑 유닛(106)

이 바인드 노드 리스트를 생성하는 페이로드 데이터 상에 분기 하부 경로를 평가한다. 하나 이상의 분기 하부 경로로 각 부

모 경로를 묶어서, 만약 있다면, XML 리스트의 각 필드(열) 값을 페이로드 데이터에서 바인드 노드를 탐색해 획득할 수 있

다. 다음, 단계(742)에서 매핑 유닛(106)은 행에 대한 바인드 노드에서 각 해당 필드 경로까지의 경로를 따라서, 행 내의

분기 하부 경로와 연관된 모든 필드들(열들)의 페이로드 데이터로부터 값을 얻는다. 필드가 상기 분기 하부 경로와 연관이

안 된 부모 경로에 속하면, 필드 값은 공백으로 남는다. 매핑 유닛(106)은 그 후, 상술한 단계(736)로 진행한다.

본 발명을 자세히 기술한 것에 따라, 변화와 변형은 여기에서 전에 기술되고 첨부한 청구항에서 정의된 본 발명의 사상과

범주 내에서 유효함을 이해할 수 있다. 있다면 아래 청구항 내의 해당 구조, 물질, 동작과 모든 수단 기능 합체 요소는 특별

히 요구된 다른 청구항과 함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임의 구조, 물질이나 동작을 포괄하고자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스키마의 사용 없이, 중첩된 표(nested table)의 구현을 지원하면서 페이로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리스트에

매핑을 하는 시스템을 실현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페이로드 데이터(payload data)를 스프레드시트 리스트에 매핑을 시키는 시스템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리스트를 포함하는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적합한 스프레드시트 저장 유닛;

페이로드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적합한 페이로드 데이터 저장 유닛; 및

상기 스프레드시트 저장 유닛에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페이로드 데이터 저장 유닛에서 페이로드 데이

터를 수신해서, 상기 페이로드 데이터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리스트에 매핑을 시키는 것에 적합하게 된 매핑

유닛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리스트는 확장형 생성 언어(XML) 리스트들을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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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매핑된 스프레드시트 리스트를 상기 매핑 유닛으로부터 수신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매핑된 스프레

드시트 리스트를 사용자에 표시하기에 적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매핑된 스프레드시트 리스트를 상기 매핑된 유닛으로부터 수신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매핑된 스프

레드시트 리스트를 네트워크에 제공하기에 적합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리스트는 상기 페이로드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필드 경로를 포함하고,

상기 매핑 유닛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필드 경로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부모 경로를 결정하도록 더욱 적합하게 된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 유닛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모 경로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를 지정하도록 더욱 적합하게 되어

있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모 경로의 최장 경로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 유닛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를 상기 페이로드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결과 노드를 지정하도록 더욱 적합하게 된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 유닛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결과 노드를 스프레드시트 내의 행에 매핑하도록 더욱 적합하게 된

시스템.

청구항 9.

공개특허 10-2006-0044561

- 12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행은 복수의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매핑 유닛은 상기 페이로드 데이터와 함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결과 노드를 사

용하여 상기 복수의 필드들에 대한 값들을 획득하도록 더욱 적합하게 된 시스템.

청구항 10.

페이로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리스트들에 매핑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리스트를 포함하는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스프레드

시트 리스트는 필드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포함하는 단계;

상기 스프레드시트 데이터와 연관된 페이로드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사용하여 상기 페이로드 데이터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리스트로 매핑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사용하여 상기 페이로드 데이터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리스트

로 매핑하는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경로에 대한 부모 경로들의 집합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부모 경로들의 집합에서 적어도 하나의 부모 경로를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로 지정하는 단계; 및

페이로드 데이터로부터 노드들의 집합을 생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노드들의 집합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를

상기 페이로드 데이터 상에서 평가함으로써 생성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사용하여 상기 페이로드 데이터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리스트

로 매핑하는 단계는

상기 노드들의 집합 중에서 한 노드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리스트의 한 행에 매핑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를 상기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내의 상기 필드와 연관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경로까지

추적해서 상기 행 내의 상기 필드의 값을 추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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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경로에 대한 부모 경로들의 집합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스프레드시트 데이터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열거하는 단계;

열거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좇아 이전 필드로 되돌아 가는 단계; 및

상기 이전 필드와 연관된 경로를 상기 부모 경로들의 집합 내로 삽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부모 경로들의 집합중 적어도 하나의 부모 경로를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로 지정하는 단계

는

상기 부모 경로들의 집합중 적어도 하나의 최장 부모 경로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장 부모 경로의 제1 부모 경로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장 부모 경로의 제2 부모 경로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장 부모 경로를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로 지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부모 경로들의 집합중 제3 부모 경로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와 연관시키는데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

기 제3 부모 경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의 부분집합인 방법.

청구항 16.

페이로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리스트들에 매핑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

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실행 가능 명령어들은

적어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리스트를 포함하는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스프레드

시트 리스트는 필드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포함하는 단계;

상기 스프레드시트 데이터와 연관된 페이로드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사용하여 상기 페이로드 데이터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리스트로 매핑하는 단계

를 수행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사용하여 상기 페이로드 데이터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리스트

로 매핑하는 단계는

공개특허 10-2006-0044561

- 14 -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경로에 대한 부모 경로들의 집합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부모 경로들의 집합에서 적어도 하나의 부모 경로를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로 지정하는 단계; 및

페이로드 데이터로부터 노드들의 집합을 생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노드들의 집합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를

상기 페이로드 데이터 상에서 평가하여 생성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사용하여 상기 페이로드 데이터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리스트

로 매핑하는 단계는

상기 노드들의 집합 중에서 한 노드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리스트의 한 행에 매핑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를 상기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내의 상기 필드와 연관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경로까지

추적해서 상기 행 내의 상기 필드의 값을 추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경로에 대한 부모 경로들의 집합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스프레드시트 데이터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열거하는 단계;

열거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좇아 이전 필드로 되돌아 가는 단계; 및

상기 이전 필드와 연관된 경로를 부모 경로들의 상기 집합 내로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부모 경로들의 상기 집합중 적어도 하나의 부모 경로를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로 지정하는 단계

는

상기 부모 경로들의 집합중 적어도 하나의 최장 부모 경로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장 부모 경로의 제1 부모 경로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장 부모 경로의 제2 부모 경로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최장 부모 경로를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로 지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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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경로들의 상기 집합의 제3 부모 경로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와 연관시키는데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

기 제3 부모 경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분기 바닥 경로의 부분집합인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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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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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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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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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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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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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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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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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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