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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모든 사상(事象)·사물(事物)을 대상으로 하면서, 테이블 구조가 간단하며 프로그램량도 극히 소규모로 구성할 수 있

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데이터 프로퍼티 테이블(21)에는 등록대상의 카테고리 식별정보와 그 속성 및/또는 기

능을 표상하는 각 항목에 관한 항목명과 그 항목명의 실체적 내용을 표현할 때의 표현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항

목데이터 속성)을 행단위로 각 데이터셀에 등록하고, 메인데이터 테이블(22)에는 카테고리 식별정보와 타이틀명과 각

항목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행단위로 각 데이터셀에 등록한다. 테이블(21)의 항목명과 테이블(22)의 실체적내용과는 

셀번호로 대응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10)이 데이터의 입력·보존·검색·출력 시에 테이블(21)의 행방향 데

이터를 메세지로 하여 각 방법을 생성한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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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등록대상을 카테고리명과 개별의 타이틀명과 그 실체적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로서 등록하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모든 카테고리에 속하는 등록대상을 극히 단순한 테이블구조와 소규모의 소프트웨

어로 취급하고, 특히 클라이언트 측으로부터 등록과 열람이 가능한 온라인·데이터베이스로서 적용할 수 있는 시스

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퍼스널컴퓨터 등의 정보기기의 광범위한 보급과 인터넷등의 네트웍을 통한 온라인·서비스의 확충에 따라서, 요즘 

수년을 보아도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수나 종류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종래부터,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로는 네트웍형이나 계층형이나 릴레이셔널형이나 오브젝트지향형인 것이 있지만, 현

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릴레이셔널·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 이하, 「RDB」라고 한다)이고, 

또한 오브젝트 지향 데이터베이스(Object-oriented Database; 이하, 「OODB」라고 함)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수법

의 주류로 되어 가고 있는 오브젝트지향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취입한 것으로서, 그 개발과 실시화가 급박하게 되

고 있다.

또한, RDB에 오브젝트 지향을 취입한 오브젝트·릴레이셔널·데이터베이스(Object Relational Database; ORDB)의

구축도 활성화되고 있다.

여기서, RDB는 행과 열로 이루어지는 2차원의 표(테이블)와, 각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고, 데이터가 표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데이터·모델의 구조가 이해하기 쉽고, 설계도 비교적 용이하다고 하

는 특징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RDB에서는 데이터의 용장성을 줄이고(데이터의 중복을 적게 하고), 낭비없는 테이블의 구성에 따라 검색과 갱

신을 단순화하는 수법으로서 정규화(正規化)가 행해지지만, 종래부터 각종 정규형의 기준(Codd의 제1 ∼ 제3 정규형

이나 Boyce/Codd의 확장 제3 정규형이나 R.Fagin에 의한 제4 정규형 등)이 제안되어 있고, 그들의 기준에 기초하여

가장 효율적인 테이블 구조를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있다.

게다가, 공통의 억세스언어(SQL)(Structure Query Language)가 표준화되어 있고, 그 SQL문자를 해독하는 엔진을 

통함으로써 수속(手續)을 기술하지 않고 데이터가 인출된다고 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OODB는 데이터와 그것에 관련된 수속(방법)를 일체화한 오브젝트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각 오브젝트사이에서

행하는 지시명령·데이터(메세지)의 교환을 기술하여 프로그램이 작성되는 것이다.

또, 동일 종류의 오브젝트는 클래스(오브젝트에 공통되는 기능이나 속성을 추상적으로 정의한 것)로서 그룹화되고, 

상위의 클래스의 방법이 하위의 클래스에 승계된다.

OODB에서는 데이터구조의 종류가 많고, 상기한 바와 같이 데이터와 방법이 캡슐화되어 있음으로써, 현실의 것을 다

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조작환경을 실현할 수 있어, 문자나 숫자뿐만이 아니라 화상이나 음

성도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오브젝트 지향언어로서는 C++, Smalltalk, Java등이 있다.

그런데, RDB에서는 그 테이블 구조가 상기의 정규형의 기준에 따라 설계되지만, 그들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논리체계

에 지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는 다수의 파일군을 각각으로 도형화하면서 순차 작성해가는 것으로 되어, 테이블구조

의 설계에는 매우 번잡한 작업이 따르며, 팽대(膨大)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 많다.

또한, 광범위한 대상을 다루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대단히 다수의 테이블군이 존재하여, 테이블군마다 관리하지 않

으면 안되고, 게다가 그 운용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테이블의 항목 등에 변경이 있으면, 관계된 일련의 테이블과 프로

그램에도 변경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아, 그것을 위한 재편성작업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매우 곤란한 것이

다.

다음으로 OODB에 대하여 살펴보면, 오브젝트에는 각각의 등록대상에 대한 데이터와 방법이 캡슐화되므로, 예컨대 

사원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항목이나 데이터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원의 오브젝트를 열어 하나하나 차례로 

변경을 가하여, 그것이 방법에 관련된 때에는 승계되는 클래스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주의깊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어,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RDB의 경우보다도 복잡하고 곤란한 프로그램의 재편성이 여의치 않게 되는 일이 많다.

환언하면, OODB는 기본적으로 유저인터페이스의 효율적인 조작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방법을 승계할 수 

있는 점에서는 프로그래밍의 효율화가 도모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부품화된 오브젝트의 축적과 관리나 메세지의 

프로그래밍에 관해서는 고도의 경험을 요하며, 데이터가 팽대하게 되면 그 메인티넌스에 요하는 작업량은 RDB의 경

우보다도 훨씬 크게 되는 것으로 된다.

또한, ORDB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RDB와 OODB와의 하이브리드형으로서, 보다 고도로 복잡한 구성을 가

지므로, 역시 RDB나 OODB의 문제점을 갖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본 발명은 모든 카테고리의 등록대상을 다루면서 극히 간소화된 테이블구조밖에 가지지 않고, 데이터의 입력

·보존·검색·출력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불가결한 기능을 소규모의 소프트웨어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또

한 등록대상에 관한 항목의 변경등에 대해서도 매우 유연하고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탬을 구축

하여, 상기한 RDB나 OODB의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축비용과 운용비용도 비약적으로 저감화할 수 있는 고기

능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었다.

또한, 본 발명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프로그래머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등의 통신회선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측으로

부터 대화방식으로 자유로운 데이터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게다가 OODB가 구비하고 있는 유저인터페이스로서의 편

리성도 동등한 레벨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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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1의 발명은, 등록대상(사상(事象) 또는 사물(事物))의 추상개념인 카테고리명과 그 계층을 데이터사전 파일로 관리

하면서, 각 등록사상의 카테고리명과 개별의 타이틀명과 그 실체적 내용을 등록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셀로 구성된 제1 테이블과 제2 테이블을 마련하고, 상기 제1 테이블에는 특정예의 데이터셀에 상기 데이터사

전 파일에서 부여된 카테고리 식별정보를 저장시킴과 동시에, 그 카테고리 식별정보가 저장된 행에 속하는 다른 각 

데이터셀에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속성 및/또는 기능을 표상하는 각 항목에 관한 항목명과 그 항목에 관한 실체적 내

용을 표현할 때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하, 「항목 데이터 속성」이라고 함)을 저장시키고, 상기 제2 테이블

에는 특정의 2열의 각 데이터셀에 카테고리 식별정보와 타이틀명을 저장시킴과 동시에, 그 카테고리 식별정보와 타이

틀명이 저장된 행에 속하는 각 데이터셀에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항목명에 관하여 상기 제1 테이블에서의 

항목명과 항목 데이터 속성을 저장한 각 데이터셀의 행방향 순서와 동일 순서가 되도록 저장시키는 것으로 하여, 등

록대상에 관한 데이터의 입력·보존·검색·출력을 위한 각 방법을, 상기 제1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생

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제1의 발명은 모든 카테고리에 속하는 등록대상의 데이터를 2개의 단순한 구조의 테이블로 관리한다.

제1의 테이블에는 등록대상의 카테고리 식별정보와 그 카테고리에 관한 각각 의 「항목명과 항목데이터 속성」이 행

단위로 각 데이터셀에 등록되고, 제2 테이블에는 카테고리 식별정보와 타이틀명과 등록대상의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

적 내용이 행단위로 각 데이터셀에 등록되지만, 쌍방의 등록데이터는 카테고리 식별정보로 대응됨과 동시에, 각각의 

「항목명과 항목데이터 속성」과「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이 항목명에 관하여 각 데이터셀의 행방향 순서로

대응되어 있다.

그리고, 제1 테이블은 「항목명과 항목데이터 속성」이라고 하는 데이터형식으로 제2 테이블의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가상화한 것이며, 그 가상성에 기초하여 모든 카테고리에 속하는 등록대상의 데이터를 단일의 제2 테

이블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항목데이터 속성」이 가지는 성질에 기초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불가결한 입력·보존·검색·출력의 각 기능을 실행시키기 위한 각 방법을, 각각의 기능에 대하여 하나의 

프로세스 제어프로그램을 부여해두는 것만으로 생성시킬 수 있다.

즉, 종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다수의 테이블을 복잡한 관계를 갖게 구성하고, 상기의 각 기능을 실행시키는 각 

제어프로그램에 대응시켜 각 테이블에 대한 개별의 R/W·프로그램이나 각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 다종 다양

한 조인·프로그램 등의 팽대한 프로그램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 극히 간소화된 테이블구조와 소규모의 프로그램만

으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상기한 제1의 발명은, 운용면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제2의 발명으로서 구성할 수 있다.

그 제2의 발명은, 등록대상의 추상개념인 카테고리명의 입력란, 상기 카테고리에 관한 속성 및/또는 기능을 표상하는

각 항목명과 입력란 및, 상기 항목명에 관한 항목 데이터 속성을 각 항목별로 정의하기 위한 입력란을 배치시킨 제1 

등록용 화면을 저장한 제1 기억수단과, 상기 제1 기억수단의 제1 등록용 화면을 판독하여 표시하는 제1 표시수단과, 

데이터셀로 구성된 제1 테이블과, 상기 제1 테이블의 특정예의 데이터셀을 상기 데이터사전 파일로 부여된 카테고리 

식별정보의 저장영역으로 하고, 다른 예의 각 데이터셀을 항목명과 항목데이터 속성의 저장영역으로서 할당하여, 상

기 제1 등록용 화면의 각 입력란에 대한 입력에 기초하여, 행단위로 상기의 카테고리 식별정보와 항목명과 항목데이

터 속성을 등록하는 제1 등록수단과, 상기 제1 테이블의 당해 카테고리명에 관한 행방향 데이터에 기초하여 표시 방

법을 생성하고, 등록대상에 관한 타이틀명의 입력란, 각 항목명의 표시란 및,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입력란

을 배치한 제2 등록용 화면을 표시시키는 제2 표시수단과, 데이터셀로 구성된 제2 테이블과, 상기 제2 테이블에서의 

특정의 2열의 각 데이터셀을 각각 카테고리 식별정보와 타이틀명의 저장영역으로 하고, 다른 열의 각 데이터셀을 항

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저장영역으로서 할당하여, 상기 제2 등록용 화면의 각 입력란에 대한 입력에 기초하여, 행

단위로 카테고리 식별정보와 타이틀명과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저장하며, 그 저장에 있어서는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이 저장되는 각 데이터셀의 행방향 순서가 항목명에 관하여 상기 제1 테이블에서의 항목명과 항목

데이터 속성을 저장한 각 데이터셀의 행방향 순서와 동일 순서가 되도록 설정하는 제2 등록수단과, 각종 조건에서의 

문의가 있는 경우에 상기 데이터사전 파일로부터 대응되는 상기 제1 테이블의 등록데이터에 기초하여 그 문의조건에

따른 상기 제2 테이블에 대한 억세스방법와 그 억세스에 의해 얻어진 등록데이터의 출력방법을 생성하고, 그들 방법

에 의해 상기 문의에 관한 등록데이터를 출력시키는 데이터출력수단을 구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제2의 발명에 있어서, 제1 기억수단과 제1 표시수단은 가이던스화면에 상당하는 제1 등록용 화면을 표시시킴으로

써, 카테고리명과 각 항목명과 각 항목명 별의 항목 데이터 속성을 입력시킨다.

제1 등록수단은, 제1 등록용 화면에 대한 입력에 기초하여, 제1 테이블의 각 데이터셀에 입력 데이터를 행단위로 저

장시키지만, 「항목명과 항목데이터 속성」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제2 테이블에 저장된 「각 항목명에 관한 실

체적 내용」을 가상화하고 있다.

제2 표시수단은, 등록대상의 타이틀명과 각 항목명과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입력시키기 위한 가이던스 화

면에 상당하는 제2 등록용 화면을 표시한다. 이 경우, 제2 표시수단은 제1 테이블의 가상화된 데이터에 의한 테이블 

구성에 기초하여, 그 당해 카테고리 식별정보에 관한 행방향 데이터로부터 제2 등록용 화면의 표시방법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테이블에 등록된 데이터는 이 제2 표시수단에 의한 제2 등록용 화면의 표시조건을 정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2 등록수단은 제2 등록용 화면에 대한 입력에 기초하여, 제2 테이블의 각 데이터셀에 상기 카테고리 식별정보와 함

께 입력데이터를 행단위로 저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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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1 테이블의 등록데이터와 제2 테이블의 등록데이터와의 대응은, 제1의 발명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설정된다.

따라서, 제1 테이블에 등록된 데이터는 이 제2 등록수단에 대하여, 등록대상에 관한 각 항목명마다의 실체적 내용의 

보존조건을 정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데이터 출력수단은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등록대상을 목적으로 한 문의를 받아들인다.

문의조건은, 카테고리명이나 타이틀명을 키로 한 검색이나,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키로 한 검색이나 또는 실

체적 내용의 범위를 좁힌 검색 등과 같이 다종다양이지만, 검색조건에 따라서 데이터사전 파일이 대응되는 제1 테이

블의 등록데이터를 구하고, 그 등록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제2 테이블에 대한 억세스방법이 생성되고, 또한 목적

의 등록데이터를 출력시키는 경우에도 제1 테이블의 등록데이터에 기초하여 출력방법이 생성되게 된다.

따라서, 제1 테이블에 등록된 데이터는 이 데이터출력수단에 대해서는 검색조건과 출력조건을 정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제2의 발명은 제1 등록용 화면과 제2 등록용 화면을 가이던스화면으로서 부여하면서, 제1 테이블과 

제2 테이블로의 데이터 등록을 행하고, 그 2개의 테이블에서 등록대상의 등록데이터를 관리(입력·보존·검색·출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들은 제1 테이블이 지닌 상기 가상성에 기초하여 가능하게 되고 있다. 또한, 그 가상성

은 제2 등록용 화면의 생성에도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

환언하면, 종래의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는 신규한 카테고리의 등록이 필요 하게 된 경우에, 프로그래머에 의해 복잡

한 테이블 구조의 설계와 팽대한 프로그램의 작성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 발명에 의하면 가이던스에 따라

미리 카테고리명과 각 항목명과 각 항목명별의 항목 데이터 속성을 등록한 후에, 가이던스에 따라 등록대상의 타이틀

명과 각 항목의 실체적 내용을 등록할 뿐인 간단한 수속으로, 이하의 입력·보존·검색·출력에 관한 개별지시에 대

하여, 마치 리얼타임으로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개발되어 구동하는 것과 같이 동작하고, 「버츄얼·오브젝트」지향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현한다.

상기한 제1 및 제2의 발명에 있어서, 데이터속성의 정의사항으로서는, 데이터타입을 마련하여 두면, 상기의 입력·보

존·검색·출력기능을 실행시킬 수 있지만, 그것에 더하여 데이터사이즈를 마련해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데이터사이즈를 정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 테이블로 등록대상의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데이터량은 각 

항목에 따라 상이한 것이 많고, 데이터셀의 용량을 그 최대값으로 세트하여 두면 메모리에 큰 낭비가 생겨 버린다.

그래서, 상기한 바와 같이 미리 데이터사이즈를 정의해두고, 제2 테이블의 각 데이터셀을 소요용량으로 가변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카테고리가 동일한 경우는, 경험칙에서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데이터량은 거의 동일하다.

또, 상기의 데이터타입과 데이터사이즈에 더하여, 단위와 범위지정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여 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의 각 항목에 관한 속성이나 기 능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 등록수속이 간단하게 됨과 동시에 등록내용

의 충실화가 도모된다.

다음으로, 상기의 데이터타입으로서는 문자형, 숫자형, 날짜(日附)형, 화상형 및 음성형의 선택 메뉴를 마련하여 두면,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표현방식을 망라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

게다가, 그들의 기본적인 데이터타입과 함께, 또는 독립한 데이터타입으로서, 다른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다른 시스

템과의 링크에 의해 얻어지는 데이터인 것을 나타내는 선택 메뉴를 마련해두면, 시스템의 외부에 존재하는 다종다양

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입력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데이터·웨어하우스로서의 이용이나 분산데이터베이

스의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제2의 발명에 있어서, 제2 테이블의 데이터셀은 상기한 바와 같이 그 용량을 제1 테이블에서 정의된 데이터 

속성에 기초하여 가변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이 화상형이나 음성형 등의 데이터 타입

으로 입력되는 경우에는 문자형이나 날짜형 등과 비교하여 그 데이터량이 매우 크게 된다.

한편, 시스템의 특성으로부터 제2 테이블의 데이터셀의 용량에 제한이 부과되는 것이 있고, 또한 데이터관리의 면에

서 보아도, 테이블 상에서 각각의 데이터셀의 용량에 지나치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한 대용량의 제2 기억수단에 실체적 내용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제2 테이블

의 데이터셀에는 제2 기억수단에 저장한 데이터의 대응 어드레스만을 등록하도록 하면 상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제2의 발명에 있어서, 제1 기억수단이 각 항목명의 입력란에 대응시켜 표시순번에 관한 입력란을 마련한 제1 

등록용 화면을 저장하고, 제1 등록수단은 입력된 각 표시순번을 각 항목명에 대응하는 항목데이터 속성에 부가하여 

제1 테이블의 각 데이터셀에 저장하고, 데이터 출력수단은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표시순번을 상기 입력에 

관한 표시순번에 기초하여 설정한 출력 방법을 생성하도록 하면, 그 각 항목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표시순번을 미리 

임의로 설정해두는 것이 가능하고, 검색된 등록대상을 표시할 때에, 획일적인 등록정보의 출력뿐만이 아니라, 카테고

리에 적응한 레이아웃의 표시화상으로서 출력시킬 수 있다.

제3의 발명은, 제2의 발명을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서 적용하는 경우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이 발명은, 네트웍 상의 클라이언트측에서 송신되는 접속요구에 따라서 그 클라이언트측과의 회선접속을 행하고, 클

라이언트측의 등록요구에 따라서, 상기 제1 표시수단에 의한 제1 등록용 화면을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측에 의한 상기

제1 등록용 화면에 대한 입력데이터의 송신에 기초하여, 그 입력데이터를 상기 제1 테이블에 등록하고, 상기 제1 테

이블의 당해 카테고리 식별정보에 관한 등록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제2 표시수단에 의한 상기 제2 등록용 화면을 클

라이언트측으로 제공하며, 클라이언트측에 의한 상기 제2 등록용 화면에 대한 입력데이터의 송신에 기초하여, 그 입

력데이터를 상기 제2 테이블에 등록하고, 또한 클라이언트측의 문의에 기초하여 미리 준비된 문의용의 각종 화면을 

클라이언트측으로 제공하며, 그 화면에서 입력된 문의조건에 따라서 상기 데이터출력수단이 상기 제2 테이블의 등 록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측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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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종래의 온라인·데이터베이스가 단지 네트웍을 통한 열람·검색기능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온라인으로 가이던스를 받으면서 모든 카테고리의 등록대상을 매우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한 온라인·DBS(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도,

도 2는 구분 아래로 구성되는 카테고리의 사례적 계층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CLMT(카테고리의 계층관리 테이블)의 사례적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DP(데이터프로퍼티)의 설정등록수순을 나타내는 플로챠트,

도 5는 DP설정용 화면 데이터에 기초하여 초기에 제공되는 DP설정용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카테고리명[개(犬)]에 대하여 입력된 DP설정용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카테고리명[일반 전화기]에 대하여 입력된 DP설정용 화면(1페이지째)을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카테고리명[일반전화기]에 대하여 입력된 DP설정용 화면(2페이지째)을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DP설정용 화면에서의 데이터타입의 입력란에 관한 풀다운메뉴(A)와, 최대 문자수의 입력란에 관한 풀다운메

뉴(B)와, 범위의 입력란에 관한 풀다운메뉴(C)와, 데이터타입으로 날짜형을 선택한 경우에 표시되는 풀다운메뉴(D)

를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DPT(데이터프로퍼티 테이블)의 구성을 모식적으로 표현한 도면,

도 11은 메인데이터의 등록수순을 나타내는 플로챠트,

도 12는 카테고리명[개(犬)]에 관한 데이터의 등록·갱신·삭제용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13은 카테고리명[일반전화기]에 관한 데이터의 등록·갱신·삭제용 화면(1페이지째)을 나타내는 도면,

도 14는 카테고리명[일반전화기]에 관한 데이터의 등록·갱신·삭제용 화면(2페이지째)을 나타내는 도면,

도 15는, MDT(메인데이터 테이블)의 구성을 모식적으로 표현한 도면,

도 16은, 상위 카테고리 일람표의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17은, 상위 카테고리가 애완동물에 관한 트리 표시의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18은, 카테고리명[개(犬)]의 일람표시의 요구에 대한 검색수순을 나타내는 플로챠트,

도 19는, 카테고리명[개(犬)]의 데이터 일람표의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20은, 타이틀명[호박(琥珀)]을 지정한 열람요구에 대한 검색수순을 나타내는 플로챠트,

도 21은, 카테고리명[개(犬)], 타이틀명[호박]에 관한 검색데이터의 내용표 시화면(검색회답화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22는, 카테고리명[통신단말], 타이틀명[T-3360전화기]에 관한 검색데이터의 내용표시화면(검색회답화면)을 나

타내는 도면,

도 23은, 카테고리명[개(犬)]에 대한 조건검색요구에 대한 검색수순을 나타내는 플로챠트,

도 24는, 카테고리명[개(犬)]에 대한 데이터검색의 조건설정용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25는, 조건검색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 일람표의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실시예

본 발명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하, 「DBS」라고 함)에 관한 최적의 실시형태를 도면을 이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다.

우선,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한 온라인·DBS의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다.

동 도면에 있어서, 1은 DBS, 2는 인터텟, 3-1 ∼ n은 모뎀과 브라우져(웹브라우져)를 통하여 인터넷(2)에 접속된 클

라이언트(퍼스널컴퓨터 등의 단말)이다.

여기에, DBS(1)는 일반의 DB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하, 「DBMS」라고 함)(10)이 라

우터 등의 통신제어장치(11)와 Web서버(12)를 통하여 인터텟(2)에 접속되어 있고, 또한 상기의 DBMS(10)는 데이터

등록용의 하드디스크장치(이하, 「HDD」라고 함)(13)와 파일·서버(14)에 접속되어 있음과 동시에, 관리용 퍼스널 

컴퓨터(15)가 접속되어 있다.

이 DBS(1)는 HDD(13)에 시스템의 기능메뉴 등에 관한 각종 화면데이터(18)와, 통상의 DBS에서의 데이터사전 파일

에 상당하는 카테고리 계층관리 테이블(이하, 「CLMT」라고 함)(19)과, 데이터프로퍼티(이하, 「DP」라고 함)설정

용 화면 데이터(20)와, DP테이블(이하, 「DPT」라고 함)(21)과, 메인데이터 테이블(이하, 「MDT」라고 함)(22)을 

저장시켜 두고, 온라인으로 클라이언트(3-1 ∼ n)측에서 HDD(13)에 데이터등록을 행할 수 있고, 또한 그 데이터의 

검색과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특히, 모든 카테고리에 속하는 등록대상(사상 또는 사물)의 데이터를 다루면서, 등록데이터의 처리에 관해서는 DPT(

21)와 MDT(22)의 2개의 테이블로 대응하고, 또한, 그 등록데이터의 관리·유지를 행하는 툴인 DBMS(10)가 극히 

간소화된 소프트웨어로 구성할 수 있는 점에 특징이 있고, 종래의 DBS와는 전혀 다른 독자의 콘셉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 특징이 여하한 합리성을 가지고 실현될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이 DBS(1)에서의 카

테고리의 취급을 개념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데이터의 「등록(DP의 설정등록·메인데이터의 등록)」과 「열람(검

색·출력)」과 「변경(갱신·삭제)」, 및 「카테고리에 관한 항목의 추가·삭제」의 각 수순을 플로챠트와 각종 표시

화면을 참조하면서 순차 설명한다.

1. 카테고리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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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DBS(1)에서는, 도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취급하는 정보를 「■전자게시판」과「■전자카탈로그」와 「■회사

정보」와 「■회원관리」와 「■알림」으로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 「■전자게시판」은 클라이언트(3)가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여 공개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서 이용에 제공되

는 구분, 「■전자카탈로그」는 클라이언트(3)의 제품정보등을 카탈로그 형식으로 공개하기 위한 구분, 「■회사정

보」는 회사의 안내나 주식정보등을 공개하는 구분, 「■회원관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는

구분, 「■알림」은 이 시스템의 관리자측으로부터 통지·제공되는 정보를 주지시키기 위한 구분이지만, 이들은 예

시적인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각종 구분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DBS(1)에 대한 데이터의 등록이 진행하면, 그들 구분하에서는 각종 카테고리의 계층이 구성되고, 도 2에는 

예시적으로 그 상태가 나타나 있다.

동 도면에서 □로 나타내는 상위 카테고리는, DBS(1)의 관리자측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또는 클라이언트(3)측의 요

망이나 데이터의 등록상황 등에 따라서 마련되는 것이며, ◇로 나타내는 카테고리는 상기와 마찬가지로 DBS(1)의 관

리자 측도 설정할 수 있지만, 주로 클라이언트(3)측이 데이터의 등록수속을 행할 때에 자유롭게 선택·설정하고, 또한

그 카테고리레벨에서 DPT(21)에 대한 DP의 설정등록이 행해진다.

또한, 도 2에서는 ◇의 카테고리레벨까지밖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보다도 하위의 카테고리레벨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이 DBS(1)에서는 상기의 계층구조를 도 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데이터셀로 구성된 CLMT(19)에 의해 관리하

고 있다.

여기에, CATG_KJ(카테고리명)의 열은, 도 2의 각 구분도 카테고리레벨로 간주하고, 그들과 함께 하위에 속하는 각 

카테고리명을 각각의 행에 저장시켜 두고, CATG_NO(카테고리번호)의 열은, 카테고리식별정보로서 상기의 각 카테

고리명에 대응하는 번호를 동일 행에 저장시켜, 그 카테고리번호는 새로운 카테고리명이 추가될 때마다 순차 부여되

게 되어 있다.

또한, ROOT_CATG_NO(루트의 카테고리번호)의 열은, ■전자게시판/ ■전자카탈로그/■회사정보/■회원관리/■알

림의 각 구분을 최상위의 카테고리레벨로서 각각 1/2/3/4/5의 번호를 부여하고, 이하의 카테고리명이 그들 구분내의 

어디에 속할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PARENT_CATG_NO(친(親)카테고리 번호)의 열은, 각 카테고리명의 상위에 있는

카테고리명의 카테고리번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상기의 각 구분에 관해서는 상위의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으

므로, 그들의 PARENT_CATG_NO는 0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CLMT(19)를 참조하면, 구분 및 각 카테고리명의 계층을 확인할 수 있다.

2. 데이터의 등록수순

이 DBS(1)에서는 DPT(21)에 대한 DP의 설정등록을 전제로 하여 MDT(22)에 대한 메인데이터의 등록이 실행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3)측이 그들의 등록수순을 연속적으로 행할지 여부는 임의이지만, 시스템에서의 데이터의 등록

처리는 독립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각 등록수순을 개별로 설명한다.

(1)DP의 설정등록수순

이 등록수순은 도 4의 플로챠트로 나타낸다.

우선, 클라이언트(3)가 인터넷(2)을 통하여 DBS(1)로 접속하면, DBMS(10)는 HDD(13)로부터 회원확인용 화면데이

터(18)를 판독하여 클라이언트(3)측으로 송신하며, 클라이언트(3)에서는 그 화면의 소정개소에 ID나 패스워드를 입

력하여 DBS(1)로 송신한다(S1 ∼ S3).

DBS(1)에서는, ID나 패스워드로 회원 본인인 것을 확인하면, 그 클라이언트(3)에 시스템을 개방하고, HDD(13)로부

터 기능메뉴 화면데이터(18)를 판독하여 클라이언트(3)측으로 송신한다(S4, S5).

클라이언트(3)측에 제공된 기능메뉴화면은, 「DP의 설정」이나 「메인데이터의 등록」등의 DBS(1)가 가지는 각종 

기능을 선택하기 위한 화면이다.

그리고, 그 화면에서 「DP의 설정」메뉴가 선택되면, 초기화면으로서 구분 일람화면(하위계층으로의 안내)을 제공하

고, 클라이언트(3)측의 지시조작에 의해 구분의 하위계층에 속하는 상위카테고리의 선택화면을 제공한다(S5).

또한, 그들의 화면은 일람표시나 트리표시의 형식으로 구성되지만, 모두다 DBMS(10)가 CLMT(19)의 관리데이터에 

기초하여 생성된다.

클라이언트(3)측에서 상위카테고리에서의 「DP의 설정」이 선택되면, DBS(1)에서는 그 선택에 기초하여 DBMS(10

)가 HDD(13)의 DP설정용 화면데이터(20)를 판독하고, 그것을 클라이언트(3)측으로 송신한다(S6, S7).

여기서, DP설정용 화면데이터(20)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3)로 제공·표시되 는 화면은 도 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동 도면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그 화면에는 등록대상의 추상개념인 카테고리명의 입력란과, 그 카테고리에 관한 속성

및/또는 기능을 표상하는 각 항목명의 입력란과, 그 각 항목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표현할 때의 데이터 타입의 입력란

및 , 부가적인 메모란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동 도면에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점선으로 둘러싼 영역에는 입력가이던스가 표기되어 있다.

또, 그외의 란으로서, 표시순번의 입력란에는 미리 숫자가 기입되어 있지만, 그들은 초기값으로서 부여된 것으로서 

재기록할 수 있고, 입력스타일과 표시스타일의 란은 후에 DBS(1)측에서 부여한 스타일코드가 입력되는 란이며, 데이

터등록의 란은 그 카테고리명의 아래에 메인데이터의 등록을 행할지 여부를 선택하여 의사표시하는 란이다.

클라이언트(3)측에서는, 상기의 DP설정용 화면(도 5)가 표시되면, 등록을 희망하는 대상의 카테고리명(S5에서 선택

한 상위카테고리에 속하는 카테고리)와 각 항목명을 입력함과 동시에(필요에 따라서 표시순번의 변경도), 각 항목명

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표현할 때의 데이터타입을 입력하게 된다(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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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 데이터타입의 입력에 있어서는, 각 입력란의 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도 9(A)에 나타

내는 바와 같은 풀다운메뉴가 표시되고, 그 메뉴로부터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각 항목명과 그 데이터타입을 입력하여 하란의 「다음으로 진행한다 」버튼을 클릭하면, 상기의 입력가이던

스의 표기영역에, 지정된 데이터타입에 따라서 최대문자수와 단위와 범위지정과 검색지정(검색의 대상으로 할지 여

부의 지정)과 일람표시(일람표시의 대상으로 할지 여부의 지정)의 입력란이 개별로 표시된다.

예컨대, 상위카테고리를 「애완동물」로서 선택하고 있고, 카테고리명이 「개(犬)」인 경우에는 도 6에 나타내는 바

와 같이, 항목명으로서 종류/연령/체중/키/암수/특기/호물(好物)/혈통서/사육주/사진이 입력된 것으로 가정하고, 그들

의 각 항목의 실체적 내용을 표현할 때의 데이터타입으로서, 각각 문자형/숫자형/숫자형/숫자형/문자형/문자형/문자

형/문자형/문자형/화상형이 설정되면, 문자형에 대해서는 최대 문자수의 열에 도 9(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풀다운

메뉴를 표시시키는 것이 가능한 입력란이 표시되고, 숫자형에 대해서는 그것이 반각 64문자 이내라고 간주하여, 최대

문자수의 열을 블랭크로 하는 대신에 단위와 범위지정의 입력란이 표시되며, 화상형에 대해서는 최대 문자수·단위

·범위지정의 정의가 필요가 없으므로 모두 블랭크로 된다. 또한, 범위지정에 대해서는 도 9(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풀다운메뉴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3)측에서는 최대문자수와 단위와 범위지정과 검색지정과 일람표시의 열에 마련된 입력란에 필요

한 입력을 행하지만, 문자형에 대하여 무제한을 선택한 때에는 대개의 기준으로서의 행수 x 열수의 입력란이 표시되

어, 그 란에도 입력된다.

도 6에 나타내는 화면은, 상기의 카테고리명:[개(犬)]에 관한 DP설정용 화면으로의 입력이 완료한 상태이다.

한편, 도 7과 도 8의 2페이지분의 화면은, 상위 카테고리로서 [전기통신단말]을 선택하고, 카테고리명을 [일반전화기

]로 한 경우의 DP설정용 화면으로의 입력이 완료한 상태이며, 카테고리명:[개(犬)]의 경우보다도 항목명의 수가 많

지만, 동일한 수순을 거쳐 입력된 것이다.

이 경우, 항목명이 인정 연월일의 데이터타입으로서 날짜형이 선택되어 있지만, 그 선택에 기초하여 최대문자수의 열

에는 도 9(D)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풀다운메뉴를 표시하는 입력란이, 또한 범위지정의 열에 상기의 도 9(C)에 풀다

운메뉴를 표시하는 입력란이 표시되어, 각각에 필요로 하는 입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상기의 각 카테고리명에 관한 DP설정용 화면(도 6 ∼ 도 8)에서는, 도 9(A)에 나타나 있는 데이터타입 내의 Plu

gin/음성형/E-mail/URL링크/다운로드/패스워드/시스템 간의 링크가 선택되어 있지 않다.

「Plugin」은 동화상데이터를, 「음성형」은 음성데이터를, 「E-mail」은 전자메일의 데이터를, 「URL링크」는 인

터넷(2)상의 홈페이지의 데이터를, 「다운로드」는 인터넷(2)이나 LAN(Local area network)으로부터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패스워드」는 등록한 실체적 내용을 열람할 때에 이용하는 패스워드를, 「System 간 링크」는 다른 시

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취입하는 경우를 예정한 것이고, 상기의 화상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후에 메

인데이터의 실체적 내용을 등록할 때에 독자의 위저드(wizard, 마법사)나 특수한 표기형식(패스워드로는 ****의 형식

)이 필요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하여, 클라이언트(3)측에서 DP설정용 화면에 대한 입력이 완료 하면, 내용갱신 버튼을 클릭하여 DBS(1)

로 송신한다(S8).

한편, DBMS(10)에서는 클라이언트(3)측으로부터의 설정 데이터를 수신하면, 그 카테고리명을 CLMT(19)의 CATG_

KJ에 등록하고, 또한 CATG_NO에 시리얼번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ROOT_CATG_NO과 PARENT_CATG_NO에도 

각각의 상응번호를 부여하여 저장시킨다(S10).

예컨대, 상기 사례(도 6의 DP설정)와 같이, 카테고리명이 [개(犬)]이고, 그것이 동 카테고리명에 관한 최초의 등록이

었던 경우에 대하여 보면, 도 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CATG_KJ에는 [개(犬)]로서 등록되고, CATG_NO에는 시리얼

번호로서의 「16」이 저장되고, ROOT_CATG_NO에는 「■전자게시판」의 구분에서의 등록에 해당하므로 「1」이

저장되고, PARENT_CATG_NO에는 상위 카테고리가 「애완동물」이었므로 그 CATG_NO에 상당하는「15」가 저

장되게 된다.

또한, 도 7 및 도 8의 DP설정과 같이, 카테고리명이 「일반전화기」에 관한 최초의 등록이었던 경우에 관해서는, CA

TG_NO에는 시리얼 번호로서의 「18」이 저장되고, ROOT_CATG_NO에는 「■전자카탈로그」의 구분에서의 등록

에 해당하므로 「2」가 저장되며, PARENT_CATG_NO에는 상위 카테고리가 「전기통신단말」이었으므로 그 CAT

G_NO에 상당하는 「11」이 저장되게 된다.

또, CLMT(19)의 CATG_KJ에 있어서, 이미 동일한 카테고리명이 존재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우에도, DP설정등록의 

요구가 있다면 CATG_NO를 부여하여 등록하게 되지만, 그 등록카테고리명은 「개(犬)·그 1」이라고 하는 바와 같

이, 먼저의 「개(犬)」와는 구별되는 이름으로 등록된다 (도 3의 CATG_NO; 21을 참조).

다음으로, DBMS(10)는 수신한 DP설정 데이터를 DPT(21)에 저장시켜 등록한다(S12).

그 DPT(21)에 대한 등록방식은 도 10에 나타낸다.

우선, DPT(21)는 데이터셀로 구성된 테이블이고, DBMS(10)는 제1열째를 상기의 PARENT_CATG_NO의 저장용으

로, 제2열째를 상기의 CATG_NO의 저장용으로, 제3열째 이하를 상기의 DP설정 데이터의 [항목명과 표시순번·데

이터타입·데이터사이즈·단위·범위지정·검색지정·일람표시]의 저장용으로 각각 할당되어 있다.

또한, 이 실시형태에서는 DPT(21)에서의 제3 열째 이하의 데이터셀 번호를 (1)에서 오름순(昇順)으로 부여하는 것으

로 하고 있다.

또,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 [표시순번·데이터타입·데이터사이즈·단위·범위지정·검색지정·일람표시]를 총칭

하는 경우에는 「항목데이터 속성 등」이라고 하며, 그들 내의 [데이터타입·데이터사이즈·단위·범위지정]만을 

총칭하는 경우에는 「항목데이터 속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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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10)는 상기의 할당기준에 기초하여, 먼저 CLMT(19)로 저장한 PARENT_CATG_NO와 CATG_NO의 각 번호

와 함께, 수신한 DP설정데이터의 [항목명과 항목데이터 속성 등]을 각 데이터셀에 행단위로 저장해간다(S12).

그 결과, 수신한 설정 데이터가 카테고리명[개(犬)]나 카테고리명[일반전화기]라면, 도 10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바와 같은 태양으로 등록되는 것에 의해, 그 등록형식은 다른 모든 카테고리명에 관해서도 동일하며, 항상 하나의 카

테고리명의 DP설정 데이터는 DPT(21)의 1행에 등록된다.

그리고, DPT(21)의 각 행의 등록데이터는, PARENT_CATG_NO와 CATG_NO에 의해 CLMT(19)의 CATG_KJ에 등

록되어 있는 구분이나 상위 카테고리명이나 카테고리명에 대응되어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등록요구가 있던 카테고리명이 이미 CLMT(19)에 존재하고, 그 DP설정데이터가 DPT(21)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 카테고리명에 관한 등록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 DBS(1)에서는 [항목명과 항목데이터 속성등]이 동일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독립한 개별의 등

록처리를 행하지만, 카테고리명이 동일하므로, 뒤의 등록요구에 관한 카테고리명에는 「그 1」, 「그 2」…와 같이 

식별어를 부가하여 CLMT(19)의 CATG_KJ에 저장시킨다. 예컨대, 도 3의 CLMT(19)에서 CATG_NO가 「16」의 C

ATG_KJ: [개(犬)]와 CATG_NO가 「21」의 CATG_KJ:「개(犬)·그 1」가 병존하고 있고, CATG_KJ:「일반 도서(

圖書)」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례가 있는 것은 상기 처리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들의 경우에 있어서 [항목명과 항목데이터 속성 등]이 모두 동일하거나, 공통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정보를 

CLMT(19)의 부가정보란(도 3의 CATG_KJ보다 뒤의 열)에 저장시켜 두고, 후(後)의 일람표시나 검색수순으로 이용

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DBS(1)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처리방식을 채용하고 있지만, 하나의 카테고리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록밖

에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방식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2)메인데이터의 등록수순

이 메인데이터의 등록수순은 도 11의 플로챠트에 나타낸다.

상기의 DPT(21)로의 등록데이터는 등록대상의 실체적 데이터가 아니고, 「카테고리명」과 「그 속성 및/또는 기능

의 항목명」및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표현하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가상화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상화된 데이터이므로, 이 등록수순으로 메인데이터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등록할 때에 극히 합리적

으로 기능한다.

우선, 메인데이터의 등록에 있어서도 클라이언트(3)측이 인터넷(2)을 통하여 DBS(1)로 접속하면, 상기의 「DP의 설

정」의 경우와 동일한 수순을 거쳐 기능 메뉴화면(18)이 제공되지만, 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3)가 동 화면으로부터 

「메인데이터의 등록」메뉴를 선택한다(S21 ∼S25).

그리고, 이 경우에도 DBS(1)는 상기의 기능메뉴의 선택에 기초하여 구분일람화면을 초기화면으로서 제공하지만, 클

라이언트(3)측에 의한 동 화면으로부터의 지시조작에 의해, 구분→상위카테고리→카테고리와 순차 하위계층으로 이

행하여 각 레벨에서의 일람표시화면 또는 트리표시화면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카테고리의 선택화면을 클라이언트(

3)측에 표시시킨다(S25).

즉, 클라이언트(3)측은 금회의 등록대상에 관한 구분과 상위 카테고리를 순차 지정하고, 상기의 DP의 설정등록수순

으로 등록되어 있는 카테고리로부터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

카테고리의 선택 데이터와 메인데이터의 등록요구를 수신한 DBS(1)에서는 DBMS(10)가 선택된 카테고리에 관한 실

체적 내용의 등록용 화면 데이터를 생성하여 클라이언트(3)측으로 송신한다(S26, S27).

그 등록용 화면은, 예컨대 카테고리명[개(犬)]라면 도 1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것이고, 또한 카테고리명[일반전화기

]라면 도 13 및 도 1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것이지만, 송신되는 등록용 화면에서는 코드번호 이외의 입력란이 블랭

크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용 화면은, 각 도면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카테고리명을 특정한 등록데이터의 입력화면인 것을 나

타내는 표제와, 코드번호의 표시란과, 등록대상의 타이틀명의 입력란과, 각 항목명과 그것에 대응시킨 각 항목에 대한

실체적 내용의 입력란을 배치구성한 것이다.

여기서, 송신되는 등록용 화면 데이터는 DBMS(10)가 선택된 카테고리명을 키로 하여 CLMT(19)(도 3)의 CATG_KJ

를 검색하고, 해당 카테고리명에 대응한 CATG_NO를 키로 하여 DPT(21)(도 10)의 CATG_NO를 검색하며, DPT(21

)에 있어서 동일 번호에 해당한 행방향의 각 데이터셀에 저장되어 있는 [항목명과 항목 데이터 속성]에 기초하여 표

시방법을 생성하는 것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

이것은, 카테고리명[개(犬)]에 대해서는 도 6과 도 10과 도 12를, 카테고리명[일반전화기]에 대해서는 도 7·도 8과 

도 10과 도 13·도 14를 대조시켜 보면 명백한 바와 같이, 등록용 화면의 각 항목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입력란은 D

PT(21)의 항목데이터 속성에 대응한 사이즈나 단위나 입력방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클라이언트(3)측에서 등록대

상의 실체적내용을 입력할 때에 이해하기 쉬운 화면을 제 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DBMS(10)는 후에 수신하는 등록대상의 실체적 내용을 MDT(22)에 저장시키기 위한 준비를 행한다(S28).

즉, 뒤에 수신하는 등록대상의 실체적 내용이 등록될 행방향의 데이터셀의 용량을 미리 확보해두기 때문에, DPT(21)

의 당해 카테고리명에 관한 각 항목의 데이터타입과 최대문자수에 기초하여 MDT(22)의 대응한 데이터셀의 용량을 

순차 설정해둔다.

그리고, 클라이언트(3)측에서는 상기의 등록용화면의 입력란에 대하여, 도 12(카테고리명[개(犬)]의 경우)나 도 13·

도 14(카테고리명[일반전화기]의 경우)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타이틀명과 각 항목명에 관한 소망하는 실체적 내용을

입력하고, 하란에 마련된 「등록처리」의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입력데이터를 DBS(1)측으로 송신한다(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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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항목명이 사진이며 데이터타입이 화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용 화면의 입력란의 횡으로 화상등록의 

버튼이 표시되고, 그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화상데이터의 입력을 지시하는 위저드가 기동하여, 그 지시에 따라서 

화상데이터를 등록데이터로서 입력하게 된다.

이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데이터타입이 Plugin/음성형/다운로드/System 간 링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

하며, 각각의 위저드에 기초하여 데이터의 입력이 실행된다.

한편, 상기의 등록데이터를 수신한 DBS(1)측에서는 DBMS(10)가 해당 카테고 리명에 관한 CATG_NO와 타이틀명과

코드번호와 각 항목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MDT(22)의 각 데이터셀에 행단위로 저장시켜 등록한다(S30, S31).

이 MDT(22)에 대한 데이터의 등록방식은 도 15에 나타낸다.

우선, MDT(22)는 데이터셀로 구성된 테이블이고, DBMS(10)는 제1열째를 행번호로, 제2열째를 CATG_NO의 저장

용으로, 제3열째를 타이틀명의 저장용으로, 제4열째를 코드번호의 저장용으로, 제5열째 이후를 각 항목명에 관한 실

체적 내용의 저장용으로 각각 할당하고 있다. 또한, 이 실시형태에서는 제5열째 이후의 데이터셀 번호를 (1)로부터 오

름순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DBMS(10)는 MDT(22)에서의 DPT(21)의 데이터셀번호와 동일번호의 데이터셀에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순차 저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상기의 카테고리명[개(犬)]이며 타이틀명[호박]의 등록데이터라면, 도 15의 No.148의 행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CATG_NO의 열의 데이터셀에는 미리[개(犬)]의 카테고리번호인 「16」이 저장되어 있고, 타이틀명의 열

의 데이터셀에 [호박]이, 오름순으로 데이터셀 번호가 부여된 각 데이터셀에 종류/연령/체중/키…의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이 저장되고, 카테고리명[일반전화기]이며 타이틀명[T-3360 전화기]의 등록데이터에 대해서도, No.28

7의 행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각 데이터가 저장된다.

또한, 각 데이터셀의 용량은, 미리 상기의 스텝(S28)의 수순으로 각 실체적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예컨대 도 15의 타이틀명[T-3360 전화기]에 관한 No.287의 행의 데이 터셀번호(4)에는, 「IMAGE FILE No.

43」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이것은 DP설정용 화면(도 7)과 DPT(21)의 구성(도 10)과 등록용 화면(도 1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상기의 No.287

의 행의 데이터셀 번호(4)는 본래적으로 데이터타입이 화상형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진의 이미지데이터가 저장되도록

하며, 클라이언트(3)측은 도 13의 등록용 화면에 있어서 「화상등록」의 버튼을 클릭하여, 기동한 화상등록용의 위저

드에 따라 이미지데이터를 등록한 것이지만, DBMS(10)가 그 이미지파일을 파일·서버(14)측의 HDD(14a)에 저장시

키고, MDT(22)의 상기 데이터셀에는 그 파일·서버(14)측의 어드레스인 「IMAGE FILE No.43」을 등록하였기 때

문이다.

즉, 이 실시형태의 DBS(1)에서는 MDT(22)의 각 데이터셀에 저장되는 데이터량에 큰 언발란스가 생기는 것을 피하

기 위해, 데이터타입이 화상형이나 Plugin/음성형/다운로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데이터를 파일·서버(14)

측에 파일로서 저장하고, MDT(22)의 당해 데이터셀에는 그 파일번호만을 등록해두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이 실시형태의 DBS(1)는, 도 1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개(犬)]나 [일반전화기] 외에 다양한 카테고

리에 관한 등록대상을 MDT(22)에 등록시키지만, MDT(22)의 각 데이터셀에 저장된 실체적 내용은 그 각 데이터셀과

동일번호의 DPT(21)의 각 데이터셀에 저장된 항목데이터 속성에 대응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실시형태의 DBS(1)에 있어서는 도 1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단일 테이블인 MDT(22)가 모든 카테고리에

속하는 등록대상의 각 실체적 내용을 등록 시키고 있는 점 및, MDT(22)의 각 실체적 내용에 대하여, DPT(21)가 [항

목명과 그 항목데이터 속성 등]이라고 하는 가상화된 형식으로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 실시형태의 DBS(1)는 그들 특징에 의해 테이블 구조가 극히 간소화되어 있고, 또한 후술하는 「데이터 열람(검색

·출력)」·「데이터의 변경(갱신·삭제)」·「카테고리에 관한 항목의 변경」의 각 수순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

램을 매우 간단한 것으로 할 수 있다.

3. 데이터의 열람(검색·출력)수순

우선, 이 실시형태의 DBS(1)에서는 클라이언트(3)측이 DBS(1)측으로부터 제공되는 구분일람표나 각종 화면중에서 

적당한 선택을 행하여, 도 1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상위 카테고리 일람표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데이터의 

열람은 그 성질상 널리 일반으로 공개되는 것이고, 당연히 클라이언트(3)측이 회원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상기의 등

록수순에 있는 회원확인화면의 송신이나 ID·패스워드의 입력수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상위 카테고리 일람표의 화면은, CLMT(19)의 각 카테고리명에 대하여 DBS(1)의 관리자가 부여한 상위 카테고리

명 또는 정보구분에 기초하여, 그 하위분류의 유무와, 하위분류의 일람 데이터를 볼지 여부의 선택란 및, 각각의 상위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등록데이터의 개요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컨대 그 화면에서 상위 카테고리명이 [애완동물]에 대한 「일람 데이터」를 보기를 선택하면, 도 17에 나

타내는 바와 같은 트리표시방식에서의 일 람표시화면이 제공된다.

이들의 표시화면은, DBMS(10)가 CLMT(19)와 DPT(21)를 참조하여, 소정의 표시방법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도 17의 트리표시화면에서 「개(犬)의 일람데이터를 본다」가 선택된 경우에서의 검색수순부터 설명

한다.

그 검색수순은 도 18의 플로챠트에 나타낸다.

상기 선택이 이루어지면, DBMS(10)는 카테고리지정의 데이터 일람표시 프로그램을 기동시키고(S41, S42), CLMT(

19)의 CATG_KJ를 검색하여 [개(犬)]에 해당하는 CATG_NO; 「16」을 확인한다(S43).

다음으로, DBMS(10)는 DPT(21)(도 10)의 제2열째(CATG_NO의 열)을 검색하고, 상기의 번호「16」에 해당하는 

행방향의 설정데이터를 판독하여, 바로 그것을 메세지로 한 표시방법을 생성시켜 카테고리 [개(犬)]의 데이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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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레이아웃 데이터를 생성한다(S44).

이어서, DBMS(10)는 MDT(22)(도 15)의 제2열째(CATG_NO의 열)을 검색하고, 상기의 번호 「16」에 해당하는 모

든 행방향의 등록데이터를 판독하며, 먼저 생성한 레이아웃데이터의 각 소정부분에 판독한 데이터를 기록하여 표시

화면 데이터를 작성한다(S45).

그 경우, 도 10의 DPT(21)에 있어서 CATG_NO가 「16」인 행방향의 설정데이터와, 도 15의 MDT(22)에 있어서 C

ATG_NO가 「16」으로 되어 있는 각 행방향의 등록데이터를 대조시키면 명백한 바와 같이, 카테고리명에 관해서는 

CATG_NO: 「16」 으로 대응되어 있음과 동시에, DPT(21)측의 각각의 [항목명과 항목데이터 속성 등]과 MDT(22)

측의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은 양쪽의 테이블에서의 데이터셀번호 끼리로 대응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의 표시

화면 데이터의 작성프로그램은 극히 간단한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작성된 표시화면 데이터는 클라이언트(3)측으로 송신되고, 클라이언트(3)측에서 도 1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카테고리[개(犬)]의 데이터 일람표로서 표시된다(S46).

또한, 도 19의 일람표에 있어서 「특기」와 「호물(好物)」과 「사진」의 항목열에 대하여 각각 「별창(別窓)표시」

로 되어 있는 것은, DPT(21)에서의 그들의 항목 데이터속성이 큰 데이터량인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일람표의 경우에

는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영역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기의 설명에서는 카테고리명을 「개(犬)」로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DP의 설정등록에 있어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의 카테고리명과 동일한 후(後)의 등록요구에 관한 카테고리명에는 「그 1」, 「그 2」…와 같이 식별

어를 부가하여 CLMT(19)의 CATG_KJ에 등록함과 동시에, [항목명과 항목데이터 속성등]이 전부 동일하거나, 공통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정보를 부가정보란에 저장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연히 식별어를 부가한 카테고리명에 

대해서도 메인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다.

이 DBS(1)에서는 카테고리[개(犬)]의 데이터 일람표를 표시시키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카테고리명이 다른 [개(犬)

]와 [개(犬)·그 1]과는 다른 일람표로서 표시시키는 것으로 되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부가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때

에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카테고리[개(犬)]의 데이터 일람표 중에 [개(犬)·그 1]에 관한 등록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끼워넣어 표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이 DBS(1)에서는 상기의 카테고리[개(犬)]의 데이터 일람표에 있어서 언더라인이 가해져 있는 개별의 각 

타이틀명이나 각 별창표시의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공·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개별의 타이틀명 부분을 클릭하여 열람요구를 행하면, 그 타이틀명의 등록사항을 검색하고, 모든 실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회답화면을 표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기의 카테고리[개(犬)]의 데이터 일람표에서 타이틀명 「호박(琥珀)」을 지정한 열람요구가 있었

던 경우에서의 회답화면을 얻기까지의 수순을, 도 20의 플로챠트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우선, 도 19에 나타내는 화면에서 타이틀명 「호박」을 지정한 클릭이 행해지면, DBMS(10)는 검색데이터의 내용표

시 프로그램을 기동시킨다(S51, S52).

그리고, DBMS(10)는 그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상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CLMT(19)(도 3)의 CATG_KJ를 검색하여 [

개(犬)]에 해당하는 CATG_NO; 「16」을 확인한다(S53).

또한, DPT(21)(도 10)의 CATG_NO를 검색하고, CATG_NO; 「16」에 해당하는 행방향의 설정데이터를 판독하고, 

바로 그것을 메세지로 한 표시방법을 생성시켜 카테고리[개(犬)]에 관한 회답화면의 레이아웃 데이터를 생성한다(S5

4).

이 경우, 레이아웃 데이터는 DPT(21)(도 10)의 카테고리명[개(犬)]에 관한 데이터셀(1) ∼ (11)에 저장되어 있는 항

목 데이터 속성 등에 기초하여 생성된 것이지만, 각 항목 데이터 속성 등은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표시순서

와 그 표현방식을 데이터로서 부여하고, 상기 프로그램은 그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레이아웃설계를 실

행할 뿐이다.

다음으로, DBMS(10)는 MDT(22)(도 15)의 CATG_NO의 열과 타이틀명의 열을 검색하고, CATG_NO가 「16」이며

타이틀명이 「호박」으로 되어 있는 행방향 데이터를 판독하고, 먼저 생성한 레이아웃 화면데이터의 각 소정부분에 

판독한 데이터를 기록하여 회답화면 데이터를 작성한다(S55).

그리고, DBMS(10)는 그 회답화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3)측으로 송신하지만, 클라이언트(3)측에서는 도 21에 나타

내는 바와 같은 회답화면으로서 표시되고, 열람요구에 관한 「호박이라고 하는 이름의 개」의 실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S56).

그런데, 상기의 레이아웃설계의 프로그램은 각 항목명에 관한 항목 데이터 속성 등을 메세지로서 적응적으로 레이아

웃 방법을 생성시키는 것이고, 미리 개별의 카테고리명에 대응시킨 프로그램이 작성·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레이아웃 데이터에 대한 각 항목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기록에 대해서도, 상기의 데이터 일람표를 표시시키는 경

우와 마찬가지로, DPT(21)(도 10)측의 각각의 [항목명과 항목 데이터 속성등]과 MDT(22)(도 15)측의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이 데이터셀 번호끼리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간단한 프로그램의 기술로 실행시키는 것이 가

능하다.

따라서, 이 열람요구에 기초하는 회답화면의 생성프로그램은 카테고리명을 불문하는 하나의 범용적 프로그램으로서 

주어져 있지만, 다른 카테고리명에 대해서 각각 적응적인 표시방법을 자동적으로 생성시키는 것이다.

또한, 도시하고 있지 않지만, 카테고리명[일반전화기]에 대한 데이터 일람표에서 타이틀명「T-3360 전화기」를 지

정한 열람요구가 있으면, 상기와 동일한 수순으로 카테고리명 [일반전화기]에 관한 표시 방법이 적응적으로 생성되

고, 클라이언트(3)측에는 도 2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회답화면이 제공되게 된다.

다음으로, 일반의 DBS에 있어서도 많이 이용되는 검색으로서, 카테고리명의 지정과 다른 조건의 지정을 따른 검색(

이하, 「조건검색」이라고 함)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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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카테고리명 [개(犬)]가 지정된 것으로 하여, 그 조건검색수순을 도 23의 플로챠트에 나타낸다.

우선, 도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실시형태에서는 옵션으로서 조건검색을 지정할 수 있는 화면이 있고, 클라이언트(3)

측이 동 화면에서 조건검색을 요구하면, DBMS(10)는 그것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동시킨다(S61, S62).

그리고, DBMS(10)는 그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상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CLMT(19)(도 3)의 CATG_KJ를 검색하여 [

개(犬)]에 해당하는 CATG_NO; 「16」을 확인한다(S63).

또한, DPT(21)(도 10)의 그 CATG_NO; 「16」에 관한 행방향의 설정 데이터를 메세지로 한 표시방법에 의해 도 24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조건 설정용 화면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것을 클라이언트(3)측으로 송신한다(S64).

상기 화면의 제공을 받은 클라이언트(3)측에서는 도 24의 화면의 입력란에서 각종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동 도면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항목명[연령]에 대하여 2세 이상이며 4세 이하의 조건과, 항목명[체중]에 대

하여 15Kg이상이며 35Kg 이하의 조건을 지정한 것으로 한다.

그리고, 「검색개시」버튼을 클릭하여 지시를 주면, 그 검색조건 데이터가 DBS(1)측으로 송신된다(S65).

상기 검색조건 데이터를 수신한 DBS(1)측에서는 우선, DBMS(10)가 MDT(22)(도 15)에서의 상기의 CATG_NO; 「

16」에 해당하는 행방향의 데이터셀을 모집단(母集團)으로서 추출한다(S67).

또한, DPT(21)(도 10)에서의 CATG_NO; 「16」의 행방향의 데이터셀(1) ∼(11)에는 항목명이 저장되어 있지만, 상

기의 지정조건에 관한 항목명인 [연령]과 [체중]에 상당하는 데이터셀 번호를 확인한다(S68).

이 경우에는 도 10으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그 데이터셀 번호는 (2)와 (3)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DBMS(10)는 상기에 추출한 모집단에서의 행방향의 데이터셀의 내, 확인된 상기 번호(2), (3)에 대응한 데

이터셀번호에 관한 열방향의 데이터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하여 상기 검색조건을 적용한다(S69).

즉, MDT(22)(도 15)에서의 카테고리명 [개(犬)](CATG_NO가 「16」)에 관한 행방향의 데이터셀의 내, 확인된 데이

터셀 번호의 데이터에 대하여 상기 검색조건 을 적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CATG_NO가 「16」이며

데이터셀번호가 (2), (3)인 열방향의 각 숫자 Y, W에 대하여 2≤Y ≤4, 15≤W ≤35의 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DBMS(10)는 상기의 검색조건을 만족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행방향의 데이터를 추출하고(S70), 또한 DPT(2

1)(도 10)의 CATG_NO; 「16」에 관한 행방향의 설정데이터를 메세지로 하여 조건검색에 의한 일람표의 화면데이

터를 생성하고(S71), 검색에 의해 추출한 각 행방향의 데이터를 기록하여, 그 기록 후의 화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3)

측으로 송신한다(S72, S73).

그 결과, 클라이언트(3)측에서는 도 2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조건검색에 의한 일람표가 표시되지만, 그들의 일람데

이터는 도 19에서의 항목명:[연령], [체중]의 실체적 내용에 상기의 검색조건을 적용하여 얻어진 것이다.

또한, 도 25의 일람표 화면에 있어서도, 도 19의 일람표의 경우와 동일하게 언더라인이 가해지고 있는 개별의 각 타

이틀명이나 각 별창표시의 부분을 클릭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4. 데이터의 변경(갱신·삭제)수순

클라이언트(3)측에서는, DBS(1)의 MDT(22)(도 15)에 등록한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등

록한 제품 등의 사양이 변화하고, 특정의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재기록하거나 소거하거나 할 필요가 생긴다.

그와 같은 경우에 이 실시형태의 DBS(1)에서는, 도시하고 있지 않지만 클라이언트(3)측으로부터 타이틀명 또는 코드

번호를 지정한 요구에 따라서 도 12 ∼ 도 14에 나타낸 데이터의 등록·갱신·삭제화면을 송신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상기한 바와 같은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3)측은 그 화면의 제공을 받아서, 필요한 정정이나 삭

제를 행한 후, 하란(下欄)에 마련된 「이 페이지의 갱신」버튼을 클릭하면 그 변경 후의 데이터가 DBS(1)측으로 송신

된다.

그렇게 하면, DBS(1)측의 DBMS(10)는 MDT(22)(도 15)의 당해 타이틀명에 관한 등록데이터를 갱신대상으로서 설

정하고, 상기 변경후의 데이터로 오버라이트하여 등록데이터를 재기록한다.

그 경우, DBMS(10)는 DPT(21)에서의 당해 타이틀명을 포함하는 카테고리명의 행방향의 각 데이터셀과, MDT(22)

에서의 그 카테고리명과 당해 타이틀명의 행방향의 각 데이터셀과의 대응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변경을 허가하게 된

다.

이 DBS(1)에 있어서는, 상기의 등록데이터의 재기록이 시스템 상에서 다른 등록데이터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는 일이

없으며, 프로그램의 변경의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5. 카테고리에 관한 항목의 변경수순

등록완료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현실의 사물이나 사상에 관한 기능이나 속성이 변화한 경우에, 클라이언트(3)측으로

부터 항목 변경의 요망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 DBS(1)측에서는 그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상기 4에서는 MDT(22)(도 15)의 데이터셀(1), (2), (3) …에 저장되어 있는 실체적 내용의 변경에 지나지 않기 때문

에 클라이언트(3)측에서 임의로 실행할 수 있었지만, 카테고리의 항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것이 DPT(21)(도 10)의 

변경으로 되어 DBS(1)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DBS(1)측의 관리용 퍼스널컴퓨터(15)에 의

해 관리자가 행하게 된다.

즉, DPT(21)(도 10)측의 각 항목명에 관한 데이터셀과 MDT(22)(도 15)측의 각 실체적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

터셀과는 데이터셀번호로 대응되어 있고, 그 대응관계가 상실되면, 항목을 변경한 카테고리의 등록대상에 대하여 잘

못된 입력·보존·검색·출력이 행해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항목의 변경의 태양으로서는, a.「항목명의 변경」, b.「항목의 추가」및 c.「항목의 삭제」를 상정할 수 있

다.

a. 「항목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름의 변경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복수의 클라

이언트(3)가 하나의 카테고리명에 데이터를 등록하고 있는 경우에, MDT(22)(도 15)측의 당해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내에서 어긋남을 발생시키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지만,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인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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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상기의 어긋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b.「항목의 추가」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많다.

또, 특정의 클라이언트(3)만이 하나의 카테고리명에 데이터를 등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목명의 변경을 인정하는 것

에 하등 지장은 없다.

b. 「항목의 추가」에 대해서는, DPT(21)(도 10)의 해당하는 카테고리명에 대하여 추가된 항목명과 그 항목 데이터 

속성등을 설정등록해두고, 신규의 등록대 상분으로부터 DPT(21)(도 10)의 설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체적 내용을 M

DT(22)(도 15)로 등록하면 된다.

그 경우, 그 이전에 등록된 실체적 내용은 추가된 항목에 대하여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지만, 검색회답 등에 

대해서는 그 항목명의 실체적 내용에 상당하는 영역을 블랭크표시시키면 충분하다.

c. 「항목의 삭제」에 대해서는, DPT(21)(도 10)의 당해 항목명과 그 항목데이터 속성 등을 삭제하고, 또한 MDT(22

)(도 15)의 대응하는 열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된다.

그 경우, 특정의 클라이언트(3)만이 하나의 카테고리명에 데이터를 등록하고 있으며, 그 클라이언트(3)의 요망에 따

르는 경우라면, 그대로 인정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클라이언트(3)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안되는 것

으로 된다.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3)에 있어서는 검색회답 등에서 실체적내용이 출력될지 여부가 문제이고, DPT(21)(도 10)

측의 항목의 삭제가 아니라, MDT(22)(도 15)측의 그 항목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삭제에 따라 대응하면, 요망에 대하

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얻어진다. 검색회답등에서는 항목명이 남지만, 그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이 블랭크

표시될 뿐이다.

이상과 같이, 이 실시형태의 DBS(1)에서는 카테고리에 관한 항목의 변경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한 변

경이 있더라도 다른 카테고리에 관한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프로그램면에서의 재편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큰 이점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모든 카테고리의 사상이나 사물을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한 DBS에 적용할 수 있고, 극히 간소

화된 테이블 구조밖에 가지지 않으며, 또한 등록대상의 데이터의 내용을 불문하고 각 기능마다 범용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해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획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의해, 종래의 RDB나 OODB나 ORDB와 비교하여, 테이블 구성의 간소화와 프로그램량의 대폭적인 축소를 실

현할 수 있어, DBS의 구축에 요하는 코스트를 대폭적으로 저감화한다. 또한, 데이터나 항목의 변경에 대하여 극히 유

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종래의 DBS에서 팽대한 시간과 노력을 요한 프로그램의 변경도 불필요하며, 시스템의 운용

·유지코스트도 대폭적으로 저감화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은 온라인·DBS로서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측으로부터의 네트웍을 통한 데이터의 등록·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극히 유효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등록대상(사상 또는 사물)의 추상개념인 카테고리명과 그 계층을 데이터 사전 파일로 관리하면서, 각 등록사상의 카

테고리명과 개별의 타이틀명과 그 실체적 내용을 등록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셀로 구성된 제1 테이블과 제2 테이블을 마련하고,

상기 제1 테이블에는 특정예의 데이터셀에 상기 데이터사전 파일로 부여된 카테고리 식별정보를 저장시킴과 동시에,

그 카테고리 식별정보가 저장된 행에 속하는 다른 각 데이터셀에 그 카테고리에 관한 속성 및/또는 기능을 표상하는 

각 항목에 관한 항목명과 그 항목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표현할 때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하, 「항목 데이터

속성」이라고 함)을 저장시키고,

상기 제2 테이블에는, 특정의 2열의 각 데이터셀에 카테고리 식별정보와 타이틀명을 저장시킴과 동시에, 그 카테고리

식별정보와 타이틀명이 저장된 행에 속하는 다른 각 데이터셀에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항목명에 관하여 

상기 제1 테이블에서의 항목명과 항목데이터 속성을 저장한 각 데이터셀의 행방향 순서와 동일 순서로 되도록 저장

시키는 것으로 하며,

등록대상에 관한 데이터의 입력·보존·검색·출력을 위한 각 방법을, 상기 제1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생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등록대상의 추상개념인 카테고리명의 입력란, 상기 카테고리에 관한 속성 및/또는 기능을 표상하는 각 항목명의 입력

란 및, 상기 항목명에 관한 항목 데이터 속성을 각 항목 별로 정의하기 위한 입력란을 배치시킨 제1 등록용 화면을 저

장한 제1 기억수단과,

상기 제1 기억수단의 제1 등록용 화면을 판독하여 표시하는 제1 표시수단과,

데이터셀로 구성된 제1 테이블과,

상기 제1 테이블의 특정예의 데이터셀을 상기 데이터사전 파일로 부여된 카테고리 식별정보의 저장영역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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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의 각 데이터셀을 항목명과 항목 데이터 속성의 저장영역으로서 할당하여, 상기 제1 등록용 화면의 각 입력란

에 대한 입력에 기초하여, 행단위로 상기의 카테고리 식별정보와 항목명과 항목 데이터 속성을 등록하는 제1 등록수

단과,

상기 제1 테이블의 당해 카테고리명에 관한 행방향 데이터에 기초하여 표시방법을 생성하고, 등록대상에 관한 타이

틀명의 입력란, 각 항목명의 표시란 및,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입력란을 배치한 제2 등록용 화면을 표시시

키는 제2 표시수단과,

데이터셀로 구성된 제2 테이블과,

상기 제2 테이블에서의 특정의 2열의 각 데이터셀을 각각 카테고리 식별정보와 타이틀명의 저장영역으로 하고, 다른 

예의 각 데이터셀을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저장영역으로 하여 할당하고, 상기 제2 등록용 화면의 각 입력란에 

대한 입력에 기초하여, 행단위로 카테고리 식별정보와 타이틀명과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저장하고, 그 저

장에 있어서는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이 저장되는 각 데이터셀의 행방향 순서가 항목명에 관하여 상기 제1 테

이블에서의 항목명과 항목 데이터 속성을 저장한 각 데이터셀의 행방향 순서와 동일 순서로 되도록 설정하는 제2 등

록수단과,

각종 조건에서의 문의가 있었던 경우에, 상기 데이터사전 파일로부터 대응되는 상기 제1 테이블의 등록데이터에 기

초하여, 그 문의조건에 따른 상기 제2 테이블에 대한 억세스방법와 그 억세스에 의해 얻어진 등록데이터의 출력방법

을 생성하고, 그들 방법에 의해 상기 문의에 관한 등록데이터를 출력시키는 데이터 출력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항목데이터 속성의 정의사항으로서, 데이터 타입을 마련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항목데이터 속성의 정의사항으로서,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사이즈를 마련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항목데이터 속성의 정의 사항으로서,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사이즈와 단위와 범위지정을 마련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항목데이터 속성의 정의사항인 데이터 타입으로서, 문자형, 숫자형, 날짜형, 화상형 및 음성형의 선택메뉴를 마

련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항목데이터 속성의 정의사항인 데이터 타입으로서, 다른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다른 시스템과 링크에 의해 얻어

지는 데이터인 것을 나타내는 선택 메뉴를 마련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등록용 화면의 각 입력란에 대한 입력에 기초하여, 상기 제2 등록수단이 상기 제2 테이블의 각 데이터셀에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저장할 때에, 그 데이터량이 큰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한 대용량의 제2 기억수단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제2 테이블의 당해 데이터셀에는 상기 제2 기억수단에 저장한 데이터의 대응 어드레스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억수단이 각 항목명의 입력란에 대응시켜 표시순번에 관한 입력란을 마련한 제1 등록용 화면을 저장하고,

상기 제1 등록수단은 입력된 각 표시순번을 각 항목명에 대응하는 항목데이터 속성에 부가하여 상기 제1 테이블의 각

데이터셀에 저장하며, 상기 데이터출력수단은 각 항목명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표시순번을 상기 입력에 관한 표시순

번에 기초하여 설정한 출력방법을 생성하는 것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네트웍상의 클라이언트측으로부터 송신되는 접속요구에 따라서 그 클라이언트측과의 회선접속을 행하고, 클라이언

트측의 등록요구에 따라 상기 제1 표시수단에 의한 제1 등록용 화면을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측에 의한 상기 제1 등록

용 화면에 대한 입력데이터의 송신에 기초하여, 그 입력데이터를 상기 제1 테이블에 등록하며, 상기 제1 테이블의 당

해 카테고리 식별정보에 관한 등록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제2 표시수단에 의한 상기 제2 등록용 화면을 클라이언트

측으로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측에 의한 상기 제2 등록용 화면에 대한 입력데이터의 송신에 기초하여 그 입력데이터를

상기 제2 테이블에 등록하며, 또 클라이언트측의 문의에 기초하여 미리 준비된 문의용의 각종 화면을 클라이언트측에

제공하며, 그 화면에서 입력된 문의조건에 따라서 상기 데이터출력수단이 상기 제2 테이블의 등록데이터를 클라이언

트측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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