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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 개요
1.1 개요
이 가이드는 개발자가 Data Sync Manager(이하 DSM)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동작 및 개발을 용
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1.2 이 글을 읽을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 혹은 이를 운용하고자 하는 운영자가 참고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FrameBuilder 시스템 환경에서 동작되는 플러그인 형태의 개발/운영 모듈로써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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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 DSM 개요
2.1 개요
개발자는 Data Sync Manager(이하 DSM)를 이용하여 인터페이스에 관한 배치, 실행, 장애 처리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
Schedule 및 Process를 Module별로 세분화 시킬 수 있고 Function들을 배치 조합시킴으로써
코딩 작업을 간소화하여 개발 기간을 줄이고 직관적인 UI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관리를 용이
하게 할 수 있다.
“DSM”는 DATA/BIGDATA를 다루는 ETL(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ing) 제품군으로 분류되며,
이 기종의 다양한 원천 시스템 (Source System)으로부터 필요한 Data를 추출(Extract)하여 변환
(Transformation) 작업을 거쳐 목적 시스템(Target System)으로 전송 및 로딩(Loading)하는 기능을 스
케줄링에 따라 Data를 적재하며 모니터링이 가능한 ETL + M(Management)Solution이다.

2.2 구조

사용 Port (default)
위치
DSM 서버 <-> 모니터링 PC

Protocol

포트

TCP

80

비고/용도
관리 콘솔 접속Web Port
(포트 번호 변경 가능)

Source DB 및 Target DB

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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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BC 접속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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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속성 구조

2.3 주요 디렉토리
디렉토리명

설명

/설치위치/docs/

DSM 기본 Table 스크립트와 apidocs

/설치위치/ntasserver

서버 홈 디렉터리

/설치위치/ntasserver/bin

서버 실행

/설치위치/ntasserver/applications/lib

라이브러리 파일

/설치위치/ntasserver/lib/ext

외부 Jar 파일

/설치위치/ntasserver/logs

로그 파일

/설치위치/ntasserver/resources

라이선스 관련 파일

/설치위치/ntasserver/webapps/root

Web jsp 파일

/설치위치/WebConfigure

Configure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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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징


빅데이터를 지원합니다.
(현재는 Hadoop의 다수의 기능과 Spark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추가 예정)



현재 실행되고 있는 모든 작업의 진행상황은 접속한 모든 콘솔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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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자동화를 지원. (docx)



Input 과 Output Function을 레고블럭을 조합하듯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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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처리가 가능합니다.



트랜잭션 설정을 기능단위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 처리시 오류데이터를 별도로 저장하여 나중에 오류데이터만을 재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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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의 조건을 부여하여 흐름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직접실행 혹은 스케줄 실행이 가능합니다.



작업에 오류가 발생할 때 성공할 때까지 반복하여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실행속성을 이용하여 디테일 하게 실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스케줄러에 의해 반드시 실행 여부
- 실행 중 중복실행 여부



성공 및 실패에 따라 실행되는 작업을 지정하거나 사용자가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SMS발송 등의 비정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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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마다 버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Deep-Learning을 지원합니다.
(딥러닝 솔루션인 Deep-I을 실행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현재는 Dl4j만 제공하고 있고 추후에 계속적으로 추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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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에서 사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지원.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도움말을 볼 수 있음.)



스크립트 도움말을 참고할 수 있음.
(아래 메뉴를 클릭하면 도움말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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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 설치 & 설정
3.1 DSM 설치 & 설정
윈도우에서의 설치 & 접속
설치 과정
1. setup_dsm.exe을 실행 한다.

2. DSM이 설치될 디렉토리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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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설치될 폴더를 선택한다.

4. 설치를 진행한다.

5. 종료를 선택한다. (Default로 Configure Web이 선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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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과정
설치 종료 후 Configure Web이 선택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설치 시 DerbyDB도 같이 설치가 되며 기본으로 설정 되어있다. (password: frameBuilder)
사용하고 있는 DB가 있다면 driver, url, id, password를 설정한다.
1. Password를 입력 후 Test Connect를 누른다.

2. Success Connected Database라는 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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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eate Default Tables 버튼이 활성화 되는데 그 버튼을 클릭하고 Next를 누른다.

(DSM이 사용하는 DB Table을 생성한다. )
4. DSM을 Web에서 접속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이 완료되면 next버튼을 눌러 설정을 종료한다.

※ 만약 설치 과정 중 마지막에 Web Configure을 체크해제 하고 종료를 했다면 설정 과정이
나타나질 않는다. 위와 같은 설정을 하기 위해선 dsmwebconfig.exe파일을 실행시켜야 하는데
설정파일은 (DSM설치폴더\WebConfigure)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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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기동
설치를 끝내면 바탕화면에

3개의 아이콘이 생긴다.

1. Start DSM Server.exe 를 실행한다.
2. Ready, Session, Business, Connection, Web순으로 초록색 등이 들어온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화면이 사라지고 TrayIcon에

이 생긴다.

3. TrayIcon을 우클릭하여 로그보기를 클릭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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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tas.log 탭의 맨 아랫줄에 START ALL SERVERS 문구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것이
다.

만약 서버가 정상 동작 하지 않았다면 Ntas.log를 보고 문제점을 발견 수정한다.
(주로 포트 충돌, DB 연결등의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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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종료
1. Stop DSM Server.exe 를 실행한다.

2. stopping이 초록색으로 깜박거린다.

3. TrayIcon이 사라지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다.

Tray Icon을 이용한 방법:
1. TrayIcon

을 우 클릭한다.

2. 서버 종료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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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Console 에서 확인
설치된 3개의 파일 중 DSM M&M Console파일을 이용한다.
1. 서버를 기동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아이콘(M&M Console) 을 실행한다.

2. 아래와 같은 다이얼로그가 나타나면 사이트 리스트를 누르면 다이얼로그가
다음과 같이 바뀐다.

기본 계정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ntas/ntas로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에 ntas를
입력 후 연결 버튼을 누른다.

3. 좌측 상단에 위와 같이 나타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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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접속
웹을 이용한 접속(Active-X 이용)
1. Internet Explorer를 실행 한다.
2. 설정 과정 항목에서 설정한 Main Server Protocol과 Main Server URL,
Main Server Port, Context path를 URL입력창에 입력한다.

필자는 포트를 80(80은 생략 가능), Context를 주지 않았으므로 URL만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Port 및 Context를 주었다면 http://Main Server Protocol:Main Server Port/Context path 형식으
로 입력하면 된다.
3. ID와 PW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한다. 기본 접속 ID/PW는 adm/ad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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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클라이언트 실행하는데 필요한 파일들은 다운받는다.

5. 파일을 다 받으면 DSM 서버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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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Client Starter을 이용한 접속
1. 브라우저를 실행 한다.
2. 설정 과정 항목에서 설정한 Main Server Protocol과 Main Server URL, Main Server Port,
Context path를 URL입력창에 입력한다.

필자는 포트를 80(80은 생략 가능), Context를 주지 않았으므로 URL만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Port 및 Context를 주었다면 http://Main Server Protocol:Main Server Port/Context path 형식으
로 입력하면 된다.
3. 2번의 그림에서 빨간박스 부분인 Download DSM Client Starter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
면이 나타난다.

Window용과 Mac용을 선택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For Window를 클릭한다.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Go back to DSM Login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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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r Window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파일이 다운된다.

5. 위와 같은 아이콘을 실행하여 DSM Client Starter를 설치한다.

6. 설치할 폴더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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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그램의 바로가기가 설치될 폴더를 선택한다.

8. 설치에 적용할 추가기능을 선택한다.

9.

설치한 후 완료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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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치를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아이콘이 생성된다.

11. 위와 같은 아이콘을 실행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은 창이 나타난다.
사이트를 추가하고 정보를 입력한 후 접속버튼을 누른다.

1) 사이트 정보
새그룹 생성으로 그룹 추가할 수 있다. 사이트 추가로 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다..
드래그를 이용하여 사이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2) 버튼
접속으로 입력한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DSM에 접속할 수 있다.. 닫기로 DSM Client Starter를 닫는다.
3) 접속 정보
접속하고자 하는 DSM의 Main Server Protocol과 Main Server URL, Main Server Port, Context path를 입력
하고 사이트 명과 DSM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기본 접속 ID/PW는 adm/adm) 해당 정보를 이
용해 DSM에 접속할 수 있다.
4) 클라이언트의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 강제 설치 유무
체크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시 받는다.

12. 파일을 다 받으면 DSM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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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에서의 설치
설치 과정
1. 플랫폼에 맞는 jdk(1.7이상) 를 설치한다.
2. install_shell_dsm.zip 의 압축을 푼다.
#unzip install_shell_dsm.zip

3. install.sh 를 실행한다.
# sh install.sh
4. jdk 가 설치된 디렉토리 위치를 입력한다.

5. 서버와 클라이언트 혹은 전체를 설치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6. DSM을 설치할 디렉토리를 입력한다. 입력 후 Enter를 눌러 다음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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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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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과정
설치가 끝난 후 진행한다.
1. 위의 그림에서 빨간 네모 박스의 경로대로 configure.sh를 실행한다.

2. 기본적으로 Derby DB를 제공한다.
다른 DB를 이용할 경우 n을 누른다. n을 누르면 순서대로 자신의 DB환경에 맞춰 입력한다.
윈도우의 설정 부분과 같으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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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기동
서버 기동 명령어:
DataSyncManager(설치된 폴더)\ntasserver\bin에서 해당 명령어를 사용한다.
#nohup ./startserver.sh
서버 기동 확인:
DataSyncManager(설치된 폴더)\ntasserver\logs\ntas.log파일을 확인해 본다.

서버 종료
서버 종료 명령어:
DataSyncManager4.0(설치된 폴더)\ntasserver\bin에서 해당 명령어를 사용한다.
# sh ./stopserver.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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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OS에서의 설치 & 접속
설치 과정
1. 플랫폼에 맞는 jdk(1.7이상) 를 설치한다.
2. install_shell_dsm.zip의 압축을 푼다.
#unzip install_shell_dsm.zip

3. install.sh 를 실행한다.
# sh install.sh
4. jdk 가 설치된 디렉토리 위치를 입력한다.

5. 서버와 클라이언트 혹은 전체를 설치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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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SM을 설치할 디렉토리를 입력한다. 입력 후 Enter를 눌러 다음을 진행한다.

7. 설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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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과정
설치가 끝난 후 진행한다.
1. 위의 그림에서 빨간 네모 박스의 경로대로 configure.sh를 실행한다.
Sh 설치폴더/WebConfigure/configure.sh

2. 기본적으로 Derby DB를 제공한다.
다른 DB를 이용할 경우 n을 누른다. n을 누르면 순서대로 자신의 DB환경에 맞춰 입력한다.
윈도우의 설정 부분과 같으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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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기동
서버 기동 명령어:
DataSyncManager(설치된 폴더)\ntasserver\bin에서 해당 명령어를 사용한다.
#nohup startserver.sh
서버 기동 확인:
DataSyncManager(설치된 폴더)\ntasserver\logs\ntas.log파일을 확인해 본다.

메뉴바에서 DSM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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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종료
서버 종료 명령어:
DataSyncManager4.0(설치된 폴더)\ntasserver\bin에서 해당 명령어를 사용한다.
# sh ./stopserver.sh

Tray Icon을 이용한 방법:
1. 메뉴바에서

을 클릭한다.

2. 서버 종료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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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접속
DSM Client Starter 을 이용한 접속
1. 브라우저를 실행 한다.
2. 설정 과정 항목에서 설정한 Main Server Protocol과 Main Server URL,
Main Server Port, Context path를 URL입력창에 입력한다.

필자는 포트를 8080(80은 생략 가능), Context를 주지 않았으므로 URL만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Port 및 Context를 주었다면 http://Main Server Protocol:Main Server Port/Context path 형식으
로 입력하면 된다.

3. 2번의 그림에서 빨간박스 부분인 Download DSM Client Starter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Window용과 Mac용을 선택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For Mac를 클릭한다.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Go back to DSM Login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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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r Mac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파일이 다운된다.

5. 위의 파일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파일이 생성된다.

6. 우 클릭 후 열기로 실행시킨다.

7. DSM Client Starter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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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치할 폴더를 선택한다.

9. 설치에 적용할 추가기능을 선택한다.

10. 설치한 후 완료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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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를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아이콘이 생성된다.

12. 위와 같은 아이콘을 실행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은 창이 나타난다.
사이트를 추가하고 정보를 입력한 후 접속버튼을 누른다.

1) 사이트 정보
새그룹 생성으로 그룹 추가할 수 있다. 사이트 추가로 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다..
드래그를 이용하여 사이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2) 버튼
접속으로 입력한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DSM에 접속할 수 있다.. 닫기로 DSM Client Starter를 닫는다.
3) 접속 정보
접속하고자 하는 DSM의 Main Server Protocol과 Main Server URL, Main Server Port, Context path를 입력
하고 사이트 명과 DSM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기본 접속 ID/PW는 adm/adm) 해당 정보를 이
용해 DSM에 접속할 수 있다.
4) 클라이언트의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 강제 설치 유무
체크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시 받는다.

13. 파일을 다 받으면 DSM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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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WS AMI에서의 DSM
Window, Linux용 AWS AMI Instance에 DSM이 설치 되어 있으므로 설치 & 설정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윈도우
서버 기동
1. 바탕화면에서 Start DSM Server를 실행한다.

2.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서 DSM이 실행된다.

3. 정상적으로 DSM이 실행된걸 확인하기 위해 Tray Icon에서 우 클릭을 하여
View Logs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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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tas.log화면에서 마지막 줄에 START ALL SERVERS을 확인한다.

START ALL SERVERS가 있으면 DSM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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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재시작
1. 바탕화면에서 Stop DSM Server를 실행한다.

2.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서 DSM이 종료 된다.

3. 바탕화면에서 Start DSM Server를 실행한다.

4.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지 Tray Icon을 확인한다. (없으면 정상적으로 종료 된 것이다.)
5.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서 DSM이 다시 실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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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종료
1. 바탕화면에서 Stop DSM Server를 실행한다.

2.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서 DSM이 종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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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서버 기동
1.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여 DSM 시작 스크립트를 실행 시킨다.
$cd /usr/local/DataSyncManager/ntasserver/bin
$sudo sh startserver.sh

2.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한다.
$sudo tail /usr/local/DataSyncManager/ntasserver/logs/오늘날짜.ntas.log

위의 그림처럼 마지막 줄에 START ALL SERVERS가 있으면 DSM이 실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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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재시작
1.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여 DSM을 종료합니다.
$cd /usr/local/DataSyncManager/ntasserver/bin
$sudo sh stopserver.sh

$ps –ef | grep NTAS를 실행시켜 DSM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여 DSM 시작 스크립트를 실행 시킨다.
$cd /usr/local/DataSyncManager3.0/ntasserver/bin
$sudo sh startserver.sh

3.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한다.
$sudo tail /usr/local/DataSyncManager3.0/ntasserver/logs/오늘날짜.ntas.log
위의 그림처럼 마지막 줄에 START ALL SERVERS가 있으면 DSM이 실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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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종료
1.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여 DSM을 종료합니다.
$cd /usr/local/DataSyncManager/ntasserver/bin
$sudo sh stopserver.sh

$ps –ef | grep NTAS를 실행시켜 DSM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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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 DSM
4.1 DSM 기본화면
화면 설명:

Task menu

View

(빨간 테두리 부분이 Project, Schedule, Process 일 때마다 바뀐다. )

<기본 구성요소 설명>
1. 화면조절
오른 쪽 상단에 있는
가능하다. 최대화 단추

을 클릭하면 화면을 마우스 드래그를 하여 이동과 화면크기 조절이
을 클릭하면 화면이 원래 상태의 위치로 돌아온다.

2. 출력화면을 통해 실행한 프로세스의 정상 실행과 오류사항을 판독할 수 있다.

48

CHAPTER 4 – 4.1 DSM 기본화면

Tool Bar
화면 설명:

Menu

이름
새 프로젝트
새 스케줄or
새 프로세스
저장
전체 저장
프로젝트
새로 고침

설명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한다.
프로젝트에 들어갈 스케줄 또는 프로세스를 추가할 수 있다.
선택한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세스만 저장한다.
전체 저장한다.
선택한 프로젝트를 새로 고침 한다.

새로 고침

전체 프로젝트를 새로 고침 한다.

프로젝트

만든 프로젝트를 export 시킨다.

내보내기

4.1 DSM 기본화면

프로젝트
가져오기

> 4.1.1 Tool Bar > 프로젝트 내보내기 참조

확장자가 *.prj인 프로젝트를 import 시킨다.

문서 만들기

생성된 Project 및 Schedule을 문서로 만든다.
복사

선택한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세스, 기능을 복사한다.

잘라 내기

선택한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세스, 기능을 잘라 낸다.

붙여 넣기

선택한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세스, 기능을 붙여 넣는다.

삭제

선택한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세스, 기능을 삭제한다.

맨 위로

선택한 프로세스를 맨 처음으로 옮긴다.

위로

선택한 프로세스를 한 칸 위로 옮긴다.

아래로

선택한 프로세스를 한 칸 밑으로 옮긴다.

맨 아래로

선택한 프로세스를 맨 마지막으로 옮긴다.

실행

설정한 스케줄을 무시하고 바로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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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옵션:

옵션
자동 저장 간격: 프로젝트 자동 저장 간격을 지정한다.
이동방지: 생성한 Schedule 및 Process를 움직이지 못 하게 한다.
스케줄 버전: 버전관리에서 저장될 스케줄의 위치를 지정한다.
(자세한 설명은 4.1.2 Task Menu > 버전관리에서 참조)
스케줄 정렬: 스케줄 정렬 기준을 설정한다.
기능 흐름도 옵션: 각 기능의 I/O정보 짧은 설명 보기 여부를 설정한다.
세션 옵션: 현재 연결된 클라이언트 접속 상태 확인 (주기, 범위 체크)
실시간 모니터링 서버정보: 서버와의 통신 정보를 설정한다.
Data Effect Cleaning Schedule: 영향도 분석의 정리 스케줄을 설정한다.
Data Model History Schedule:
-

History정보 수집을 위한 스케줄을 설정한다.

-

설정한 데이터 소스, 스키마의 테이블 정보를 수집한다.

-

수집된 자료는 변경 영향도 분석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6.4 변경영향도 분석을 사용할 경우 설정

에디터 코드 자동화 Libraries: 수정한 코드를 자동으로 Library에 반영한다.
데이터베이스 옵션: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사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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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옵션: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속성값을 지정할 수 있다.
에디터 옵션:

Font, 크기, Tab간격, 색깔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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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옵션에서 브라우즈 버튼 클릭 시:
Function Editor의 기본 폰트를 선택할 수 있다.

폰트 창에서 Color버튼 클릭 시:
Function Editor의 기본 글자 색을 선택할 수 있다.

에디터 옵션에서 배경버튼 클릭 시:
Function Editor의 배경색이나 그림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데이터
베이스 설정

데이터 베이스 상태 정보(1번):
상태 :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나타낸다.
데이터 소스명 :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소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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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개수 : 처음에 DB연결된 세션의 개수이다.
최대 개수 : DB연결 된 세션의 최대 개수이다.
전체 개수 : DB연결 세션의 전체 개수이다.
사용 가능 개수 : 현재 사용 가능한 세션의 개수이다.
URL :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URL이다.
드라이버 :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드라이버다.
아이디 :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명이다.

데이터베이스 추가시 입력창(2번):
데이터 소스명 : 데이터 소스의 이름, DSM에 등록되고나서 다른곳에서 호
출될 때 사용되는 키 코드이다.
설명 : 등록할려는 DB의 설명이다.
초기 개수 : 처음 연결하는 풀 개수이다.
최대 개수 : 최대 연결가능한 풀 개수이다.
드라이버 : 등록 하고자 하는 DB의 드라이버다.
URL : 등록 하고자 하는 DB의 URL이다.
아이디 : 등록 하고자 하는 DB에 접근이 가능한 아이디다.
패스워드 : 아이디에 대한 패스워드다.
Ping : DB Connection 확인, DB query가 작성되어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
Ping Query : 연결확인을 위한 query를 작성할 수 있다.
Timeout minute 사용 : 커넥션이 타임아웃되는 시간을 설정한다.
(단위는 분)
최대 대기 시간 : 최대 응답 대기하는 시간을 설정한다.(단위는 초)

타입 정의창 (3번):
Java Sql Type : 쓰이는 데이터 타입을 자바SQL 타입으로 정의한 것이다.
Type Name : 쓰이는 데이터 타입 명이다.

서버 로그
보기

서버 로그: 서버 에서 출력된 로그들을 볼 수 있다.
Ntas 로그: 서버가 운영하는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를 볼 수 있다.
Ntas 관리자 로그: 관리자이력을 볼 수 있다.
시스템 출력 로그: System.out을 이용한 출력 정보를 볼 수 있다.
시스템 에러 로그: 서버에 대한 오류 정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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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인덱스 생성

4.2 Wizard > 4.2.1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인덱스 생성 마법사 참조

마법사
마이그레이션
마법사
기능 검색

API 도움말

4.2 Wizard > 4.2.2 마이그레이션 마법사 참조
현재 생성된 기능 명을 검색한다.
4.1.1 Tool Bar > 기능 검색 참조
DSM에서 사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움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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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내보내기
DSM Tool Bar에서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화면 설명:
1. 내보낼 프로젝트 속성 및 스케줄을 선택한다.

체크한 속성이나 스케줄들은 내보내고, 체크가 안되어 있을 경우 내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로써
프로젝트를 불러올 때 체크 해제된 스케줄이나 속성들은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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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을 클릭하면 내보낼 스케줄 속성들을 체크할 수 있다.
프로젝트랑 마찬가지로 체크되면 내보낼 파일에 속성들이 저장되고 해제되면
저장되지 않는다.
2. 내보낼 프로젝트의 저장위치를 선택한다.

로컬 시스템 저장: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저장한다는 의미
서버 시스템 저장: DSM서버가 동작하는 시스템에 저장한다는 의미
파일 경로: 선택한 시스템 하위 폴더
파일 명: 내보낼 때 파일명 지정 (확장자는 *.p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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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러오기 정책을 설정한다.

저장 후 서버 재 시작: 프로젝트를 불러왔을 때 저장하고 DSM서버를 재 시작한다.
저장 후 스케줄 시작: 프로젝트를 불러왔을 때 시작 시 실행 설정이 되어있는 스케줄을
실행한다.
저장만: 프로젝트를 불러왔을 때 저장만 한다.
4. 저장파일을 확인한다.

*.prj 파일과 *.policy 파일이 저장위치에 생성된다.
prj파일은 프로젝트 파일이며, policy파일은 불러오기 정책이 저장된 파일이다.
※ 프로젝트 가져올 때 윈도우는 *.bat, 리눅스는 *.sh로 존재하는 실행스크립트가 있는데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R, I를 선택 한 후 실행을 한다. R은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젝트와
가져올 프로젝트가 동일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젝트가 변화 되어 있을 때 가져올 프로
젝트로 Restore하는 기능이고 I는 가져올 프로젝트를 새로 추가하는 Insert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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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검색
현재 생성된 노드에서 사용되는 기능을 검색한다.

화면 설명:

menu

설명

전체 노드에서 검색

현재 생성된 모든 노드에서 입력한 기능명을 검색한다.

선택된 노드에서 검색

현재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선택된 노드에서 입력한 기능명을 검색한다.

대소문자 일치

입력한 기능명의 대소문자를 구별한다(Option)

모든 단어 일치

입력한 기능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능명을 검색한다.

검색 시 하단 출력 창에 검색된 기능 명들이 나타난다.

검색된 기능 명을 더블 클릭 시 클릭한 기능이 있는 노드로 이동되고 기능이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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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도움말

툴바에 그림을 클릭하면 API 도움말을 볼 수 있다.

각 기능을 클릭하면 기능에 대한 도움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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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리스트
화면 구성:

기능 설명:

1. 트리 구조 접기 /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트리 구조를 모두 접는 다.

버튼을 클릭하면, 트리 구조를 모두

펼친다. (프로젝트 리스트를 더블클릭 하여도 트리 구조를 접거나 펼칠 수 있다.)
2. 이름으로 찾기:
찾고자 하는 project, schedule, process의 이름을

에 입력하여

찾을 수 있다.
3. 간략한 설명보기:
트리 메뉴에 마우스를 오버시키면, 해당 project, schedule, process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타난다.
4. 속성 변경하기:
project, schedule, process의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project, schedule, process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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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리스트에서 공통적인 Context menu: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Project, Schedule, Process 마우스 우 클릭 시 공통된 메뉴:
Menu

설명

복사 (Crtl + c)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세서를 복사한다.

삭제 (Delete)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세서를 삭제한다.

이름변경 (Crtl + m)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세서의 이름을 변경한다

잘라내기 (Crtl + x)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세서를 잘라낸다.

붙여넣기 (Crtl + v)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세서를 붙여 넣는다.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Project의 Context menu:
Project에서 우 클릭 시 공통된 사항 제외한 Context menu:

Menu
프로젝트 가져오기(Ctrl+Shift+I)
프로젝트 가져오기(Ctrl+Shift+E)
스케줄 그룹 추가 (Ctrl+Shift+Y)
스케줄 추가 (Ctrl+Shift+S)

설명
확장자가 *.prj인 프로젝트를 import 시킨다.
만든 프로젝트를 export 시킨다.
4.1 DSM 기본화면

> DSM Tool Bar > 프로젝트 내보내기 참조

스케줄 그룹을 추가한다.
스케줄을 추가한다.

스케줄 시작 (Shift + R)

Schedule Manager에 스케줄을 등록하여 시작한다..

스케줄 종료 (Shift + U)

Schedule Manager에 스케줄을 취소시킨다.

스케줄 재시작 (Shift + A)
버전

Schedule Manager에 스케줄을 다시 등록한다.
버전 관리를 한다.
4.1.2 Task Menu > 버전관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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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dule Manager:

Schedule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프로세스를 동작하게 하려면 Manager에 등

록을 해주어야 한다.
아이콘 상태

이름

상태

스케줄 사용
스케줄 시간 등록

미등록

스케줄 사용
스케줄 시간 등록

미등록

스케줄 사용
스케줄 시간 등록

등록

스케줄 사용
스케줄 시간 등록

등록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Schedule의 Context menu:
Schedule에서 우 클릭 시 공통된 사항 제외한 Context menu:

Menu

설명

스케줄 시작 (Shift + R)

Schedule Manager에 스케줄을 등록하여 시작한다..

스케줄 종료 (Shift + U)

Schedule Manager에 스케줄을 다시 등록한다.

스케줄 재시작 (Shift + A)

Schedule Manager에 스케줄을 취소시킨다.

직접 실행 (Ctrl+Shift+R)

스케줄을 직접 실행한다.

프로세스 추가 (Ctrl+Shift+O)
프로세스 사용
버전

스케줄에 프로세스를 새로 추가한다.
프로세스들을 활성화 한다.
버전 관리를 한다.
4.1.2 Task Menu > 버전관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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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리스트에서 Process의 Context menu:
Process에서 우 클릭 시 공통된 사항 제외한 Context menu:

Menu
프로세스 사용

설명
프로세스를 활성화한다.

직접 실행 (Ctrl+Shift+R)

프로세스를 직접 실행시킨다.

처음으로 (Ctrl+Shift+Left)

선택한 스케줄의 순서를 맨 위로 이동한다.

위로 (Ctrl+Left)
아래로 (Ctrl+Right)
끝으로 (Ctrl+shift+Right)
기능 사용/미사용

선택한 스케줄의 순서를 위로 이동한다.
선택한 스케줄의 순서를 아래로 이동한다.
선택한 스케줄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프로세스 하위 기능들의 사용/미사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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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관리
화면 설명:

(1) 스케줄 커밋

i)프로젝트에서 스케줄 커밋을 클릭하면 해당 프로젝트 하위 스케줄에 대해 커밋을 할 수 있다.
ii)스케줄에서 스케줄 커밋을 클릭하면 해당 프로젝트의 선택한 스케줄에 대해 커밋을 할 수 있
다.
※ 스케줄 커밋시 커밋된 스케줄의 이름 앞쪽에 초록색 마크가 생긴다.

->
※ 현재 커밋된 스케줄을 수정했을 시 이름 앞쪽의 마크가 빨간색 마크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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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케줄 삭제

i)프로젝트에서 스케줄 삭제를 클릭하면 커밋된 프로젝트 하위 스케줄 중 선택된 스케줄의
커밋된 내용을 삭제한다.
ii)스케줄에서 스케줄 삭제를 클릭하면 커밋된 스케줄의 내용을 삭제한다.
(3) 스케줄 되돌리기

i)프로젝트에서 스케줄 되돌리기를 클릭하면 커밋된 프로젝트 하위 스케줄 중 스케줄을 선택하
고 해당 스케줄의 커밋된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 후 되돌리기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내용으로 스케줄이 되돌려진다.
ii) 스케줄에서 스케줄 되돌리기를 클릭하면 스케줄의 커밋된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 후 되돌리기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내용으로 스케줄이 되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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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모니터링
화면 구성:

현재 실행 되고 있는 스케줄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실패 시 알림 음이 나는데 알림 음 on/off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

프로그래스 바를 선택 시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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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로그 모니터링

실시간 모니터링에서 완료된 스케줄이나 실패한 스케줄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열린다.
1. 실시간으로 실행되는 스케줄의 실행 로그를 볼 수 있다.
-

으로 실시간 로그를 정지 시킬 수 있고

으로 다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2. 프로젝트 별, 스케줄 별로 로그를 보여준다.
-

으로 스케줄을 선택 할 수 있다.

3. 해당 스케줄을 클릭하면 실행 된 기능의 세부 사항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4. 프로세스의 로그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기능의 기능 흐름도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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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시보드
대시보드 화면

Data Sync Manager 그룹에서 상단에 표시된 대시보드 혹은 아이콘을 클릭하여
대시보드를 볼 수 있다.
전체적인 CPU 정보와 메모리 디스크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실행 정보, 실시간 차트, 실시간 리스트를 차트, 그래프, 표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CPU 정보, 메모리 정보, 디스크 정보창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 정보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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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프로젝트 선택창(1 번)에서 프로젝트들을 선택, 해제 하여 2 번에 나타낼 수 있다.
선택하여 나타낸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각 선택된 프로젝트의 스케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측 상단에

아이콘을 클릭하면 대시보드를 정렬할 수 있다.

(Default : Maximum)

이 외에 각 창들은 사용자에 맞게 크기 조절, 위치 등등 직접 설정할 수도 있다.

69

CHAPTER 4 – 4.1 DSM 기본화면

스케줄 실행 정보

스케줄 실행정보 화면이다.
최근 수행한 스케줄의 Success, Fail, Warning, Running 상태를 막대 그래프와 표를 통하여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하다.
Success( ) – 스케줄 실행에 성공한 스케줄을 나타낸다.
Fail( ) – 스케줄 실행에 실패한 스케줄을 나타낸다.
Warning( ) – 오류가 생기거나 완료가 안 되는 스케줄을 나타낸다.
Running( ) – 실행중인 스케줄을 나타낸다.

날짜별 검색이 가능하며,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내의 스케줄을 선택하여 볼 수 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한 스케줄이 초기화 된다.

아이콘을 누르면 일시 정지가 되고,
타이머를 설정하여 새로 고침 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

70

CHAPTER 4 – 4.1 DSM 기본화면

스케줄 실시간 차트

스케줄 실행 결과를 실시간 차트 및 표로 볼 수 있다.
해당 차트의

모양에 커서를 올려 놓으면 스케줄 정보를 볼 수 있다.

(Default 값은 가장 마지막에 실행 된 스케줄 정보이다.)
Success( ) – 스케줄 실행에 성공한 스케줄을 나타낸다.
Fail ) – 스케줄 실행에 실패한 스케줄을 나타낸다.
Warning( ) – 오류가 생기거나 완료가 안 되는 스케줄을 나타낸다.
Running ) – 실행중인 스케줄을 나타낸다.

차트에 나타낼 스케줄 상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내의 스케줄을 선택하여 볼 수 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한 스케줄이 초기화 된다.
시간 설정을 하여 차트에 나타낼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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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실시간 리스트

스케줄 실행 결과의 리스트를 Success, Fail, Warning, Running 상태별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ccess( ) – 스케줄 실행에 성공한 스케줄을 나타낸다.
Fail( ) – 스케줄 실행에 실패한 스케줄을 나타낸다.
Warning( ) – 오류가 생기거나 완료가 안 되는 스케줄을 나타낸다.
Running ) – 실행중인 스케줄을 나타낸다.

아이콘을 누르면 일시 정지가 되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내의 스케줄을 선택하여 볼 수 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한 스케줄이 초기화 된다.

최대 건수 설정으로 나타낼 건수를 설정할 수 있다.

리스트에서 스케줄을 선택하고

프로세스 상세 로그에서

아이콘을 누르면 프로세스 상세 로그를 볼 수 있다.

아이콘을 누르면 상세 로그를 볼 수 있다.

72

CHAPTER 4 – 4.1 DSM 기본화면

4.3 Wizard
DSM Tool Bar에 존재하는 2개의 마법사에 대한 설명이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인덱스 생성 마법사
시간과 작업량을 줄이고 대량의 테이블 및 인덱스 생성을 쉽게 생성해주는 마법사이다.

화면설명:
1. 원본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소스와 스키마를 선택한다. 대상 데이터소스에서 테이블을
생성하고자 하는 데이터소스와 스키마를 선택한다. 대상 데이터소스에 생성할 테이블을 원본
데이터소스에서 드래그&드랍으로 가져다 놓는다. PK, PK인덱스, 인덱스 생성이 필요하면 체크한
다.

2. 대상 데이터 소스에 생성할 테이블의 스크립트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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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그레이션 마법사
시간과 작업량을 줄이고 대량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쉽게 생성해주는 마법사 이다.

화면설명:

DB to DB , DB to CSVFile to DB , DB to FIXFile to DB 3가지중 선택하여 다음을 누른다.

DB to DB
원본 DB의 테이블 데이터들을 대상 DB의 테이블로 Insert 한다.
화면설명:
1. 원본 데이터소스와 대상 데이터 소스에서 사용할 테이블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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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핑 테이블 및 비맵핑 테이블에서 테이블명을 드래그 하여 테이블 매핑을 설정한다.
매핑이 되지 않은 테이블을 분홍색으로 표시되며 1:1매핑을 원칙으로 한다.

3. 원본 테이블과 타겟 테이블의 필드를 매핑한다.
매핑이 되지 않은 필드는 분홍색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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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핑된 테이블의 정보를 DB to DBInsert 기능으로 만든다. 해당 기능들을
어느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세스에 생성할 것 인지 드래그&드랍을 이용하여 설정한다.
속성창에는 프로세스 그룹핑에서 선택한 기능의 속성이 나타난다.
속성을 변경시 선택한 기능에 적용된다.

5. 생성한 기능들의 공통 Input/Output 속성이 표시된다.
변경시 생성된 기능의 속성이 전부 변경된다.
종료시 해당 해당 프로세스에 기능들이 생성이 된다.

6. 생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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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to CSV File to DB
원본 테이블에서 CSV File로

생성 하고 그 파일을 읽어서 타겟 테이블에 데이터를

Insert한다.
화면설명:
1. 원본 데이터소스와 대상 데이터소스를 설정하고 사용할 테이블을 선택한다.

2. 원본 테이블과 대상 테이블을 매핑한다.
CSV 파일명 칼럼에서 생성될 CSV File의 이름을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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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본 테이블의 칼럼명과 동일하게 CSV File로 만들어 지며 CSV File의 어떤 데이터를
타겟 테이블의 어떤 칼럼에 매핑할지 설정한다.

4. DB to CSV File , CSV File to DB 두개의 기능으로 나뉘어 진다.
해당 기능들을 어떤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세스에 생성할 것인지 드래그하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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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성 대상 기능들의 세부적인 공통속성들과 공통 Input/Output 속성이 나타나며
변경시 모든 기능의 속성이 변환된다. 마무리를 하면 해당 프로세스에 기능들이 생성된다.

6. 생성 결과

DB to FIX File to DB
원본 테이블에서 FIX File로

생성 하고 그 파일을 읽어서 타겟 테이블에 데이터를

Insert한다.
화면설명:
1. 원본 데이터소스와 대상 데이터소스를 설정하고 사용할 테이블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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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본 테이블과 대상 테이블을 매핑한다.
CSV 파일명 칼럼에서 생성될 CSV File의 이름을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다.

3. 원본 테이블의 칼럼명과 동일하게 FIX File로 만들어 지며 FIX File의 어떤 데이터를
타겟 테이블의 어떤 칼럼에 매핑할지 설정한다. DB to CSV File to DB와 다르게
원본 파일과 대상 파일의 필드의 길이를 설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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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B to FIX File , CSV FIX to DB 두개의 기능으로 나뉘어 진다.
해당 기능들을 어떤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세스에 생성할 것인지 드래그하여 설정한다.

5. 기능들의 공통 Input/Output 속성이 나타나며 변경시 모든 기능의 속성이 변환된다.
마무리를 하면 해당 프로세스에 기능들이 생성된다.

6. 생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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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경

시간과 작업량을 줄이고 대량의 스키마 변경 작업을 쉽게 생성해주는 마법사이다.

스키마를 변경할 프로젝트나 스케줄, 프로세스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변경을 선택한다.
(EX: 프로젝트에서 스키마 변경을 선택하면 하위 스케줄에 있는 모든 테이블이 선택된다.)

Input 기능에서의 테이블과 Output 기능에서의 테이블이 자동으로 선택이 된다.
그림과 같이 데이터소스를 선택 후 스키마를 선택하여

아이콘을 누르면 선택된 스키마

로 전부 변경 된다. (혹은 각각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
스키마 설정 후

아이콘을 클릭한다.

변경 알림창이 뜨면 “예” 버튼을 누르면 스키마가 변경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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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Project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프로젝트 선택시 화면:

화면조절:
를 클릭하면 화면을 마우스 드래그를 하여 이동과 화면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최대화 단추

를 클릭하면 화면이 원래 상태의 위치로 돌아온다.

1. 설명:
프로젝트 설명을 입력할 수 있다.

2. 프로젝트 버전:
프로젝트가 수정됨에 따라 버전과 수정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을 클릭하여 추가하고

을 클릭하여 삭제한다.

3. 프로젝트 속성:
속성값을 설정하면 프로젝트 하위(스케줄, 프로세스, 기능)에서 ${속성이름}으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Ex)
${속성이름}이 값을 찾을 때 먼저 sharedMap의 값, Schedule에
정의된 속성값, Project에 정의된 속성값, SystemProperty의 값 순으로 찾는다
을 클릭하여 추가하고

을 클릭하여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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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케줄 리스트:
하위 스케줄그룹들의 정보를 Tree형식으로 나타낸다.

5. 스케줄 룰차트:
스케줄에 스케줄시간이 등록되어 있으면 차트로 볼 수 있다.
룰 단위에서 단위를 선택하고 룰 시작 일시를 지정 하면 해당 스케줄이 시작 일시부터
스케줄 실행하는 시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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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Schedule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스케줄 선택시 화면:

1. 스케줄 명:
스케줄 이름을 입력할 수 있다.

2. 스케줄 요약 명:
스케줄 요약 명을 지정한 경우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스케줄 명 왼쪽에 [ ] 안에
스케줄 요약 명이 보인다.

3. 스케줄 시간:
스케줄이 언제 시작 할지 체크를 통해 지정할 수 있으며 모두(*)는 전부 체크한 효과이다.
를 누르게 되면 설정부분에 대한 도움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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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 Minute : Hour : Day_of_Month : Month : Week_of_Year
단위

범위

설명

Second

0-59

초

Minute

0-59

분

Hour

0-23

시

Day_of_Month

1-31

일

Month

0-11

달 (0=Jan, 11=Dec)

Week_of_Year

1-7

요일(1=Sunday, 7=Saturday)

규칙

설명

“:“

Separator

“*“

매시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

언제, 언제 단일지정 ex)월요일 화요일 0:0:0:*:*:2,3

ex)매시간 0:0:*:*:*:*
ex)1시부터8시까지 0:0:1-8:*:*:*

*와,를 혼합도 가능하다.
ex)월요일, 화요일-금요일 0:0:0:*:*:2,4-6

4. 스케줄러 규칙
스케줄러 규칙을 선택할 수 있다.
스케줄러 규칙

설명
실행되는 스케줄러가 해당 스케줄러 시간 범위를 넘어섰을 때
다음 스케줄러 시간으로 건너뜀,
실행되는 스케줄러가 해당 스케줄러 시간 범위를 넘어섰을 때,
스케줄러에 의해 반드시 실행하며 스케줄 실행 중 중복 실행 안 함.
실행되는 스케줄러가 해당 스케줄러 시간 범위를 넘어섰을 때,
스케줄러에 의해 반드시 실행하며 스케줄 실행중 중복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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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복 횟수/간격
스케줄 실행을 반복하는 횟수와 간격을 설정한다.

6. 실행 속성:
스케줄 실행에 대한 설정이다.

-서버 시작시 실행해당 기능을 선택하면, 서버 시작시 스케줄이 실행 된다.

-스케줄 완료 시 데이터베이스 접속 닫기JDBC 일부 버전에서 많은 데이터 처리 후 접속을 닫아주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다.

7. 장애처리 담당자:
스케줄이 실행 도중 오류 발생시 장애처리를 할 담당자를 지정 할 수 있다.

8. 속성:
속성을 추가하면 스케줄, 프로세스 또는 Function 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을 클릭하여 속성을 추가한다.

을 클릭하여 속성을 삭제한다.

9. Callable Param Comments:
스케줄 실행 시 값을 받는 인자 값의 설명을 적는다.
Ex)
1.

Callable Param Comments에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한다.

2.

스케줄 직접실행을 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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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llable params에 위 그림과 같은 값을 넣는다면 아래 그림과 같은
Function Property Editor에서 이 인자 값을 쓸 수 있다.

sharedMap.get(DsmServerConstants.SHARED_MAP_REQUEST_OBJECT) = 입력한 인자 값

10. 설명:
스케줄 설명을 입력할 수 있다.

11, 12 성공 또는 실패 시 실행할 스케줄:
을 클릭하여 성공 시 실행할 스케줄을 추가한다.

을 클릭하여 성공 시 실행할 스케줄을 삭

제한다.
을 클릭하여 실패 시 실행할 스케줄을 추가한다.

을 클릭하여 실패 시 실행할 스케줄을 삭

제한다.
성공 시 실행할 스케줄

해당 스케줄이 문제없이 종료되었을 때 실행할 스케줄을 설정한다.

실패 시 실행할 스케줄

스케줄 실행 중 오류 발생시 실행할 스케줄을 설정

13. 성공 또는 실패 시 사용자 정의:
스케줄 성공 시 사용자 정의, 실패 시 사용자 정의를 할 때 도움코드 추가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적인 소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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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시 사용자 정의

스케줄이 정상적으로 실행 되었을 경우 execute 함수 안에 정의
한 Logic이 수행 된다.
스케줄이 실패 했을 경우 execute 함수 안에 정의한 Logic을 수

실패 시 사용자 정의

행하게 된다.
EX) sms기능을 넣어 에러가 발생하면 문자로 전송이 될 수 있도
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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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선택 옵션 라디오 버튼과 사용자 도움 코드 버튼

※도움말을 지원하는 언어타입
언어타입에 보면 Java 와 Groovy 가 있다.
Groovy 에 대해 간략한 설명 이다.
Groovy 는 자바에 파이썬, 루비, 스몰토크등의 특징을 더한
동적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Groovy의 문법 체계는 자바의 것을 계승 발전시켰다. 자바에는 없는 간편 표기법(syntactic
sugar)을 지원하는 외에 리스트, 맵, 정규식을 위한 구문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래밍을 쉽고 간
결하게 해 준다. 더구나 LISP 언어 초기부터 있어 왔던 클로저를 도입함으로써 메타프로그래밍
이 가능하게 하였다. 자바가상기계(JVM) 상에서 동작하는 동적인 스크립팅 언어 Jython, JRuby,
Jacl, Rhino, LuaJava 등에 비해 손색이 없으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발전을 하고 있다.
※ JAVA와 Groovy 차이점
자바 소스는 컴파일해야만 사용할 수 있지만, Groovy 소스는 스크립트 파일 그대로 실행시킬
수도 있고, 자바처럼 컴파일하여 쓸 수도 있다. 거의 대부분의 자바 소스는 확장명만 바꾸면 수
정 없이 Groovy에서도 쓸 수 있다.
http://groovy.codehaus.org/ 를 참고 하길 바란다.
Ex) 다음은 표준 Java의 예제이다.
public class StdJava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v[])
{
for (String it : new String [] {"Rod", "Carlos", "Chris"})
if (it.length() <= 4)
System.out.println(it);
}
}
Groovy로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od", "Carlos", "Chris"].findAll{it.size() <= 4}.each{printl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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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Process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프로세스 선택 시 화면:

1. 프로세스 명:
프로세스 이름을 설정할 수 있다.

2. 프로세스 요약 명:
프로세스 요약 명을 지정한 경우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프로세스 명 왼쪽에 [ ] 안에
프로세스 요약 명이 보인다.

3. 격리레벨:
Isolation Level 이란: 잠금(Lock)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설명이다.
TRANSACTION_NONE

격리수준을 사용하지 않는다.

TRANSACTION_READ_UNCOMMITTED
TRANSACTION_READ_COMMITTED

commit되지 않은 데이터도 읽을 수 있는 격리수준
이다.
commit된 데이터만 읽을 수 있는 격리수준이다.
SELECT 했을 때 SELECT된 ROW에 RANGED SLOCK이 걸리고 트랜잭션 종료 시까지 유지되기 때
문에, 트랜잭션 종료 시까지 해당 범위에 대해서

TRANSACTION_SERIALIZABLE

일체의 UPDATE, INSERT, DELETE가 차단되고, 따라
서 동일한 SELECT 결과 재현이 보장된다. 이것은
가장 높은 격리수준이며 가장 높은 데이터 무결성
이 제공된다.
REPEATABLE READ 수준에서는 동일 트랜잭션 내
에서 한번 SELECT했던 ROW에 대해서는 UPDATE

TRANSACTION_REPEATABLE_READ

나 DELETE가 불가능 하다. 또한 트랜잭션 종료 시
까지 다시 SELECT했을 때 같은 값이 SELECT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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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랜잭션 재설정:
스케줄에 할당된 트랜잭션이 많으면 프로세스에 의해 스케줄이 잠길 수 있다.
체크를 하게 되면 다시 트랜잭션을 할당 받게 되어 잠김을 줄일 수 있다.
이전에 수행되었던 트랜잭션 은 모두 commit 되고 다시 트랜잭션이 시작된다.

5. 기능 단위 commit:
기능(Function) 단위로 commit을 수행한다. 기능이 수행된 후에는 commit이 수행되고 다음
Function이 수행된다.

기능흐름도
Function의 흐름을 도식화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다.

1. 기능에 대한 Tool Bar이다.
2. 팔레트에서 선택한 기능들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곳이다.
3. 오버 View: 화면 상에 기능이 다 보여지지 않을 경우 보기 위한 툴이다.
기능흐름도 Tool Bar:
아래의 메뉴 기능은 function에서 마우스 우 클릭을 해도 설정이 가능하다.
Icon

Menu

Shortcut

복사

Ctrl + c

마우스로 선택한 기능이 복사된다.

잘라 내기

Ctrl + x

마우스로 선택한 기능이 잘라내어 진다.

붙여 넣기

Ctrl + v

복사 또는 잘라낸 기능을 붙여 넣는 다.

삭제

Ctrl + d

선택된 기능을 삭제한다.

전체 선택

Ctrl + a

기능 흐름도에 있는 모든 펑션을 선택한다.

Input 선택

Ctrl + i

기능 흐름도에 있는 Input 펑션만을 선택한다

Output 선택

Ctrl + o

기능 흐름도에 있는 Output 펑션만을 선택한다

실행취소

Ctrl + z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다시 실행

Ctrl + y

실행취소 하기 전에 실행 했던 것을 다시 실행한다.

92

설명

CHAPTER 4 – 4.5 Process

기능 재정렬

추가된 기능의 추가된 순서를 재정렬한다.
기능의 위치를 추가된 순서부터 정렬해서 화살표로

자동정렬기능

연결시켜 준다.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면,

두 가지의 정렬방식이 있다.
기능 연결선 제거

해당 기능 흐름도 기능들의 연결선을 제거한다.

왼쪽으로 정렬

기능들이 왼쪽으로 정렬된다.

오른쪽으로 정렬

기능들이 오른쪽으로 정렬된다.

위쪽으로 정렬

기능들이 위쪽으로 정렬된다.

아래쪽으로 정렬

기능들이 아래쪽으로 정렬된다.
선택한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설정 할 수 있다. 스케줄

기능 사용

실행 시 사용하지 않는 기능

은 실행하지 않는

다.
해당 기능의 에러 발생시 에러를 무시한다는 의미로
에러무시

에러무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이콘 표시를

사용한다.
기능의 Input되는 데이터와 Output되어 들어오는 데
이터들을 볼 수 있다. 기본 설정은 채움 I/O속성 보
기로 되어있다.

I/O속성보기

기능에 관한 짧은 설명

짧은 설명보기

을 볼 수 있다. 기본설정

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노트를 사용해 각 기능들의 설명이나 시퀀스 등 메모
를 할 수 있다.

노트추가

그리고 html 편집기를 이용해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오버 View:

버튼을 클릭하면 작은 화면이 우측하단에 나타난다.
마우스를 Drag하여 화면 상에 보이지 않는 기능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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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트:
1. Data Sync Manager에서 처리할 데이터들을 분류한 전체적인 틀이다. 사용자는 목적에 따
라 하위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각각의 세부 속성은 4.6 Function을 참고)
2. 팔레트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모두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위메뉴들을 모두 펼친다.

모두 접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위 메뉴들을 모두 접는다.

팔레트의 기본적인 구조

팔레트의 하위 메뉴

제어코드:
Input과 Input을 연결하여 기능의 흐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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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부분에 마우스를 오버 시키면 그림에 표시된 작은 박스가 나타난다.
클릭 후 드래그하여 다음 실행할 기능인 Input EXCEL File에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화살표가 나타난다 .
기능 흐름 화살표를 더블 클릭하면, 조건에 따라 어느 기능을 실행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기능 흐름 화살표가 생기지 않을 경우 옵션 >> DSM 옵션에서 이동 방지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기능 흐름을 설정할 수 없다.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림에 표시된 제어 코드를 더블 클릭 하면 제어 코드의 속성 등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1. 코드
project, schedule, process, sharedMap, beforeAttr, nextAttr을 제어할 수 있는 코드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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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은 boolean 타입 true, false로 해야 한다.
2. 연산자 버튼
연산자 버튼을 클릭하면 코드에 삽입된다.
3. 시스템 속성
시스템 속성을 이용할 수 있다.
4. 스케줄 속성
스케줄 속성에서 설정한 값을 이용할 수 있다.
5. 날짜, 시간 속성
날짜, 시간 속성을 이용할 수 있다.
6. Shared Map
Shared Map에 맵핑 된 값을 이용할 수 있다.
7. 도움말
제어 코드에 대한 도움말을 볼 수 있다.

제어 코드를 입력하면 화살표 위에 입력한 제어 코드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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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Function(기능)
Function의 속성
기능들은 4가지의 속성(기본속성, 필수 속성, 중요속성, 일반속성)을 갖고 있다.
기본 속성: 모든 Function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다.
필수 속성: 각 Function마다 필수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속성이다. 필수 속성을 설정해
Function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꼭 설정 해야 한다.
각 Function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메뉴들이 필수 속성이다.
중요 속성: 필수속성은 아니지만,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반 속성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속성을 분류한 것이다.
각 Function에서 굵게 표시된 메뉴들이 중요 속성이다.
일반 속성: 각 Function마다 부가적인 속성을 정의 할 수 있다.
필수 속성과 중요 속성, 일반 속성은 각 Function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기능의 설명에서
소개 하겠다.

각 Function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속성:

속성
속성 / 카테고리
이름 순 정렬
카테고리 별 보기 /
일반 리스트로 보기

설명
속성 이름 또는 카테고리 이름으로 속성들을 정렬한다.
카테고리 별 보기 또는 일반 리스트 보기
카테고리

를 보이거나 안보이

게 한다.
속성 설명 보이기
또는 감추기

속성 설명 보기 또는 감추기,
속성에 대한 설명 을 보이거나 안보이게 한다.

데이터 영향도 분석

데이터 영향도 분석에서 해당 정보를 사용 유무 설정

사용

해당 기능의 사용 여부 설정

설명

해당 기능의 설명 입력

에러 무시

실행 도중 오류 발생시 계속 실행 여부 설정

이름

해당 기능의 이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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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파라미터명 &

파라미터의 이름을 넣어준다. 넣어주면 그 전에 실행되었던 기능의

출력 파라미터명

출력 파라미터 명을 입력 파라미터에서 사용 할 수 있다.
Ex)

1. DWQuery -> CSV File 기능의 출력 파라미터(output_csv_file :
csv_file)로 설정한다.
2. 설정한 출력 파라미터 명으로 Input CSV File 기능의 입력 파라미
터(input_csv_file : csv_file)를 설정한다.
3. 설정된 입력 파라미터를 Input CSV File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2)
1 . Out CSV File에서 출력 파라미터명을 Test로 설정한다.

2 . 제어 코드를 더블 클릭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한 출력 파라
미터명을 드래그 & 드롭 한다.

3 . 아래 그림 처럼 제어코드에 출력 파라미터명이 나타난다.

짧은 설명

Function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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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더블 클릭을 하면, 입/출력 파라미터의 이름을 지정하는 창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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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AWS
Input S3 CSV File
팔레트 위치:
AMAZONAWS >> S3 >> INPUT >> Input S3 CSV File

기능:
AMAZON S3 CSV 파일을 가져온다.
속성:
속성
AWS 인증 정보

설명
Amazone AWS S3 인증 정보 및 지역을 설정한다.

(Credentials, Region)
버켓명
입력 Csv 파일 정보 설정
입력 S3 Csv 파일/폴더

Amazone AWS S3 버켓명을 설정한다.
파일에서 가져올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CSV파일 정보 설정 참조
입력 받을 파일의 폴더경로나 파일명을 입력한다.
여러 개의 파일을 입력 받을 수 있다. (구분 자: ‘,’ ‘;’)

문자열 Trim

문자열 중에 공백의 Trim 처리 여부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당
대기 시간(ms)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각각 배치 단위 당 실행 후 강제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데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Millisecond 단위, 값이 0 이면 무시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시작 제거 줄 수

파일 시작 부분 몇 번째 줄만큼 삭제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쌍따옴표 Trim 처리

문자열의 양쪽 쌍따옴표를 삭제 여부를 설정한다.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 후 입력 파일을 지정한

압축 형식

압축형태로 압축한다.
압축이 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에러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기능 실행 도중 에러 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에러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제거 패턴이나 시작 제거 줄 수에 의해서 제거된 문자열을
예외 텍스트 로그 설정

파일로 생성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텍스트 로그 설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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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에러 텍스트 로그
설정

파일을 입력 받다가 에러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생성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읽기 에러 텍스트 로그 설정 참조

입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입력 파일 Null To Space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입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파일의 null 값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참조
파일의 정보 중 제거할 패턴을 설정한다. 제거 패턴을 설정하면

제거 패턴

패턴과 매치되는 문자열은 삭제 된다.

칼럼 구분 자

칼럼 구분 자를 설정한다.

파일 인코딩

파일 Encoding를 설정한다.

Input S3 FIX File
팔레트 위치:
AMAZONAWS >> S3 >> INPUT >> Input S3 FIX File

기능:
AMAZON S3 FIX 파일을 가져온다.
속성:
속성
AWS 인증 정보

설명
Amazone AWS S3 인증 정보 및 지역을 설정한다.

(Credentials, Region)
버켓명
입력 Fix 파일 정보 설정
입력 S3 Fix 파일/폴더

Amazone AWS S3 버켓명을 설정한다.
파일에서 가져올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FIX파일 정보 설정 참조
입력 받을 파일의 폴더경로나 파일명을 입력한다.
여러 개의 파일을 입력 받을 수 있다. (구분 자: ‘,’ ‘;’)

문자열 Trim

문자열 중에 공백의 Trim 처리 여부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당
대기 시간(ms)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시작 제거 줄 수

각각 배치 단위 당 실행 후 강제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데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Millisecond 단위, 값이 0 이면 무시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파일 시작 부분 몇 번째 줄만큼 삭제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101

CHAPTER 4 – 4.6 Function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 후 입력 파일을 지정한 압축형태로

압축 형식

압축한다. 압축이 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에러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기능 실행 도중 에러 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에러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제거 패턴이나 시작 제거 줄 수에 의해서 제거된 문자열을
예외 텍스트 로그 설정

파일로 생성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텍스트 로그 설정 참조

읽기 에러 텍스트
로그 설정

파일을 입력 받다가 에러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생성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읽기 에러 텍스트 로그 설정 참조

입력 파일 Null To Space
입력 파일 String 치환

파일의 null 값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참조
파일의 정보 중 제거할 패턴을 설정한다. 제거 패턴을 설정하면

제거 패턴

패턴과 매치되는 문자열은 삭제 된다.

파일 인코딩

파일 Encoding를 설정한다.

Copy Obejct
팔레트 위치:
AMAZONAWS >> S3 >> OPERATION >> Copy Object

기능:
AMAZON S3 버켓을 Copy 한다.
속성:
속성
AWS 인증 정보

설명
Amazone AWS S3 인증 정보 및 지역을 설정한다.

(Credentials, Region)
대상 버켓명

대상 Amazon AWS S3 버켓명을 설정한다.

대상 오브젝트 키

대상 Amazon AWS S3 오브젝트 키를 설정한다.

원본 버켓명

원본 Amazon AWS S3 버켓명 설정한다.

원본 오브젝트 키

원본 Amazon AWS S3 오브젝트 키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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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Bucket
팔레트 위치:
AMAZONAWS >> S3 >> OPERATION >> Create Bucket

기능:
AMAZON S3 버켓을 생성한다.
속성:
속성
AWS 인증 정보

설명
Amazone AWS S3 인증 정보 및 지역을 설정한다.

(Credentials, Region)
생성할 버켓명

생성할 Amazon AWS S3 버켓명을 설정한다.

Delete Bucket
팔레트 위치:
AMAZONAWS >> S3 >> OPERATION >> Delete Bucket

기능:
S3 관련 버켓을 삭제한다.
속성:
속성
AWS 인증 정보

설명
Amazone AWS S3 인증 정보 및 지역을 설정한다.

(Credentials, Region)
삭제할 버켓명

삭제할 Amazon AWS S3 버켓명을 설정한다.

Delete Object
팔레트 위치:
AMAZONAWS >> S3 >> OPERATION >> Delete Object

기능:
S3관련 Object를 삭제한다..
속성:
속성
AWS 인증 정보

설명
Amazone AWS S3 인증 정보 및 지역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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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s, Region)
Amazone AWS S3 버켓명을 설정한다.

버켓명
삭제할 오브젝트 키

삭제할 Amazon AWS S3 오브젝트 키를 설정한다.

Download Object
팔레트 위치:
AMAZONAWS >> S3 >> OPERATION >> Download Object

기능:
Hadoop관련 HBase를 실행한다..
속성:
속성
AWS 인증 정보

설명
Amazone AWS S3 인증 정보 및 지역을 설정한다.

(Credentials, Region)
Amazone AWS S3 버켓명을 설정한다.

버켓명
받을 파일 정보

AWS에서 받을 파일 정보를 설정한다.

Upload Object
팔레트 위치:
AMAZONAWS >> S3 >> OPERATION >> Upload Object

기능:
Hadoop관련 HBase를 실행한다..
속성:
속성
AWS 인증 정보

설명
Amazone AWS S3 인증 정보 및 지역을 설정한다.

(Credentials, Region)
버켓명
보낼 파일 정보

Amazone AWS S3 버켓명을 설정한다.
AWS로 보낼 파일 정보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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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DATA
Execute HBase Shell
팔레트 위치:
BIGDATA >> HADOOP >> HBASE >> Execute HBase Shell

기능:
Hadoop관련 HBase를 실행한다..
속성:
속성

설명

HBase 스크립트

HBase 스크립트를 입력한다.

Zookeeper Quorum(IP)

Zookeeper Quorum IP를 입력한다.

HBase Statement 구분 자

HBase Statement 구분 자를 입력한다.

Zookeeper Quorum(Port)

Zookeeper Quorum Port를 입력한다.

Input HBase
팔레트 위치:
BIGDATA >> HADOOP >> HBASE >> INPUT >> Input HBase

기능:
Hadoop관련 HBase 정보를 입력 받는다.
속성:
속성
입력 HBase 설정
배치 단위 개수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에러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입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설명
HBase에 대한 입력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HBase Row 설정 참조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기능 실행 도중 에러 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에러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입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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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se Insert
팔레트 위치:
BIGDATA >> HADOOP >> HBASE >> OUTPUT >> HBase Insert

기능: Hadoop관련 HBase 정보를 Insert 한다.
속성:
속성

설명
입력 받은 정보와 HBase 칼럼을 매핑 시킨다.

Insert 설정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Insert 설정 참조

Insert 스레드 개수

Insert 를 실행할 Thread 개수를 입력한다.

Row단위 에러 무시

에러 발생시 발생한 Row를 무시하고 실행할 것인지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실패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출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Insert중 실패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실패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출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Input HDFS CSV File
팔레트 위치:
BIGDATA >> HADOOP >> HDFS >> INPUT >> Input HDFS CSV File

기능: Hadoop관련 CSV파일 정보를 입력 받는다.
속성:
속성
HDFS URI
입력 CSV 파일 정보 설정
입력 HDFS CSV 파일/폴더

설명
HDFS URI를 입력 한다.
파일에서 가져올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CSV파일 정보 설정 참조
입력 받을 파일의 폴더경로나 파일명을 입력한다.
여러 개의 파일을 입력 받을 수 있다. (구분 자: ‘,’ ‘;’)

HDFS 사용자

HDFS의 사용자를 설정한다.

HDFS 설정

HDFS의 옵션 중 키와 값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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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CSV 입력 파일 정보 생성

동적으로 CSV 입력 파일을 생성한다.

문자열 Trim

문자열 중에 공백의 Trim 처리 여부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당
대기 시간(ms)

각각 배치 단위 당 실행 후 강제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데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Millisecond 단위, 값이 0 이면 무시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사용자 정의 코드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시작 제거 줄 수

파일의 처음 부분에 제거할 줄 수를 설정한다.

쌍따옴표 Trim 처리

문자열의 양쪽 쌍따옴표를 삭제 여부를 설정한다.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 후 입력 파일을 지정한

압축 형식

압축형태로 압축한다.
압축이 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에러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기능 실행 도중 에러 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에러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제거 패턴이나 시작 제거 줄 수에 의해서 제거된
예외 텍스트 로그 설정

문자열을 파일로 생성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텍스트 로그 설정 참조
파일을 입력 받다가 에러가 발생된 텍스트의 정보를

읽기 에러 텍스트 로그 설정

텍스트 파일로 생성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읽기 에러 텍스트 로그 설정 참조

입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입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입력 파일 Null To Space

파일의 null 값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입력 파일 버퍼 크기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참조
파일 버퍼 사이즈를 설정한다.
파일의 정보 중 제거할 패턴을 설정한다.

제거 패턴

제거 패턴을 설정하면 패턴과 매치되는
문자열은 삭제 된다.

칼럼 구분 자

칼럼 구분 자를 설정한다.

파일 인코딩

파일 Encoding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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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HDFS FIX File
팔레트 위치:
BIGDATA >> HADOOP >> HDFS >> INPUT >> Input HDFS FIX File

기능: Hadoop관련 Fix파일 정보를 입력 받는다.
속성:
속성
HDFS URI
입력 Fix 파일 정보 설정
입력 HDFS Fix 파일/폴더

설명
HDFS URI를 입력 한다.
파일에서 가져올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Fix 파일 정보 설정 참조
입력 받을 파일의 폴더경로나 파일명을 입력한다.
여러 개의 파일을 입력 받을 수 있다. (구분 자: ‘,’ ‘;’)

HDFS 사용자

HDFS의 사용자를 설정한다.

HDFS 설정

HDFS의 옵션 중 키와 값을 설정한다.

동적 FIX 입력 파일 정보 생성

입력 받을 FIX 파일의 정보를 코드로 생성한다.

문자열 Trim

문자열 중에 공백의 Trim 처리 여부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당
대기 시간(ms)

각각 배치 단위 당 실행 후 강제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데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Millisecond 단위, 값이 0 이면 무시 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시작 제거 줄 수
압축 형식
에러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파일의 처음 부분에 제거할 줄 수를 설정한다.
입력 파일이 압축이 되어있을 경우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다. 압축이 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기능 실행 도중 에러 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에러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제거 패턴이나 시작 제거 줄 수에 의해서 제거된 문자열을
예외 텍스트 로그 설정

파일로 생성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텍스트 로그 설정 참조
파일을 입력 받다가 에러가 발생된 텍스트의 정보를

읽기 에러 텍스트 로그 설정

텍스트 파일로 생성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읽기 에러 텍스트 로그 설정 참조

입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입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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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파일 Null To Space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입력 파일 버퍼 크기(KB)

파일의 null 값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참조
파일 버퍼 사이즈를 설정한다.
파일의 정보 중 제거할 패턴을 설정한다. 제거 패턴을 설

제거 패턴

정하면 패턴과 매치되는 문자열은 삭제 된다.

파일 인코딩

파일 Encoding를 설정한다.

Copy HDFS File
팔레트 위치:
BIGDATA >> HADOOP >> HDFS >> OPERATION >> Copy HDFS File

기능: Hadoop관련 파일을 복사한다.
속성:
속성

설명

HDFS URI

HDFS URI를 입력 한다.

복사 파일 저장 디렉토리

복사된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나 파일 명을 지정한다.

원본 파일

복사할 원본 파일을 지정한다.

HDFS 사용자

HDFS의 사용자를 설정한다.

HDFS 설정

HDFS의 옵션 중 키와 값을 설정한다.

숨김 파일 포함

숨김 파일의 포함여부를 설정한다.

하위 디렉토리 포함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여부를 설정한다.

CopyFile HDFS To Local
팔레트 위치:
BIGDATA >> HADOOP >> HDFS >> OPERATION >>CopyFile HDFS To Local

기능: Hadoop관련 파일을 로컬로 복사한다.
속성:
속성

설명

HDFS URI

HDFS URI를 입력 한다.

복사 파일 저장 디렉토리

복사된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나 파일명을 지정한다.

원본 파일

복사할 원본 파일을 지정한다.

HDFS 사용자

HDFS의 사용자를 설정한다.

HDFS 설정

HDFS의 옵션 중 키와 값을 설정한다.

숨김 파일 포함

숨김 파일의 포함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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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디렉토리 포함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해서 복사할 것 인지 정한다.

CopyFile Local To HDFS
팔레트 위치:
BIGDATA >> HADOOP >> HDFS >> OPERATION >>CopyFile Local To HDFS

기능: 로컬 파일을 Hadoop서버에 복사한다.
속성:
속성

설명

HDFS URI

HDFS URI를 입력 한다.

복사 파일 저장 디렉토리

복사된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나 파일명을 지정한다.

원본 파일

복사할 원본 파일을 지정한다.

HDFS 사용자

HDFS의 사용자를 입력 한다.

HDFS 설정

HDFS의 옵션 중 키와 값을 설정한다.

숨김 파일 포함

숨김 파일의 포함여부를 정한다.

하위 디렉토리 포함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해서 복사할 것 인지 정한다.

Delete HDFS File
팔레트 위치:
BIGDATA >> HADOOP >> HDFS >> OPERATION >> Delete HDFS File

기능: Hadoop관련 파일을 삭제한다.
속성:
속성

설명

HDFS URI

HDFS URI를 입력 한다.

원본 파일

삭제할 원본 파일을 지정한다.

HDFS 사용자

HDFS의 사용자를 입력 한다.

HDFS 설정

HDFS의 옵션 중 키와 값을 설정한다.

숨김 파일 포함

숨김 파일의 포함여부를 정한다.

하위 디렉토리 포함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해서 복사할 것 인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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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HDFS File
팔레트 위치:
BIGDATA >> HADOOP >> HDFS >> OPERATION >> Diff HDFS File

기능: 파일을 비교한다.
속성:
속성

설명

HDFS URI

HDFS URI를 입력 한다.

비교대상 HDFS 파일 설정

비교 대상 파일을 설정한다.

원본 HDFS 파일 설정

비교할 원본 파일들을 설정한다.
여러 개의 파일을 입력 받을 수 있다. (구분 자: ‘,’ ‘;’)

비교 대상 로컬 파일 설정

비교할 파일을 설정한다.

HDFS 사용자

HDFS의 사용자를 설정한다.

HDFS 설정

HDFS의 옵션 중 키와 값을 설정한다.

HDFS CSV File Sorter
팔레트 위치:
BIGDATA >> HADOOP >> HDFS >> OPERATION >> HDFS CSV File Sorter

기능: Hadoop관련 HDFS CSV파일을 정렬 시킨다.
속성:
속성

설명

DSM Hadoop Host

Hadoop 접속 Host를 입력 한다.

입력 HDFS CSV 파일

정렬할 CSV 파일명을 입력한다.
Sort를 적용시킬 필드를 설정한다.

정렬 필드

출력 HDFS 디렉토리

출력할 파일 경로 파일명을 입력한다.

DSM Hadoop 포트

Hadoop 접속 Port를 입력 한다.

SSL 사용여부

SSL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입력 파일 Null To Space

파일의 null 값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 한다.
4.7 Function PropertyEditor >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참조

칼럼 구분 자

칼럼 구분 자를 설정한다.

파일 인코딩

파일 Encoding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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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FS Fix File Sorter
팔레트 위치:
BIGDATA >> HADOOP >> HDFS >> OPERATION >> HDFS Fix File Sorter

기능: Hadoop관련 HDFS Fix파일을 정렬 시킨다.
속성:
속성

설명

DSM Hadoop Host

Hadoop 접속 Host를 입력 한다.

입력 HDFS Fix 파일

정렬할 Fix 파일명을 입력한다.
Sort를 적용시킬 필드를 설정한다.

정렬 필드

출력 HDFS 디렉토리

출력할 파일 경로 파일명을 입력한다.

DSM Hadoop 포트

Hadoop 접속 Port를 입력 한다.

SSL 사용여부

SSL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입력 파일 Null To Space

파일의 null 값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 한다.

입력 파일 String 치환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참조

파일 인코딩

파일 Encoding를 설정한다.

Merge HDFS File
팔레트 위치:
BIGDATA >> HADOOP >> HDFS >> OPERATION >> Merge HDFS File

기능: 파일을 Merge한다.
속성: displayName.append
속성
HDFS URI
원본 로컬 파일
출력 HDFS 파일
이어 쓰기

설명
HDFS URI를 입력 한다.
Merge할 디렉토리나 파일 명들을 설정한다.
여러 개의 파일을 입력 받을 수 있다.

(구분 자: ‘,’ ‘;’)

Merge후 생성할 HDFS파일 경로를 설정한다.
출력 대상 파일이 경로에 존재하는 경우 파일 내용 뒤에 이어서 쓸
것인지 설정한다.

HDFS 사용자

HDFS의 사용자를 설정한다.

HDFS 설정

HDFS의 옵션 중 키와 값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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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김 파일 포함

숨김 파일의 포함유무를 설정한다..

하위 디렉토리 포함

하위 디렉토리 파일의 포함유무를 설정한다.

Rename HDFS File
팔레트 위치:
BIGDATA >> HADOOP >> HDFS >> OPERATION >> Rename HDFS File

기능: 파일명을 변경한다.
속성:
속성

설명

HDFS URI

HDFS URI를 입력 한다.

변경 전 파일

원본 파일명을 설정한다.

변경 후 파일

변경 후 파일명을 설정한다.

HDFS 사용자

HDFS의 사용자를 설정한다.

HDFS 설정

HDFS의 옵션 중 키와 값을 설정한다.

Output HDFS CSV File
팔레트 위치:
BIGDATA >> HADOOP >> HDFS >> OUTPUT >> Output HDFS CSV File

기능: Hadoop관련 CSV파일 정보를 생성한다.
속성:
속성
HDFS URI
출력 CSV 파일 정보 설정

설명
HDFS URI를 입력 한다.
정보를 출력할 파일을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출력 CSV 파일 정보 설정 참조

출력 HDFS CSV 파일

출력할 파일명을 입력한다.

HDFS 사용자

HDFS의 사용자를 설정한다.

HDFS 설정

HDFS의 옵션 중 키와 값을 설정한다.

동적 CSV 출력파일
정보 생성
배치 단위 개수
배치 단위당
대기 시간(ms)
사용자 정의 코드

출력할 CSV파일의 정보를 코드로 생성한다.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각각 배치 단위 당 실행 후 강제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데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Millisecond 단위, 값이 0 이면 무시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
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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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 후 출력 파일을 지정한 압축형

압축 형식

태로 출력한다. 압축을 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예외 Row 로그 설정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출력 대상 파일이 경로에 존재하는 경우 파일 내용 뒤에 이

이어 쓰기

어서 쓸 것인지 설정한다.

출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출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출력 파일 Null To Space

출력할 정보 중 null 값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출력 파일 String 치환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출력 파일 String 치환 참조

출력 파일 버퍼 크기(KB)

출력할 파일 버퍼 사이즈를 설정한다.

출력 파일 스레드 개수

출력 파일을 생성할 스레드 개수를 설정한다.

칼럼 구분 자

칼럼 구분 자를 설정한다.

파일 인코딩

파일 Encoding를 설정한다.

행 구분 자

출력 파일의 행 구분 자를 설정한다.

Output HDFS Fix File
팔레트 위치:
BIGDATA >> HADOOP >> HDFS >> OUTPUT >> Output HDFS Fix File

기능: Hadoop관련 Fix파일 정보를 생성한다.
속성:
속성
HDFS URI
출력 Fix 파일 정보 설정

설명
HDFS URI를 입력 한다.
정보를 출력할 파일을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출력 Fix 파일 정보 설정 참조

출력 HDFS Fix 파일

출력할 파일명을 입력한다.

HDFS 사용자

HDFS의 사용자를 설정한다.

HDFS 설정

HDFS의 옵션 중 키와 값을 설정한다.

동적 FIX 출력파일
정보 생성
배치 단위 개수
배치 단위당
대기 시간(ms)
사용자 정의 코드

출력할 FIX 파일의 정보를 코드로 생성한다.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각각 배치 단위 당 실행 후 강제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데 대
기 시간을 설정한다.
(Millisecond 단위, 값이 0 이면 무시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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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스레드 개수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 후 출력 파일을 지정한 압축형태

압축 형식

로 출력한다. 압축을 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예외 Row 로그 설정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출력 대상 파일이 경로에 존재하는 경우 파일 내용 뒤에 이

이어 쓰기
출력

어서 쓸 것인지 설정한다.

Stream

Buffer

크기

Hint
출력 파일 Null To Space

출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출력할 정보 중 null 값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 한다.

출력 파일 String 치환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출력 파일 String 치환 참조

출력 파일 버퍼 크기(KB)

출력할 파일 버퍼 사이즈를 설정한다.

출력 파일 스레드 개수

출력 파일을 생성할 스레드 개수를 설정한다.

파일 인코딩

파일 Encoding를 설정한다.

행 구분 자

출력 파일의 행 구분 자를 설정한다.

MapReduce Executer
팔레트 위치:
BIGDATA >> HADOOP >> MAPREDUCE >> MapReduce Executer

기능: MapReduce를 실행시킨다.
속성:
속성

설명

DSM Hadoop Host

Hadoop 접속 Host를 설정한다.

Hadoop 명령어

코딩한 맵리듀스를 Hadoop 명령어로 입력한다..

DSM Hadoop 포트

Hadoop 접속 포트를 설정한다.

SSL 사용여부

SSL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작업 폴더

작업 폴더를 설정한다.

환경 속성

환경 속성을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환경 속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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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 Executer
팔레트 위치:
BIGDATA >> HADOOP >> PIG >> Pig Executer

기능: Hadoop관련 Pig 스크립트를 실행한다.
속성:
속성

설명

DSM Hadoop Host

Hadoop 접속 Host를 설정한다.

Pig 스크립트

Spark로 코딩한 Pig 스크립트를 입력한다.

DSM Hadoop 포트

Hadoop 접속 포트를 설정한다.

SSL 사용여부

SSL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작업 폴더

작업 폴더를 설정한다.
환경 속성을 설정한다.

환경 속성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환경 속성 참조

Spark Script Executer
팔레트 위치:
BIGDATA >> SPARK >> SCRIPT >> Spark Script Executer

기능: 입력한 Spark Script를 실행한다.
속성:
속성
DSM 원격서버 호스트
Spark 스크립트

설명
DSM 원격서버 호스트 명(IP)를 설정한다
Spark 스크립트를 작성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스크립트 참조

어플리케이션 명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설정한다.

DSM 원격서버 포트

DSM 원격서버 포트를 설정한다.

Spark 실행 옵션
Spark 환경 설정

Spark 실행 옵션을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Spark 실행 옵션 참조

Spark 환경 설정을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Spark 환경 설정 참조

SSL 사용여부

SSL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작업 폴더

작업 폴더를 설정한다.

환경 속성

환경 속성을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환경 속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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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
Archive File
팔레트 위치:
COMPRESS >> ARCHIVE >> Archive File

기능: 파일을 압축한다. ar, cpio, jar, zip 지원
속성:
속성

설명

입력 경로

하나의 파일로 묶을 파일명들을 설정한다.

출력 파일

묶은 파일의 출력할 파일명을 설정한다.

보관 유형

압축 유형을 설정한다. (ar, cpio, jar, zip)

Extract File
팔레트 위치:
COMPRESS >> ARCHIVE >> Extract File

기능: 압축을 해제한다. ar, cpio, jar, zip 지원
속성:
속성

설명

입력 파일

해제할 파일의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출력 디렉토리

해제 후 생성된 파일의 경로를 설정한다.

보관 유형

해제할 압축파일의 유형을 설정한다. (ar, cpio, jar, zip)

Compress File
팔레트 위치:
COMPRESS >> COMPRESS >> Compress File

기능: 파일을 압축한다. bzip2, gz, xz 지원
속성:
속성

설명

입력 파일

압축할 파일의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출력 파일

압축 후 생성된 파일의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압축 유형

압축 유형을 설정한다. (bzip2, gz, 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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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mpress File
팔레트 위치:
COMPRESS >> COMPRESS >> Uncompress File

기능: 압축을 해제한다. bzip2, gz, xz 지원
속성:
속성

설명

입력 파일

압축 파일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출력 파일

압축 해제 후 생성된 파일 경로를 설정한다.

압축 유형

압축 유형을 설정한다. (bzip2, gz, 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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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Execute multi query define
팔레트 위치:
DATABASE >> Execute multi query define

기능: 여러 개의 SQL문을 실행시킨다.
속성:
속성
SQL 스크립트
데이터 소스
SQL 구분 자

설명
SQL문을 작성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스크립트 참조

dataSource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데이터 소스 참조

여러 개의 SQL문을 구분할 구분 자를 설정한다.
SQL 타임아웃을 지정할 수 있다.

SQL 타임아웃

sql문이 실행 이후에 응답이 없으면 몇 초 후 자동으로
종료시킬지 정할 수 있다.
동적 쿼리생성 여부를 설정한다.

직접실행

(체크시 쿼리문을 컴파일하지 않고 바로 실행한다.)

DWQuery
팔레트 위치:
DATABASE >> INPUT >> DWQuery

기능: DB에서 가져올 정보를 설정한다.
속성:
속성
SQL 설정
JDBC Fetch 크기

설명
SQL문을 생성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SQL 설정 참조
JDBC의 FetSize를 설정한다. 많이 설정하면 out of memory가
발생하기 때문에 JDBC를 참조하여 적정한 값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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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_FORWARD_ONLY: 결과 set이 스크롤되지 않는다.
TYPE_SCROLL_INSENTIVE: 결과 set은 스크롤되나 데이터베이스
변화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JDBC ResultSet 종류

TYPE_SCROLL_SENSITIVE: 결과 set은 스크롤되고 데이터베이스
변화에 반응한다.
DB의 특성 때문에 ORACLE 은 TYPE_FORWARD_ONLY 를
MSSQL은 TYPE_SCROLL_INSENTIVE를
MYSQL은 TYPE_FORWARD_ONLY 값과 FetchSize를
Integer MIN_VALUE 값인 -2147483648로 설정해야 한다.

SQL ORDER BY절

SQL문에 ORDER BY를 입력 한다.

SQL 결과 문자열

SQL실행 후 결과를 어떤 형식으로 Encoding 하여 파일을

재 인코딩

생성할지 설정한다.

SQL 조건절

SQL문의 조건 절을 설정한다.
SQL 타임아웃을 지정할 수 있다.

SQL 타임아웃

sql문이 실행 이후에 응답이 없으면 몇초후 자동으로 종료시킬지
정할 수 있다.

usePingQuery

실행 중 연결된 DB에 Ping Query를 사용할 것인지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당

각각 배치 단위 당 실행 후 강제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데 대기

대기 시간(ms)

시간을 설정한다. (Millisecond 단위, 값이 0 이면 무시된다.)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에러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입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직접실행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기능 실행 도중 에러 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에러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입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동적 쿼리생성 여부를 설정한다.
(체크시 쿼리문을 컴파일하지 않고 바로 실행한다.)
최대 Row 개수를 설정한다. 0보다 큰 경우 결과 Row 가

최대 Row 개수

많더라도 설정된 Row 만 가져오고, 0일경우
전체 Row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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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Query
팔레트 위치:
DATABASE >> INPUT >> SQL Query

기능: SQL문을 이용 DB에서 가져올 정보를 설정한다.
속성:
속성
SQL 스크립트
데이터 소스
JDBC Fetch 크기

설명
SQL문을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스크립트 참조
dataSource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데이터 소스 참조

JDBC의 FetSize를 설정한다. 많이 설정하면 out of memory가
발생하기 때문에 JDBC를 참조하여 적정한 값을 설정한다.

TYPE_FORWARD_ONLY: 결과 set이 스크롤되지 않는다.
TYPE_SCROLL_INSENTIVE: 결과 set은 스크롤되나 데이터베이스
변화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JDBC ResultSet 종류

TYPE_SCROLL_SENSITIVE: 결과 set은 스크롤되고 데이터베이스
변화에 반응한다.
DB의 특성 때문에 ORACLE 은 TYPE_FORWARD_ONLY 를
MSSQL은 TYPE_SCROLL_INSENTIVE를
MYSQL은 TYPE_FORWARD_ONLY 값과 FetchSize를
Integer MIN_VALUE 값인 -2147483648로 설정해야 한다.

SQL 결과 문자열

SQL실행 후 결과를 어떤 형식으로 Encoding 하여 파일을

재 인코딩

생성할지 설정한다.

SQL 조건 절

SQL문의 조건 절을 설정한다.
SQL 타임아웃을 지정할 수 있다.

SQL 타임아웃

sql문이 실행 이후에 응답이 없으면 몇초후 자동으로
종료시킬지 정할 수 있다.

usePingQuery

실행 중 연결된 DB에 Ping Query를 사용할 것인지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당

각각 배치 단위 당 실행 후 강제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데 대기

대기 시간(ms)

시간을 설정한다. (Millisecond 단위, 값이 0 이면 무시된다.)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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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입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기능 실행 도중 에러 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에러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입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동적 쿼리생성 여부를 설정한다.

직접실행

(체크시 쿼리문을 컴파일하지 않고 바로 실행한다.)
최대 Row 개수를 설정한다. 0보다 큰 경우 결과

최대 Row 개수

Row 가 많더라도 설정된 Row 만 가져오고, 0일경우
전체 Row를 반환한다.

DB CUD
팔레트 위치:
DATABASE >> OUTPUT >> DB CUD

기능: DB에 Insert, Update, Delete 시킬 수 있다.
속성:
속성
CUD설정
Row단위 에러 무시

설명
DB에 insert, update, delete를 설정할 수 있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CUD 설정 참조
에러 발생시 발생한 Row를 무시하고 실행할 것인지 설정한다.
SQL 타임아웃을 지정할 수 있다.

SQL 타임아웃

sql문이 실행 이후에 응답이 없으면 몇초후 자동으로
종료시킬지 정할 수 있다.

배치 단위 개수
배치 단위 커밋 수행
빈문자열 변환
사용자 정의 코드
실패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출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DB 에 Insert 할 때 한번에 실행할 row 개수를 처리 후
commit 을 수행할 것인지 설정한다.
입력된 문자열을 변환 시킨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빈문자열 변환 참조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기능 실행 중 실패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실패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출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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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Insert
팔레트 위치:
DATABASE >> OUTPUT >> DB Insert

기능: DB에 Insert를 실행한다.
속성:
속성
Insert 설정

설명
파일의 정보와 DB 칼럼을 매핑 시킨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Insert 설정 참조

Insert 방식

Insert시 Batch로 할 것인지 Update로 할 것인지 설정한다.

Insert 스레드 개수

Insert 를 실행할 Thread 개수를 입력한다.

Row 단위 에러 무시

에러 발생시 발생한 Row를 무시하고 실행할 것인지 설정한다.
SQL 타임아웃을 지정할 수 있다.

SQL 타임아웃

sql문이 실행 이후에 응답이 없으면 몇초후 자동으로
종료시킬지 정할 수 있다.

PingQuery 사용여부

실행 중 연결된 DB에 Ping Query를 사용할 것인지 설정한다.

배치 단위당

각각 배치 단위 당 실행 후 강제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데

대기 시간(ms)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Millisecond 단위, 값이 0 이면 무시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 커밋 수행
빈문자열 변환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실패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출력 Stream Buffer 크
기 Hint

DB 에 Insert 할 때 한번에 실행할 row 개수를 처리 후
commit 을 수행할 것인지 설정한다.
입력된 문자열을 변환 시킨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빈문자열 변환 참조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기능 실행 중 실패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실패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출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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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 CSV -> DB
팔레트위치:
DATABASE >> SYNC >> Sync CSV -> DB

기능: 파일의 데이터를 DB와 Sync 한다
속성:
속성
싱크 정보

설명
파일의 칼럼과 DB 칼럼을 매핑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싱크 정보 > Sync CSV-> DB 참조

끝 제거 패턴

파일 끝 부분에서 제거할 패턴을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 커밋 수행
빈문자열 변환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DB 에 Insert 할 때 한번에 실행할 row 개수를 처리 후
commit 을 수행할 것인지 설정한다.
입력된 문자열을 변환 시킨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빈문자열 변환 참조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시작 제거 줄 수

파일 시작 부분 몇 번째 줄만큼 삭제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시작 제거 패턴

파일 시작 부분에서 제거할 패턴을 설정한다.

쌍따옴표 Trim 처리

문자열의 양쪽 쌍따옴표를 삭제 여부를 설정한다.

입력 문자열 Trim

입력된 문자열 중에 공백의 Trim 처리 여부를 설정한다.

입력 파일 Null To Space

파일의 null 값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입력 파일 압축형식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참조
입력 파일이 압축이 되어있을 경우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다. 압축이 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타겟

타겟 JDBC Fetch 크기

JDBC의

FetSize를

설정한다.

많이

설정하면

out

of

memory가 발생하기 때문에 JDBC를 참조하여 적정한 값을
설정한다.

TYPE_FORWARD_ONLY: 결과 set이 스크롤되지 않는다.
타겟 JDBC ResultSet 종류

TYPE_SCROLL_INSENTIVE: 결과 set은 스크롤되나 데이터베이스
변화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TYPE_SCROLL_SENSITIVE: 결과 set은 스크롤되고 데이터베이스
변화에 반응한다.
DB의 특성 때문에 ORACLE 은 TYPE_FORWARD_ONLY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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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QL은 TYPE_SCROLL_INSENTIVE를
MYSQL은 TYPE_FORWARD_ONLY 값과 FetchSize를
Integer MIN_VALUE 값인 -2147483648로 설정해야 한다.

Sync DB -> DB
팔레트 위치:
DATABASE >> SYNC >> Sync DB -> DB

기능: DB의 데이터를 DB와 Sync 한다.
속성:
속성
싱크 정보
배치 단위 개수
배치 단위 커밋 수행
빈문자열 변환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설명
DB 칼럼을 매핑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싱크 정보 > Sync DB -> DB 참조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DB 에 Insert 할 때 한번에 실행할 row 개수를 처리 후
commit 을 수행할 것인지 설정한다.
입력된 문자열을 변환 시킨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빈문자열 변환 참조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원본

원본 JDBC Fetch 크기

JDBC의

FetSize를

설정한다.

많이

설정하면

out

of

memory가 발생하기 때문에 JDBC를 참조하여 적정한
값을 설정한다.

TYPE_FORWARD_ONLY: 결과 set이 스크롤되지 않는다.
TYPE_SCROLL_INSENTIVE: 결과 set은 스크롤되나 데이터베이스
변화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원본 JDBC ResultSet 종류

TYPE_SCROLL_SENSITIVE: 결과 set은 스크롤되고 데이터베이스
변화에 반응한다.
DB의 특성 때문에 ORACLE 은 TYPE_FORWARD_ONLY 를
MSSQL은 TYPE_SCROLL_INSENTIVE를
MYSQL은 TYPE_FORWARD_ONLY 값과 FetchSize를
Integer MIN_VALUE 값인 -2147483648로 설정해야 한다.
타겟 JDBC의 FetSize를 설정한다. 많이 설정하면 out of

타겟 JDBC Fetch 크기

memory가 발생하기 때문에 JDBC를 참조하여 적정한 값을
설정한다.

125

CHAPTER 4 – 4.6 Function

TYPE_FORWARD_ONLY: 결과 set이 스크롤되지 않는다.
TYPE_SCROLL_INSENTIVE: 결과 set은 스크롤되나 데이터베이스
변화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타겟 JDBC ResultSet 종류

TYPE_SCROLL_SENSITIVE: 결과 set은 스크롤되고 데이터베이스
변화에 반응한다.
DB의 특성 때문에 ORACLE 은 TYPE_FORWARD_ONLY 를
MSSQL은 TYPE_SCROLL_INSENTIVE를
MYSQL은 TYPE_FORWARD_ONLY 값과 FetchSize를
Integer MIN_VALUE 값인 -2147483648로 설정해야 한다.

Sync DB Query -> DB
팔레트 위치:
DATABASE >> SYNC >> Sync DB Query -> DB

기능: Query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DB와 Sync 한다.
속성:
속성

설명
DB 칼럼을 매핑한다.

싱크 정보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싱크 정보 > Sync Query -> DB 참
조

배치 단위 개수
배치 단위 커밋 수행
빈문자열 변환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원본 JDBC Fetch 크기

원본 JDBC ResultSet 종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DB 에 Insert 할 때 한번에 실행할 row 개수를 처리 후
commit 을 수행할 것인지 설정한다.
입력된 문자열을 변환 시킨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빈문자열 변환 참조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원본 JDBC의 FetSize를 설정한다. 많이 설정하면 outofmemory
가 발생하기 때문에 JDBC를 참조하여 적정한 값을 설정한다.

TYPE_FORWARD_ONLY: 결과 set이 스크롤되지 않는다.
TYPE_SCROLL_INSENTIVE: 결과 set은 스크롤되나 데이터베이스
변화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TYPE_SCROLL_SENSITIVE: 결과 set은 스크롤되고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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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반응한다.
DB의 특성 때문에 ORACLE 은 TYPE_FORWARD_ONLY 를
MSSQL은 TYPE_SCROLL_INSENTIVE를
MYSQL은 TYPE_FORWARD_ONLY 값과 FetchSize를
Integer MIN_VALUE 값인 -2147483648로 설정해야 한다.
타겟
타겟 JDBC Fetch 크기

JDBC의

FetSize를

설정한다.

많이

설정하면

out

of

memory가 발생하기 때문에 JDBC를 참조하여 적정한 값을
설정한다.

TYPE_FORWARD_ONLY: 결과 set이 스크롤되지 않는다.
TYPE_SCROLL_INSENTIVE: 결과 set은 스크롤되나 데이터베이스
변화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타겟 JDBC ResultSet 종류

TYPE_SCROLL_SENSITIVE: 결과 set은 스크롤되고 데이터베이스
변화에 반응한다.
DB의 특성 때문에 ORACLE 은 TYPE_FORWARD_ONLY 를
MSSQL은 TYPE_SCROLL_INSENTIVE를
MYSQL은 TYPE_FORWARD_ONLY 값과 FetchSize를
Integer MIN_VALUE 값인 -2147483648로 설정해야 한다.

Sync Fix -> DB
팔레트 위치:
DATABASE >> SYNC >> Sync Fix -> DB

기능: 파일의 데이터를 DB와 Sync 한다.
속성:
속성
싱크 정보

설명
파일의 칼럼과 DB 칼럼을 매핑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싱크 정보 > Sync Fix -> DB 참조

끝 제거 패턴

파일 끝 부분에서 제거할 패턴을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 커밋 수행
빈문자열 변환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DB 에 Insert 할 때 한번에 실행할 row 개수를 처리 후
commit 을 수행할 것인지 설정한다.
입력된 문자열을 변환 시킨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빈문자열 변환 참조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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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제거 줄 수

파일 시작 부분 몇 번째 줄만큼 삭제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시작 제거 패턴

파일 시작 부분에서 제거할 패턴을 설정한다.

입력 문자열 Trim

입력된 문자열 중에 공백의 Trim 처리 여부를 설정한다.

입력 파일 Null To Space

파일의 null 값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입력 파일 압축형식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참조
입력 파일이 압축이 되어있을 경우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다. 압축이 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타겟

타겟 JDBC Fetch 크기

JDBC의

FetSize를

설정한다.

많이

설정하면

out

of

memory가 발생하기 때문에 JDBC를 참조하여 적정한 값을
설정한다.

TYPE_FORWARD_ONLY: 결과 set이 스크롤되지 않는다.
TYPE_SCROLL_INSENTIVE: 결과 set은 스크롤되나 데이터베이스
변화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타겟 JDBC ResultSet 종류

TYPE_SCROLL_SENSITIVE: 결과 set은 스크롤되고 데이터베이스
변화에 반응한다.
DB의 특성 때문에 ORACLE 은 TYPE_FORWARD_ONLY 를
MSSQL은 TYPE_SCROLL_INSENTIVE를
MYSQL은 TYPE_FORWARD_ONLY 값과 FetchSize를
Integer MIN_VALUE 값인 -2147483648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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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I
㈜아리시스템블루에서 개발한 DEEP-I에 관한 기능이다.
자세한 내용은 DEEP-I 매뉴얼을 참조

DEEP-I Dl4j LoadDataNormalizer
팔레트 위치:
DEEP-I >> DL4J >> Deep-I Dl4j LoadDataNormalizer

기능: Data를 처리에 앞서 Normalizer 시킨다.
속성:
속성

설명
Data 의 Normalizer 을 설정한다.

Data Normalization

Image PreProcessing 방법과 normalizer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Data의 Type을 설정한다.
Data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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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I Dl4j LoadModel
팔레트 위치:
DEEP-I >> DL4J >> Deep-I Dl4j LoadModel

기능: Model을 Load 시킨다.
속성:
속성

설명
Data의 Type을 설정한다.

Data Type

Model File

Model File을 설정한다.
Model Type을 설정한다.

Model Type

ComputationGraph: 다양하고 복잡한 신경망
MultiLayerNetwork: 신경망을 순차적으로 쌓은 것으로 가장
단순하고 흔한 구조의 신경망

DEEP-I Dl4j Model Testing
팔레트 위치:
DEEP-I >> DL4J >> Deep-I Dl4j Model Testing

기능: Data를 이용해 Model을 Test한다.
속성:
속성

설명

Agent Infomation

딥러닝에서 사용할 서버의 Agent 정보를 설정한다.

Class Path For compile

컴파일과정에서 사용할 Class Path를 설정한다.

Cuda Configure

Cuda 속성을 설정한다.

Data Normailzation

Data의 Normailzation을 설정한다.

Data Test Directory

Data 파일의 경로를 설정한다.

Data Test File Pattern

Data 파일의 패턴을 설정한다.
Data의 타입을 설정한다.

Data Type

Environment

환경 설정값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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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Vm Options

JAVA VM 옵션을 설정한다.

Model File Directory

사용할 Model의 위치를 설정한다.

Output Number Classes

출력할 개수를 지정한다.
Prediction 타입을 설정한다.

Precdiction Type
Classfication: 분류작업
Regression: 회귀분석
학습 타입을 설정한다.
Train Type
Supervised: 지도학습
Unsupervised: 비지도학습
Work Directory

작업 폴더를 설정한다.

DEEP-I Dl4j Model Training
팔레트 위치:
DEEP-I >> DL4J >> Deep-I Dl4j Training

기능: Data로 Model을 이용해 학습을 시킨다.
속성:
속성

설명

Agent Infomation

딥러닝에서 사용할 서버의 Agent 정보를 설정한다.

Class Path For compile

컴파일과정에서 사용할 Class Path를 설정한다.

Data Normailzation

Data의 Normailzation을 설정한다.

Data Test Dir

Test Data파일의 경로를 설정한다.

Data Test File Pattern

Test Data파일의 패턴을 설정한다.

Data Train Dir

Train Data파일의 경로를 설정한다.

Data Train File Pattern

Train Data파일의 패턴을 설정한다.
Data의 타입을 설정한다.

Data Type

Data Validation Dir

Validation Data 파일의 경로를 설정한다.

Data Validation File Pattern

Validation Data 파일의 패턴을 설정한다.

Deepi Model Design Path

Deepi Model의 디자인 경로를 설정한다.

Environment

환경 설정값을 설정한다.

Java Vm Options

JAVA VM 옵션을 설정한다.

Random Max Count

랜덤 Count를 설정한다.

Save Model Path

저장할 Model의 위치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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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타입을 설정한다.
Train Type
Supervised: 지도학습
Unsupervised: 비지도학습
Work Dir

작업 폴더를 설정한다.

DEEP-I Dl4j Csv To Binary
팔레트 위치:
DEEP-I >> MAKE BINARY >> Deep-I Dl4j CSV To Binary

기능: CSV를 Binary파일로 바꾼다.
속성:
속성

설명

Batch Size

배치 크기를 설정한다.

Data Normailzation

Data의 Normailzation을 설정한다.
Data의 타입을 설정한다.

Data Type

Data Set 타입을 설정한다.
DataSet Type
Supervised: 지도학습
Unsupervised: 비지도학습
Input CSV Data File

입력할 CSV 파일의 경로를 설정한다.

Input CSV Delimiter

입력할 CSV 파일의 구분자를 설정한다.

Input CSV SkipLine

입력할 CSV 파일의 건너뛸 라인을 설정한다.

Label Index

Label의 Index를 설정한다.

Num Classes

Class의 개수를 설정한다.

Output Bin Data Dir

출력할 Bin 파일의 경로를 설정한다.

Output Bin Data File Pattern

출력할 Bin 파일의 패턴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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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I Dl4j ImageDir To Binary
팔레트 위치:
DEEP-I >> MAKE BINARY >> Deep-I Dl4j ImageDir To Binary

기능: ImageDir를 Binary파일로 바꾼다.
속성:
속성

설명

Batch Size

배치 크기를 설정한다.

Channels

채널의 개수를 설정한다.
Data의 타입을 설정한다.

Data Type

Data Set 타입을 설정한다.
DataSet Type
Supervised: 지도학습
Unsupervised: 비지도학습
Height

높이를 설정한다.

Image Transforms

이미지의 변환방법을 설정한다.

Input Parent Image Dir

입력할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설정한다.

Output Bin Data Dir

출력할 Bin 파일의 경로를 설정한다.

Output Bin Data File Pattern

출력할 Bin 파일의 패턴을 설정한다.

Width

넓이를 설정한다.

DEEP-I Dl4j SentenceCsv To Binary
팔레트 위치:
DEEP-I >> MAKE BINARY >> Deep-I Dl4j SentenceCsv To Binary

기능: Csv파일을 Binary파일로 바꾼다.
속성:
속성

설명

단어를 벡터로 변환할 파일

배치 크기를 설정한다.

입력 Csv 파일

입력할 Csv 파일의 경로를 설정한다.

출력 바이너리 디렉토리

출력할 바이너리 파일의 경로를 설정한다.

출력 바이너리 파일 패턴

출력할 바이너리 파일의 패턴을 설정한다.

Csv 칼럼 구분자

Csv 칼럼의 구분자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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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크기

배치 크기를 설정한다.

Csv 제거 줄수

Csv 제거 줄 수를 설정한다.

높이에 따른 문장

높이에 따른 문장의 여부를 설정한다.

문장 최대 길이

출력할 Bin 파일의 패턴을 설정한다.

알 수 없는 단어 처리
정규화된 단어 벡터 사용

알 수 없는 단어처리를 Remove Word로 사용할지,
UseUnknownVector 벡터로 사용 할지 설정한다.
정규화된 단어 벡터 여부를 설정한다.

Image Tranforms
팔레트 위치:
DEEP-I >> UTILS >> Image Tranforms

기능: Image를 변환한다.
속성:
속성

설명

이미지 변환

변환할 이미지를 설정한다.
입력 이미지 상위 디렉토리

입력할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설정한다.

출력 이미지 상위 디렉토리

출력할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설정한다.

출력 바이너리 디렉토리

출력할 Bin 파일의 경로를 설정한다.

출력 이미지 유형
출력 이미지 유형을 선택한다.
출력 파일 접미사

출력 파일의 접미사를 설정한다.

이미지 변환

변환할 이미지를 설정한다.
입력 이미지 상위 디렉토리

입력할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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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이미지 상위 디렉토리

출력할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설정한다.

출력 바이너리 디렉토리

출력할 Bin 파일의 경로를 설정한다.

출력 이미지 유형
출력 이미지 유형을 선택한다.

Deep-I Dl4j Load Word2Vec
팔레트 위치:
DEEP-I >> UTILS >> Deep-I Dl4j Load Word2Vec

기능: Word2Vec를 불러온다.
속성:
속성

설명

모델 파일

모델 파일의 경로를 선택한다.

Deep-I Dl4j Training Word2Vec
팔레트 위치:
DEEP-I >> UTILS >> Deep-I Dl4j Training Word2Vec

기능: Word2Vec를 이용해 학습을 시킨다.
속성

설명

입력 데이터 파일

입력 모델 파일의 경로를 선택한다.

출력 모델 파일

출력 모델 파일의 경로를 선택한다.

Batch Size

배치 크기를 설정한다.

Epochs

Epochs 크기를 설정한다.

Iterations

Iterations 크기를 설정한다.

Layer Size

Layer 크기를 설정한다.

Learning Rate

Learning Rate를 설정한다.

Min Learning Rate

최소 Learning Rate를 설정한다.

Min Word Frequency

Min Word Frequency를 설정한다.

Window

Window 크기를 설정한다.

AdaGrad 사용

AdaGrad 사용 여부를 체크한다.

Expected Huge Model

Expected Huge Model 여부를 체크한다.

Hierarchic Softmax 사용

Hierarchic Softmax 사용 여부를 체크한다.

Learning

Learning Rate DecayWords를 설정한다.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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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yWords
Model 리셋

모델 리셋 여부를 체크한다.

Negative

Negative를 설정한다.

Precise Weight Init

Precise Weight Init 여부를 체크한다.

Sampling

Sampling 사이즈를 설정한다.

Unknown 사용

Unknown 사용 여부를 체크한다.

Variable Windows

변수 Windows를 설정한다.

입력 데이터 파일

입력 모델 파일의 경로를 선택한다.

출력 모델 파일

출력 모델 파일의 경로를 선택한다.

Deep-I Dl4j Training Word2Vec
팔레트 위치:
DEEP-I >> UTILS >> Deep-I Dl4j Training Word2Vec

기능: Word2Vec를 이용해 학습을 시킨다.
속성

설명

입력 데이터 파일

입력 모델 파일의 경로를 선택한다.

출력 모델 파일

출력 모델 파일의 경로를 선택한다.

Batch Size

배치 크기를 설정한다.

Epochs

Epochs 크기를 설정한다.

Iterations

Iterations 크기를 설정한다.

Layer Size

Layer 크기를 설정한다.

Learning Rate

Learning Rate를 설정한다.

Min Learning Rate

최소 Learning Rate를 설정한다.

Min Word Frequency

Min Word Frequency를 설정한다.

Window

Window 크기를 설정한다.

AdaGrad 사용

AdaGrad 사용 여부를 체크한다.

Expected Huge Model

Expected Huge Model 여부를 체크한다.

Hierarchic Softmax 사용

Hierarchic Softmax 사용 여부를 체크한다.

Learning Rate DecayWords

Learning Rate DecayWords를 설정한다.

Model 리셋

모델 리셋 여부를 체크한다.

Negative

Negative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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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e Weight Init

Precise Weight Init 여부를 체크한다.

Sampling

Sampling 사이즈를 설정한다.

Unknown 사용

Unknown 사용 여부를 체크한다.

Variable Windows

변수 Windows를 설정한다.

입력 데이터 파일

입력 모델 파일의 경로를 선택한다.

출력 모델 파일

출력 모델 파일의 경로를 선택한다.

Deep-I Keras Testing
팔레트 위치:
DEEP-I >> Keras >> Deep-I Keras Testing

기능: Keras를 이용해 학습 Test를 시킨다.
속성

설명

Test 데이터

Test 데이터를 설정한다

모델 Test 정보

Test 모델을 설정한다.

에이전트 정보

에이전트를 설정한다.

랜덤 최대 개수

랜덤 최대 개수를 설정한다.

환경 설정

Test 환경을 설정한다.

Deep-I Keras Training
팔레트 위치:
DEEP-I >> Keras >> Deep-I Keras Training

기능: Keras를 이용해 학습 Test를 시킨다.
속성

설명

Deep-I 모델 디자인 경로

모델 디자인 경로를 설정한다.

Train 데이터

Train 모델을 설정한다.

에이전트 정보

에이전트를 설정한다.

Test 데이터

Test 데이터를 설정한다

Validation 데이터

Test 환경을 설정한다.

모델 저장 경로

모델 저장 경로를 설정한다.

Init 모델 파일

Init 모델 파일을 설정한다

랜덤 최대 개수

랜덤 최대 개수를 설정한다.

모델 저장 타입

모델 저장 타입을 설정한다.

환경 설정

Train 환경을 설정한다.

훈련 경계 생성

훈련 경계 생성 여부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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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Execute Multi Schedules
팔레트 위치:
ETC >> Execute Multi Schedules

기능: 여러 개의 스케줄을 실행 시킨다.
속성:
속성
실행 Schedule 설정
DSM Server 정보

설명
어떤 스케줄을 실행할 것인지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실행 Schedule 설정 참조
연결할 DSM 의 서버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DSM Server 정보
Rowset Param 의 Row 수만큼 반복 수행한다. Row 가 지니고

Rowset Param 반복자

있는 이름=값 은 shared map 에 설정되어서 동적인 인자로써
사용될 수 있다.

Shared Map 전달

스케줄을 호출 할 때 가지고 있는 Shared Map을 전달 할 것인
지 설정한다.
실행 시킨 스케줄이 끝날 때까지 대기 여부를 설정한다.

호출 대기

System Call
팔레트 위치:
ETC >> System Call

기능: 명령어를 호출하는 기능
속성:
속성

설명

시스템 호출 명령어

호출할 명령어를 입력한다.

작업 폴더

작업 폴더를 설정한다.

환경 속성

환경 속성을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환경 속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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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o Process
팔레트 위치:
ETC >> BRANCH >> Goto Process

기능: 선택한 프로세스로 점프한다. (4.9 Branch 참조)
속성:
속성
processName

설명
어떤 스케줄을 실행할 것인지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실행 Schedule 설정 참조

Stop Process
팔레트 위치:
ETC >> BRANCH >> Stop Process

기능: 해당 프로세스를 멈춘다. (4.9 Branch 참조)
속성: 없음

Stop Schedule
팔레트 위치:
ETC >> BRANCH >> Stop Schedule

기능: 해당 스케줄을 멈춘다. (4.9 Branch 참조)
속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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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 Input
팔레트 위치:
ETC >> INPUT >> Loop Input

기능: Output 기능들의 성능 및 속도 등을 테스트 해보기 위한 기능
속성:
속성

설명

Row 설정

Row의 칼럼을 설정한다.

반복 횟수

Row를 몇 개까지 생성할 것인지 반복 횟수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사용자 정의 코드
호출될 스케줄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호출될 스케줄을 설정 할수 있다

Time Loop Input
팔레트 위치:
ETC >> INPUT >> Time Loop Input

기능: Output 기능들의 성능 및 속도 등을 테스트 해보기 위한 기능
속성:
속성

설명
시간의 포맷 형태를 설정한다. ex) yyyy-MM-dd

시간 포맷

루프 시작시간을 설정한다
시작 시간

EX)시간 포맷이 yyyy-MM-dd 이면 시간을 2015-11-18 이렇게 맞
춘다.
루프 종료시간을 설정한다.

종료 시간

EX)시간 포맷이 yyyy-MM-dd 이면 시간을 2015-11-18 이렇게 맞
춘다.

Row 설정
문자열 시간 값 변수이름

Row의 칼럼을 설정한다.
Row에 대한 작업 단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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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코드
시간객체 변수이름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
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시간객체의 변수 이름을 설정한다
시간처리할 때 단위

시간처리단위

호출될 스케줄

호출될 스케줄을 설정 할수 있다

Lock
팔레트 위치:
ETC >> LOCK >> Lock

기능: 중복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java의 synchronized 기능과 동일)
속성:
속성

설명
lock key를 설정한다.
Ex) 두 개의 스케줄이 존재한다. 새스케줄은 2초마다 실행이 되
는 상태이고 새스케줄_2은 1시간 마다 실 행이 되는 상태 이며
‘두 개의 스케줄이 동시에 시작이 되지 않아야 한다’ 라고
가정한다.

lockKey

Lock기능을 추가하면 스케줄에 의해 실행이 되는 모든
thread의 같은 key 값을 가진 thread가 실행 되는 것을
방지 해준다. (동시 실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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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ock
팔레트 위치:
ETC >> LOCK >> Unlock

기능: Lock기능을 해제하는 기능
속성:
속성

설명
lock key를 설정한다. 스케줄에 의해 실행되는 thread 중 앞서 추

lockKey

가한 lock기능의 lock key와 입력한 lock key값이 같으면
추가한 lock기능을 해제한다.

Dummy Output
팔레트 위치:
ETC >> OUTPUT >> Dummy Output

기능: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으며 Input 기능들의 성능 및 속도 등을 테스트 해보기 위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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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Get file hash
팔레트 위치:
FILE >> ETC >> Get file hash

기능: 파일의 해쉬 값을 가져온다.
속성:
속성

설명

원본 파일

해쉬 값을 추출할 파일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해쉬 알고리즘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할 것 인지 설정한다.

Get file list
팔레트 위치:
FILE >> ETC >> Get file list

기능: 파일 리스트를 가져온다.
속성:
속성

설명
파일 리스트를 가져올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원본 파일

(ex D:\\*.*, D:\\*.txt)

숨김 파일 포함

숨김 파일의 포함여부를 설정한다.

하위 디렉토리 포함

해당 경로의 하위 디렉토리도 포함 할 것인지 설정한다.

Input CSV File
팔레트 위치:
FILE >> INPUT >> Input CSV File

기능: CSV파일 정보를 가져온다.
속성:
속성
입력 CSV 파일 정보 설정

설명
파일에서 가져올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CSV파일 정보 설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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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CSV 파일/폴더
동적 CSV 입력 파일
정보 생성

입력 받을 파일의 폴더경로나 파일명을 입력한다.
여러 개의 파일을 입력 받을 수 있다. (구분 자: ‘,’ ‘;’)
입력 받을 CSV파일의 정보를 코드로 생성한다.

문자열 Trim

문자열 중에 공백의 Trim 처리 여부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당
대기 시간(ms)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각각 배치 단위 당 실행 후 강제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데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Millisecond 단위, 값이 0 이면 무시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시작 제거 줄 수

파일 시작 부분 몇 번째 줄만큼 삭제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쌍따옴표 Trim 처리

문자열의 양쪽 쌍따옴표를 삭제 여부를 설정한다.

압축 형식
에러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 후 입력 파일을 지정한 압축형태로
압축한다. 압축이 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기능 실행 도중 에러 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에러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제거 패턴이나 시작 제거 줄 수에 의해서 제거된 문자열을
예외 텍스트 로그 설정

파일로 생성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텍스트 로그 설정 참조

읽기 에러 텍스트 로그
설정
입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입력 파일 Null To Space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제거 패턴

파일을 입력 받다가 에러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생성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읽기 에러 텍스트 로그 설정 참조

입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파일의 null 값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참조
파일의 정보 중 제거할 패턴을 설정한다. 제거 패턴을 설정하면
패턴과 매치되는 문자열은 삭제 된다.

칼럼 구분 자

칼럼 구분 자를 설정한다.

파일 인코딩

파일 Encoding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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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Excel File
팔레트 위치:
FILE >> INPUT >> Input Excel File

기능: Excel파일 정보를 가져온다.
속성:
속성
입력 Excel 파일
입력 Excel 파일 설정
동적 EXCEL 입력 파일
정보 생성
배치 단위 개수
배치 단위당
대기 시간(ms)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시작 제거 줄 수
예외 Row 로그 설정
입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설명
Excel 파일의 입력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파일에서 가져올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Excel 파일 정보 설정 참조
입력 받을 EXCEL 파일의 정보를 코드로 생성한다.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각각 배치 단위 당 실행 후 강제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데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Millisecond 단위, 값이 0 이면 무시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파일 시작 부분 몇 번째 줄만큼 삭제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입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Input FIX File
팔레트 위치:
FILE >> INPUT >> Input FIX File

기능: Fix파일 정보를 가져온다.
속성:
속성
입력 FIX 파일 정보 설정
입력 FIX 파일/폴더

설명
파일에서 가져올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Fix 파일 정보 설정 참조
입력 받을 파일의 폴더경로나 파일명을 입력한다.
여러 개의 파일을 입력 받을 수 있다. (구분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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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FIX 입력 파일
정보 생성

입력 받을 FIX 파일의 정보를 코드로 생성한다.

문자열 Trim

문자열 중에 공백의 Trim 처리 여부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당
대기 시간(ms)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시작 제거 줄 수

각각 배치 단위 당 실행 후 강제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데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Millisecond 단위, 값이 0 이면 무시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파일 시작 부분 몇 번째 줄만큼 삭제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 후 입력 파일을 지정한 압축형태로

압축 형식

압축한다. 압축이 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에러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기능 실행 도중 에러 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에러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제거 패턴이나 시작 제거 줄 수에 의해서 제거된 문자열을
예외 텍스트 로그 설정

파일로 생성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텍스트 로그 설정 참조

읽기에러 텍스트
로그 설정

파일을 입력 받다가 에러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생성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읽기 에러 텍스트 로그 설정 참조

입력 파일 Null To Space
입력 파일 String 치환

파일의 null 값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참조
파일의 정보 중 제거할 패턴을 설정한다. 제거 패턴을 설정하면

제거 패턴

패턴과 매치되는 문자열은 삭제 된다.

파일 인코딩

파일 Encoding를 설정한다.

Input JSON File
팔레트 위치:
FILE >> INPUT >> Input JSON File

기능: JSON 파일 정보를 가져온다.
속성:
속성
입력 JSON 파일

설명
입력 받을 파일의 폴더경로나 파일명을 입력한다.
여러 개의 파일을 입력 받을 수 있다. (구분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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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FIX 파일/설정
배치 단위 개수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예외 Row 로그 설정
입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파일에서 가져올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Fix 파일 정보 설정 참조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입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Input List Files
팔레트 위치:
FILE >> INPUT >> Input List Files

기능: 파일 리스트를 가져온다.
속성:
속성
상위 디렉토리
파일 이름 패턴
배치 단위 개수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숨긴 파일 포함
파일 내용 읽기
하위 디렉토리 포함

설명
입력 받을 파일의 폴더경로나 파일명을 입력한다.
여러 개의 파일을 입력 받을 수 있다. (구분 자: ‘,’ ‘;’)
파일 이름 패턴을 설정한다.
( default : * )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체크 유무로 숨긴 파일을 포함해서 삭제할 것인지 정한다.
Ex) ("_name", ".name", 숨김 속성)
파일 내용을 읽을 것인지 여부를 체크한다.
하위 디렉토리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체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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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RegEx File
팔레트 위치:
FILE >> INPUT >> Input RegEx File

기능: 파일 정보 중 정규패턴과 매치되는 Row를 가져온다.
속성:
속성
입력 RegEx 파일 정보 설정
입력 RegEx 파일/폴더

설명
파일에서 가져올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RegEx 파일 정보 설정 참조
입력 받을 파일의 폴더경로나 파일명을 입력한다.
여러 개의 파일을 입력 받을 수 있다. (구분 자: ‘,’ ‘;’)

문자열 Trim

문자열 중에 공백의 Trim 처리 여부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당
대기 시간(ms)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시작 제거 줄 수

각각 배치 단위 당 실행 후 강제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데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Millisecond 단위, 값이 0 이면 무시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파일 시작 부분 몇 번째 줄만큼 삭제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 후 입력 파일을 지정한

압축 형식

압축 형태로 압축한다. 압축이 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에러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기능 실행 도중 에러 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에러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제거 패턴이나 시작 제거 줄 수에 의해서 제거된 문자열을
예외 텍스트 로그 설정

파일로 생성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텍스트 로그 설정 참조

읽기에러 텍스트
로그 설정
입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입력 파일 Null To Space
입력 파일 String 치환

파일을 입력 받다가 에러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텍스트 파
일로 생성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읽기 에러 텍스트 로그 설정 참조

입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파일의 null 값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참조

148

CHAPTER 4 – 4.6 Function

파일의 정보 중 제거할 패턴을 설정한다. 제거 패턴을

제거 패턴

설정하면 패턴과 매치되는 문자열은 삭제 된다.

Input XML File
팔레트 위치:
FILE >> INPUT >> Input JSON File

기능: XML 파일 정보를 가져온다.
속성:
속성

설명

XML 상위 DOM Path

XML의 상위 DOM Path를 설정한다.

XML 행 DOM Path

XML의 행 DOM Path를 설정한다.

입력 XML 파일
입력 XML 파일 설정
배치 단위 개수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예외 Row 로그 설정
입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파일 인코딩

입력 받을 파일의 폴더경로나 파일명을 입력한다.
여러 개의 파일을 입력 받을 수 있다. (구분 자: ‘,’ ‘;’)
파일에서 가져올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Fix 파일 정보 설정 참조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입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파일 Encoding를 설정한다.

Copy File
팔레트 위치:
FILE >> OPERATION >> Copy File

기능: 파일을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설명

복사 파일 장 디렉토리

복사할 파일을 붙일 디렉토리, 파일이름을 지정한다.

원본 파일

복사할 파일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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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유무로 숨긴 파일을 포함해서 복사할 것인지 정한다.

숨긴 파일 포함

Ex) ("_name", ".name", 숨김 속성)

하위 디렉토리 포함

체크 유무로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해서 복사할 것 인지 정한다.

Delete File
팔레트 위치:
FILE >> OPERATION >> Delete File

기능: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원본 파일
숨긴 파일 포함
하위 디렉토리 포함

설명
삭제할 파일을 지정 한다.
체크 유무로 숨긴 파일을 포함해서 삭제할 것인지 정한다.
Ex) ("_name", ".name", 숨김 속성)
하위 디렉토리도 같이 삭제할 것인지 여부를 체크 한다.

Diff File
팔레트 위치:
FILE >> OPERATION >> Diff File

기능: 파일을 비교하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설명

비교할 첫 번째 파일

비교할 파일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비교할 두 번째 파일

비교할 파일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Large CSV File Sorter
팔레트 위치:
FILE >> OPERATION >> Large CSV File Sorter

기능: CSV File의 데이터에 Sort를 적용시키기 위한 기능.
(File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속성:
속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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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할 CSV 파일의 폴더경로나 파일명을 입력한다.

입력 CSV 파일/폴더

여러 개의 파일을 입력 받을 수 있다. (구분 자: ‘,’ ‘;’)
정렬을 적용시킬 필드를 설정한다.

정렬 필드

출력 CSV 파일

CSV 파일의 입력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스레드 단위 조각

한 스레드에 할당할 조각 파일 개수를 설정한다.

파일 개수

출력 대상 파일이 경로에 존재하는 경우 파일 내용 뒤에

이어 쓰기

이어서 쓸 것인지 설정한다.
입력 파일이 압축이 되어있을 경우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다.

입력 파일 압축형식

압축이 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조각파일단위 행

조각 파일당 정렬할 행 개수를 설정한다.

정렬 개수
중복값 삭제

중복되는 값이 있으면 삭제를 할 것인지 설정한다.

최대 스레드 개수

스레드 최대 개수를 설정한다.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 후 출력 파일을 지정한 압축형태로 출

출력 파일 압축형식

력한다. 압축을 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칼럼 구분 자

파일의 칼럼 구분 자를 설정한다.

행 구분 자

파일의 행 구분 자를 설정한다.

Large FIX File Sorter
팔레트 위치:
FILE >> OPERATION >> Large FIX File Sorter

기능: FIX File의 데이터에 Sort를 적용시키기 위한 기능.
(File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속성:
속성
입력 FIX 파일/폴더

설명
정렬할 FIX 파일의 입력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여러 개의 파일을 입력 받을 수 있다. (구분 자: ‘,’ ‘;’)
정렬을 적용시킬 필드를 설정한다.

정렬 필드

출력 FIX 파일
스레드 단위 조각
파일 개수
이어 쓰기

FIX 파일의 입력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한 스레드에 할당할 조각 파일 개수를 설정한다.
출력 대상 파일이 경로에 존재하는 경우 파일 내용 뒤에 이어서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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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설정한다.
입력 파일 압축형식
조각파일단위 행
정렬 개수

입력 파일이 압축이 되어있을 경우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다.
압축이 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조각 파일당 정렬할 행 개수를 설정한다.

중복값 삭제

중복되는 값이 있으면 삭제를 할 것인지 설정한다.

최대 스레드 개수

스레드 최대 개수를 설정한다.

출력 파일 압축형식
행 구분 자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 후 출력 파일을 지정한 압축형태로 출력
한다. 압축을 하지 않을 경우 빈값으로 지정한다.
파일의 행 구분 자를 설정한다.

Large Text File Shuffle
팔레트 위치:
FILE >> OPERATION >> Large Text File Shuffle

기능: Text File의 데이터를 Shuffle 시키기 위한 기능. 한 Row 단위로 Shuffle한다.
속성:
속성

설명

입력 텍스트 파일

정렬할 Text 파일의 입력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출력 텍스트 파일

텍스트 파일의 입력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스레드단위 조각 파일
개수
조각파일단위 행
정렬 개수

한 스레드에 할당할 조각 파일 개수를 설정한다.
조각 파일당 정렬할 행 개수를 설정한다.

최대 스레드 개수

스레드 최대 개수를 설정한다.

행 구분 자

파일의 행 구분 자를 설정한다.

Large Text File Sorter
팔레트 위치:
FILE >> OPERATION >> Large Text File Sorter

기능: Text File의 데이터에 Sort를 적용시키기 위한 기능. 한 Row 단위로 Sorting한다.
(File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속성:
속성

설명

입력 텍스트 파일/폴더

정렬할 Text 파일의 입력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출력 텍스트 파일

텍스트 파일의 입력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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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단위 조각
파일 개수
이어 쓰기
입력 파일 압축형식
조각파일단위 행
정렬 개수

한 스레드에 할당할 조각 파일 개수를 설정한다.
출력 대상 파일이 경로에 존재하는 경우 파일 내용 뒤에 이어서
쓸 것인지 설정한다.
입력 파일이 압축이 되어있을 경우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다.
압축이 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조각 파일당 정렬할 행 개수를 설정한다.

중복값 삭제

중복되는 값이 있으면 삭제를 할 것인지 설정한다.

최대 스레드 개수

스레드 최대 개수를 설정한다.

출력 파일 압축형식
행 구분 자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 후 출력 파일을 지정한 압축형태로
출력한다. 압축을 하지 않을 경우 빈값으로 지정한다.
파일의 행 구분 자를 설정한다.

Merge Files
팔레트 위치:
FILE >> OPERATION >> Merge Files

기능: 여러 개의 파일을 Merge시킨다.
속성:
속성
원본 파일들

설명
Merge시킬 디렉토리나 파일 명을 설정한다.
여러 개의 파일을 입력 받을 수 있다.

(구분 자: ‘,’ ‘;’)

출력파일

Merge후 생성할 파일 경로, 명을 설정한다.

버퍼 크기(KB)

Merge후 생성할 파일 버퍼 크기를 설정한다.

숨긴 파일 포함
이어 쓰기
하위 디렉토리 포함

체크 유무로 숨긴 파일을 포함해서 Merge할 것인지 정한다.
Ex) ("_name", ".name", 숨김 속성)
출력 대상 파일이 경로에 존재하는 경우 파일 내용 뒤에 이어서 쓸
것인지 설정한다.
하위 디렉토리도 같이 Merge 것인지 여부를 체크 한다.

Move File
팔레트 위치:
FILE >> OPERATION >> Move File

기능: 파일을 이동 시키는 기능이다.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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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설명

이동할 원본 파일

이동할 파일을 지정 한다.

이동 디렉토리 설정

이동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를 지정한다.

숨긴 파일 포함
하위 디렉토리 포함

체크 유무로 숨긴 파일을 포함해서 이동할 것인지 정한다.
Ex) ("_name", ".name", 숨김 속성)
하위 디렉토리도 같이 이동할 것인지 여부를 체크 한다.

Rename File
팔레트 위치:
FILE >> OPERATION >> Rename File

기능: 선택한 파일의 이름을 바꾸어 저장하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변경 전 파일
변경 후 파일

설명
이름을 바꿀 파일을 지정한다.
바꾼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 파일이름을 지정한다.
Ex). ${BACKUP_DIR}/target_filename_{YYYY}{MM}{DD}.csv

Output CSV File
팔레트 위치:
FILE >> OUTPUT >> Output CSV File

기능: 입력 받은 정보를 CSV파일로 생성한다.
속성:
속성

설명

출력 CSV 파일

CSV 파일의 출력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출력 CSV 파일

정보를 출력할 파일을 설정한다.

정보 설정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출력 CSV 파일 정보 설정 참조

동적 CSV 출력파일

출력할 CSV 파일의 정보를 코드로 생성한다.

정보 생성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당

각각 배치 단위 당 실행 후 강제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데 대기

대기 시간(ms)

시간을 설정한다. (Millisecond 단위, 값이 0 이면 무시된다.)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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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 후 출력 파일을 지정한 압축형태로

압축 형식

출력한다. 압축을 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예외 Row 로그 설정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출력 대상 파일이 경로에 존재하는 경우 파일 내용 뒤에

이어 쓰기

이어서 쓸 것인지 설정한다.

출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출력 파일 Null To Space
출력 파일 String 치환

출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파일의 null 값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출력 파일 String 치환 참조

출력 파일 버퍼 크기

출력할 파일 버퍼 사이즈를 설정한다.

출력 파일 스레드 개수

출력 파일을 생성할 스레드 개수를 설정한다.

칼럼 구분 자

칼럼 구분 자를 설정한다.

파일 인코딩

파일 Encoding를 설정한다.

행 구분 자

출력 파일의 행 구분 자를 설정한다.

Output Excel File
팔레트 위치:
FILE >> OUTPUT >> Output Excel File

기능: 입력 받은 정보를 Excel파일로 생성한다.
속성:
속성
출력 Excel 파일
출력 Excel 파일 설정
동적 EXCEL

설명
출력할 Excel 파일의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정보를 출력할 파일을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출력 Excel 파일 정보 설정 참조
출력할 EXCEL 파일의 정보를 코드로 생성한다.

출력 파일 정보 생성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당

각각 배치 단위 당 실행 후 강제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데 대기

대기 시간(ms)

시간을 설정한다. (Millisecond 단위, 값이 0 이면 무시된다.)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예외 Row 로그 설정
출력 Stream Buffer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출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155

CHAPTER 4 – 4.6 Function

크기 Hint
출력 파일 스레드 개수

출력 파일을 생성할 스레드 개수를 설정한다.

Output FIX File
팔레트 위치:
FILE >> OUTPUT >> Output FIX File

기능: 입력 받은 정보를 Fix파일로 생성한다.
속성:
속성
출력 FIX 파일
출력 FIX 파일 정보 설정
동적 FIX 출력파일
정보 생성

설명
FIX 파일의 출력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정보를 출력할 파일을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출력 Fix 파일 정보 설정 참조
출력할 FIX 파일의 정보를 코드로 생성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당

각각 배치 단위 당 실행 후 강제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데

대기 시간(ms)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Millisecond 단위, 값이 0 이면 무시된다.)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압축 형식
예외 Row 로그 설정
이어 쓰기
출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출력 파일 Null To Space
출력 파일 String 치환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 후 출력 파일을 지정한 압축형태로
출력한다. 압축을 하지 않을 경우 빈값으로 지정한다.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출력 대상 파일이 경로에 존재하는 경우 파일 내용 뒤에
이어서 쓸 것인지 설정한다.
출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파일의 null 값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출력 파일 String 치환 참조

출력 파일 버퍼 크기

출력할 파일 버퍼 사이즈를 설정한다.

출력 파일 스레드 개수

출력 파일을 생성할 스레드 개수를 설정한다.

파일 인코딩

파일 Encoding를 설정한다.

행 구분 자

출력 파일의 행 구분 자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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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JSON File
팔레트 위치:
FILE >> OUTPUT >> Output JSON File

기능: 입력 받은 정보를 CSV파일로 생성한다.
속성:
속성

설명

출력 JSON 파일

JSON 파일의 출력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출력 JSON 파일

정보를 출력할 파일을 설정한다.

정보 설정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출력 CSV 파일 정보 설정 참조

Pretty Print

코드를 보기 좋게 표현할지 여부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예외 Row 로그 설정
출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출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Output XML File
팔레트 위치:
FILE >> OUTPUT >> Output XML File

기능: 입력 받은 정보를 CSV파일로 생성한다.
속성:
속성

설명

XML 상위 DOM Path

XML의 상위 DOM Path를 설정한다.

XML 행 DOM Path

XML의 행 DOM Path를 설정한다.

출력 XML 파일

JSON 파일의 출력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출력 XML 파일 설정

정보를 출력할 파일을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출력 CSV 파일 정보 설정 참조

Pretty Print

코드를 보기 좋게 표현할지 여부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사용자 정의 코드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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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예외 Row 로그 설정
출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파일 인코딩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출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파일 Encoding를 설정한다.

158

CHAPTER 4 – 4.6 Function

LDAP
LDAP Delete
팔레트 위치:
LDAP >> LDAP Delete

기능: LDAP을 삭제한다.
속성:
속성

설명

bindDn

LDAP에 접속하기 위한 DN을 적는다.

URL

접속 URL을 입력한다.

비밀번호

LDAP에 접속할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스크립트

LDAP을 삭제할 때 조건을 부여한다.

LDAP Query
팔레트 위치:
LDAP >> INPUT >> LDAP Query

기능: LDAP Query를 통해 나온 속성값을 Memory에 저장시킨다.
속성:
속성

설명

Bind Dn

LDAP에 접속하기 위한 DN을 적는다.

URL

접속 URL을 입력한다.

비밀번호

LDAP에 접속할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검색필터를 지정한다.

필터 스크립트

Array Attrs

속성 이름을 입력한다.

Base Dn

LDAP에 접속하기 위한 baseDN 값을 적는다.

Binary Attrs

바이너리 타입의 속성이름을 적는다.

Returning Attrs

반환받을 속성을 입력한다.

SQL 결과 문자열
재 인코딩

SQL실행 후 결과 문자열을 어떤 Encoding을 할 것인지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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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_SCOPE_SUBTREE_SCOPE: baseDn아래의 모든 엔트리에서
검색 범위

검색
SEARCH_SCOPE_OBJECT_SCOPE: 지정된 노드만 검색
SEARCH_SCOPE_ONELEVEL_SCOPE: baseDn아래 한단계 하위
트리들까지 검색

사용자 정의 코드
예외 Row 로그 설정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접속 제한 시간

LDAP에 접속시간을 설정한다. (기본값:0, 0은 무제한을 뜻한다.)

제한 개수

Row 개수를 설정한다. (기본값: 0, 0은 무제한을 뜻한다.)

LDAP CUD
팔레트 위치:
LDAP >> OUTPUT >> LDAP CUD

기능: 데이터를 LDAP에

insert, update, delete 시킬 수 있다.

속성:
속성

설명

bindDn

LDAP에 접속하기 위한 DN을 적는다.

C/U/D 설정

LDAP에 insert, update, delete를 설정할 수 있다.

URL

접속 URL을 입력한다.

비밀번호

LDAP에 접속할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Row단위 에러 무시

에러 발생시 발생한 Row를 무시하고 실행할 것인지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Row에 대한 작업 단위를 설정한다.

사용자 정의 코드
실패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실행 중 실패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실패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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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
Send Mail
팔레트 위치:
MAIL >> Send Mail

기능: smtp 서버를 이용 스크립트를 적용 시켜 메일을 보낼 수 있다.
속성:
속성

설명

Smtp 서버 URL

smtp 서버 URL을 입력 한다.

Smtp 서버 포트

smtp 서버 포트번호를 입력한다.

내용 Script

메일 내용을 입력한다. 스크립트를 사용 할 수 있다.

받는 사람 Script

받는 사람 메일 주소를 입력한다.
여러 명의 주소를 입력 할 수 있다. (구분 자: ‘,’ ‘;’)

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 메일 주소를 입력한다.

제목 Script

메일의 제목을 입력한다. 스크립트 사용 가능

smtp 속성

smtp 속성을 입력한다.

smtp 인증 아이디

smtp 서버에 접속 아이디를 입력한다.

smtp 인증 패스워드

smtp 서버에 접속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ssl

ssl을 이용하여 smtp를 사용할 경우 선택한다.

내용 타입

내용 타입을 입력한다.
Ex) text/html;charset=UTF-8 html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다.

숨은 참조 Script

숨은 참조를 입력한다. 스크립트 사용 가능

참조 Script

참조를 입력한다. 스크립트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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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ER
Query Mapper
팔레트 위치:
MAPPER >> DB Query Mapper

기능: 데이터 소스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서버외 다른 서버에서 Query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와
맵핑 시키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설명

SQL 스크립트

SQL문을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스크립트 참조

데이터 소스

데이터 소스를 설정한다.

MMapDB Mapper
팔레트 위치:
MAPPER >> MMapDB Mapper

기능: MMapDB Query 스크립트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와 맵핑 시키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설명
Query 스크립트를 설정한다.

MMapDB Query 스크립트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스크립트 참조

Memory Mapper
팔레트 위치:
MAPPER >> Memory Mapper

기능: 사용하고 있는 서버외에 다른 서버에서 Query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와 메모리에 키와 맵
핑 시키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키 필드 명

설명
Rowset을 어떤 키로 매핑할지 설정한다.

162

CHAPTER 4 – 4.6 Function

MEMORY
Input Memory
팔레트 위치:
MEMORY >> INPUT >> Input Memory

기능: Query 등을 통하여 생성된 rowset 을 메모리에 저장시키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입력 파라미터명(rowset)
사용자 정의 코드
배치 단위 개수

설명
입력 파라미터의 키 이름들을 설정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
다. 4.7 Function Property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Output Memory
팔레트 위치:
MEMORY >> OUTPUT >> Output Memory

기능: Input을 통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시키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사용자 정의 코드
예외 Row 로그 설정

설명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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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PDB
㈜아리시스템블루에서 개발한 MMAPDB에 관한 기능이다.

Execute mmapdb multi command define
팔레트 위치:
MMAPDB >> Execute mmapdb multi command define

기능: 여러 개의 MMapDB Query 스크립트를 실행 시키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MMapDB Query 스크립트
SQL 구분 자

설명
MMapDB Query 스크립트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스크립트 참조

스크립트의 구분 자를 설정한다.

MMapDB Scan
팔레트 위치:
MMAPDB >> INPUT >> MMapDB Scan

기능: MMapDB 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설명

MMapDB 스크립트

스크립트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스크립트 참조

배치 단위 개수

Row에 대한 작업 단위를 설정한다.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에러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입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기능 실행 도중 에러 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에러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입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164

CHAPTER 4 – 4.6 Function

MMapDB Put
팔레트 위치:
MMAPDB >> OUTPUT >> MMapDB Put

기능: MMapDB에 데이터를 넣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설명

Put 정보 설정

MMapDB 에 넣을 정보를 설정한다.

Row단위 에러 무시

에러 발생시 발생한 Row를 무시하고 실행할 것인지 설정한다.

레코드 존재시 업데이트

레코드의 업데이트 사용유무를 설정한다. 이미 레코드가
존재한다면 업데이트를 하고 레코드가 없다면 새롭게 추가한다.

배치 단위 개수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실패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실행 중 실패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실패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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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FTP Receiver
팔레트 위치:
NETWORK >> FTP Receiver

기능: FTP를 통하여 파일을 받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설명

FTP 주소

FTP에 접속할 주소를 지정한다.

계정

FTP에 접속할 계정,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받을 파일 정보

받을 파일의 경로, 타입 등을 설정한다.
FTP 프로토콜을 선택한다.
FTP 프로토콜

SSH 비밀번호

SSH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SSH 키 파일

SSH 키 파일의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SSL Trust 매니저 타입을 설정한다.

SSL 신뢰 매니저 타입

SSL 절대경로

SSL파일의 위치를 절대 경로로 사용할지 설정한다.
SSL 프로토콜 타입을 설정한다.

SSL 프로토콜
응답 대기 시간

요청 후 서버에서의 응답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1: 무제한)

접속 대기 시간

접속 시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1: 무제한)

패시브 모드

FTP 패시브 모드를 사용할 지 설정한다.

포트

FTP에 접속할 포트를 설정한다.

프록시 계정

프록시 사용시 계정을 설정한다.

프록시 주소

프록시 주소를 설정한다.

프록시 포트

프록시 포트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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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 Sender
팔레트 위치:
NETWORK >> FTP Sender

기능: FTP를 통하여 파일을 보내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설명

FTP 주소

FTP에 접속할 주소를 지정한다.

계정

FTP에 접속할 계정,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보낼 파일 정보

보낼 파일의 경로, 타입 등을 설정한다.
FTP 프로토콜을 선택한다.
FTP 프로토콜
SSH 비밀번호

SSH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SSH 키 파일

SSH 키 파일의 경로 파일명을 설정한다.
SSL Trust 매니저 타입을 설정한다.

SSL 신뢰 매니저 타입
SSL 절대경로

SSL파일의 위치를 절대 경로로 사용할지 설정한다.

SSL 프로토콜

SSL 프로토콜 타입을 설정한다.

응답 대기 시간

요청 후 서버에서의 응답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1: 무제한)

접속 대기 시간

접속 시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1: 무제한)

포트

FTP에 접속할 포트를 설정한다.

프록시 계정

프록시 사용시 계정을 설정한다.

프록시 주소

프록시 주소를 설정한다.

프록시 포트

프록시 포트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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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 CopyFile Local to Remote
팔레트 위치:
NETWORK >> SSH CopyFile Local to Remote

기능: SSH를 통하여 서버에 로컬파일을 복사하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설명

계정

SSH를 통하여 접속할 서버의 계정,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주소

SSH를 통하여 접속할 서버의 주소를 설정한다.

파일설정

복사할 파일의 경로 파일명등을 설정한다.
Env

Env를 설정한다.

타임아웃

SSH의 타임아웃을 설정한다.

포트

SSH 접속 포트를 설정한다.

SSH CopyFile Remote to Local
팔레트 위치:
NETWORK >> SSH CopyFile Remote to Local

기능: SSH를 통하여 서버의 파일을 로컬PC에 복사하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설명

계정

SSH를 통하여 접속할 서버의 계정,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주소

SSH를 통하여 접속할 서버의 주소를 설정한다.

파일설정

복사할 파일의 경로 파일명등을 설정한다.
Env

Env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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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아웃

SSH의 타임아웃을 설정한다.

포트

SSH 접속 포트를 설정한다.

SSH Exec
팔레트 위치:
NETWORK >> SSH Exec

기능: SSH를 통하여 명령문을 실행하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설명

계정

SSH를 통하여 접속할 서버의 계정,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명령어

실행할 명령문을 설정한다.

주소

SSH를 통하여 접속할 서버의 주소를 설정한다.

Env

Env를 설정한다.

출력 인코딩

출력 인코딩을 설정한다.

타임아웃

SSH의 타임아웃을 설정한다.

포트

SSH 접속 포트를 설정한다.

URL Downloader
팔레트 위치:
NETWORK >> URL Downloader

기능: URL을 통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속성:
속성

설명

원격지 파일 URL

파일을 다운로드할 URL을 입력한다.

저장될 파일

다운로드한 파일이 저장될 경로와 파일명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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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CSV Data URL
팔레트 위치:
NETWORK >> INPUT >> Input CSV Data URL

기능: 원격지의 CSV파일 정보를 가져온다.
속성:
속성
원격지 입력 CSV
파일 URL

설명
원격지의 가져올 파일 URL을 입력한다.

원격지 입력 CSV

파일에서 가져올 정보를 설정한다.

파일 정보 설정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CSV파일 정보 설정 참조

동적 CSV 입력정보 생성

입력 받을 CSV파일의 정보를 코드로 생성한다.

문자열 Trim

문자열 중에 공백의 Trim 처리 여부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당
대기 시간(ms)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각각 배치 단위 당 실행 후 강제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데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Millisecond 단위, 값이 0 이면 무시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시작 제거 줄 수

파일 시작 부분 몇 번째 줄만큼 삭제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쌍따옴표 Trim 처리

문자열의 양쪽 쌍따옴표를 삭제 여부를 설정한다.

에러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예외 텍스트 로그 설정
입력 파일 Null To Space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입력 URL 압축형식
제거 패턴

기능 실행 도중 에러 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에러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제거 패턴이나 시작 제거 줄 수에 의해서 제거된 문자열을
파일로 생성 한다. Function Editor 참조
파일의 null 값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참조
입력 파일이 압축이 되어있을 경우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다. 압축이 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파일의 정보 중 제거할 패턴을 설정한다. 제거 패턴을 설정하면
패턴과 매치되는 문자열은 삭제 된다.

칼럼 구분 자

칼럼 구분 자를 설정한다.

파일 인코딩

파일 Encoding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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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FIX Data URL
팔레트 위치:
NETWORK >> INPUT >> Input FIX Data URL

기능: 원격지의 Fix파일 정보를 가져온다.
속성:
속성
원격지 입력 Fix
파일 URL

설명
원격지의 가져올 파일 URL을 입력한다.

원격지 입력 FIX

파일에서 가져올 정보를 설정한다.

파일 정보 설정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Fix 파일 정보 설정 참조

동적 FIX 입력정보 생성

입력 받을 Fix 파일의 정보를 코드로 생성한다.

문자열 Trim

문자열 중에 공백의 Trim 처리 여부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당
대기 시간(ms)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시작 제거 줄 수
에러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각각 배치 단위 당 실행 후 강제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데
대기 시간을 설정한다.
(Millisecond 단위, 값이 0 이면 무시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파일 시작 부분 몇 번째 줄만큼 삭제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기능 실행 도중 에러 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에러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제거 패턴이나 시작 제거 줄 수에 의해서 제거된 문자열을
예외 텍스트 로그 설정

파일로 생성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텍스트 로그 설정 참조

입력 파일 Null To Space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입력 URL 압축형식
제거 패턴

파일의 null 값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입력 파일 String 치환 참조
입력 파일이 압축이 되어있을 경우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
다. 압축이 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파일의 정보 중 제거할 패턴을 설정한다. 제거 패턴을 설정하면
패턴과 매치되는 문자열은 삭제 된다.

칼럼 구분 자

칼럼 구분 자를 설정한다.

파일 인코딩

파일 Encoding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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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아래의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접속할 서버에서 DSM Agent 데몬을 실행 시켜야
한다.

DSM

Agent

데몬은

DSM설치폴더\docs\dsm_hadoop_guide폴더에

dsm_remote_agent.jar 로 존재하고 실행 방법은 같은 폴더에 dsm-remote-agent-runscript.txt에 수록 되어 있다.

Remote System Call
팔레트 위치:
REMOTE >> Remote System Call

기능: 다른 컴퓨터에 원격으로 명령어를 호출하는 기능
속성:
속성

설명

원격 시스템 호출 명령어

호출할 명령어를 입력한다.

원격 호스트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 명(IP)를 입력한다.

SSL 사용여부

SSL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원격 포트

접속할 컴퓨터의 포트 정보를 입력한다.

작업 폴더

작업 폴더를 설정한다.
환경 속성을 설정한다.

환경 속성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환경 속성 참조

Remote File Decrypt
팔레트 위치:
REMOTE >> ENCRYPT >> Remote File Decrypt

기능: Local에 있는 파일이나 다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원격으로 복호화하는 기능
속성:
속성
Agent 위치

설명
Agent 위치를 설정한다. Default는 local이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Agent 위치 참조

동시 파일 개수

동시에 복호화할 파일 개수를 설정한다.

입력 버퍼 크기

파일 입력시 사용하는 버퍼의 크기를 설정한다.

출력 버퍼 크기

파일 출력시 사용하는 버퍼의 크기를 설정한다.

복호화 스크립트
파일당 스레드 개수

스크립트를 입력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암/복호화 스크립트 참조
파일당 스레드 개수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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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디렉토리 설정

원본 디렉토리를 설정한다.

원본 파일 확장자 설정

원본 파일의 확장자를 설정한다.

직접 출력

직접 출력 여부를 설정한다.

출력 디렉토리 설정

출력 파일의 디렉토리를 설정한다.

출렉 디렉토리 제거

출력 디렉토리를 제거한다.

파일 확장자 제거

제거할 확장자를 설정한다.

하위 디렉토리 포함

하위 디렉토리 포함여부를 설정한다.

Remote File Encrypt
팔레트 위치:
REMOTE >> ENCRYPT >> Remote File Encrypt

기능: Local에 있는 파일이나 다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원격으로 암호화하는 기능
속성:
속성
Agent 위치

설명
Agent 위치를 설정한다. Default는 local이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Agent 위치 참조

동시 파일 개수

동시에 암호화할 파일 개수를 설정한다.

입력 버퍼 크기

파일 입력시 사용하는 버퍼의 크기를 설정한다.

출력 버퍼 크기

파일 출력시 사용하는 버퍼의 크기를 설정한다.

블록 크기

암호화할 블록의 크기를 설정한다.

파일당 스레드 개수

파일당 스레드 개수를 설정한다.

암호화 스크립트

스크립트를 입력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암/복호화 스크립트 참조

압축

출력시 파일 압축 여부를 설정한다.

원본 디렉토리 설정

원본 디렉토리를 설정한다.

원본 파일 확장자 설정

원본 파일의 확장자를 설정한다.

직접 출력

직접 출력 여부를 설정한다.

출력 디렉토리 설정

출력 파일의 디렉토리를 설정한다.

출렉 디렉토리 제거

출력 디렉토리를 제거한다.

출력 파일 확장자 설정

출력될 파일의 확장자를 설정한다.

하위 디렉토리 포함

하위 디렉토리 포함여부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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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Receive File
팔레트 위치:
REMOTE >> FILE >> Remote Receive File

기능: 다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원격으로 받는 기능
속성:
속성

설명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IP)를 입력한다.

원격 주소
받을 파일 정보

받을 파일의 정보를 입력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받을 파일 정보

SSL 사용여부

SSL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원격 포트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 포트를 입력한다.

Remote Send File
팔레트 위치:
REMOTE >> FILE >> Remote Send File

기능: 다른 컴퓨터에 파일을 원격으로 보내는 기능
속성:
속성

설명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IP)를 입력한다.

원격 주소
보낼 파일 정보

보낼 파일의 정보를 입력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보낼 파일 정보

SSL 사용여부

SSL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원격 포트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 포트를 입력한다.

Remote Delete Files
팔레트 위치:
REMOTE >> FILE >> Remote Delete Files

기능: 다른 컴퓨터에 파일을 원격으로 삭제하는 기능
속성:
속성
원격 주소

설명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IP)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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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삭제 할 파일명을 입력한다.

SSL 사용여부

SSL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원격 포트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 포트를 입력한다.

하위 디렉토리 포함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여부를 설정한다.

Remote List Files
팔레트 위치:
REMOTE >> FILE >> Remote List Files

기능: 다른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를 원격으로 출력하는 기능
속성:
속성

설명

원격 주소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IP)를 입력한다.

파일경로

리스트로 출력할 파일들의 경로를 입력한다.

파일명

출력할 파일 명을 입력한다.

SSL 사용여부

SSL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원격 포트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 포트를 입력한다.

Remote Exists File
팔레트 위치:
REMOTE >> FILE >> Remote Exists Files

기능: 다른 컴퓨터에 파일이 존재하는지 원격으로 확인하는 기능
속성:
속성

설명

원격 주소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IP)를 입력한다.

파일명

존재하는지 확인 할 파일명을 입력한다.

SSL 사용여부

SSL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원격 포트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 포트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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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STREAM
Input Row Stream Aggregation
팔레트 위치:
ROW STREAM >> AGGREGATION >> INPUT >> Input Row Stream Aggregation

기능: 입력 받은 정보가 RowStream 형태로 존재 시 RowStream에 대해서 집합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단, 입력 받는 정보가 정렬이 되어있는 경우에 제대로 된 값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OutputRowStream 기능이 병렬형태로 있어야 한다.)
속성:
속성

설명
입력 받은 RowStream에 대하여 집합 함수를 설정한다.

집합 연산 정보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집합 연산 정보 참조

동적 집합연산정보 생성

입력 받을 집합 연산의 정보를 코드로 생성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
조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스레드 개수

기능 실행 도중 에러 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에러 Row 로그 설정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에러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예외 Row 로그 설정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입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입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Input Row Stream Join
팔레트 위치:
ROW STREAM >> JOIN >> INPUT >> Input Row Stream Join

기능: 입력 받은 정보가 RowStream 형태로 존재 시 입력 받은 정보에 대해 Join을 실행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단, 하나 이상의 OutputRowStream 기능이 병렬형태로 있어야 한다.)
속성:
속성
조인 정보
배치 단위 개수

설명
입력 받은 RowStream에 대하여 어떤 칼럼으로 Join을 할지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Row Stream 조인 정보 참조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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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에러 Row 로그 설정
예외 Row 로그 설정
입력

Stream

Buffer

크기 Hint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기능 실행 도중 에러 가 발생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에러 Row 로그 설정 참조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입력 Stream Buffer 크기를 설정한다.

Output Row Stream
팔레트 위치:
ROW STREAM >> OUTPUT >> Output Row Stream

기능: 입력 받은 정보를 RowStream형태로 만드는 기능
속성:
속성

설명

Row 스트림 그룹 명

Row 스트림을 묶을 그룹명을 설정한다.

Row 스트림 명

Row 스트림명을 설정한다.

사용자 정의 코드
사용자 정의 코드
스레드 개수
예외 Row 로그 설정

추출한 row값을 특정 조작을 하여 특정 row에 설정할 때 사용
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사용자 정의 코드를 수행하는 Thread개수를 지정한다.
기능 실행 도중 예외 된 Row의 정보를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예외 Row 로그 설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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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Call Sap Jco
팔레트 위치:
SAP >> Call Sap Jco

기능: SAP의 Function을 실행시키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설명

Client

Clinet 번호를 설정한다.

Function명

Function명을 설정한다.

Host명

Host명을 설정한다.

User ID/PW

사용자 ID PW를 설정한다.

시스템 번호

실행할 시스템 번호를 설정한다.

언어

언어를 설정한다.

Export 파라미터

Export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Import 파라미터

Import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Input Sap Table
팔레트 위치:
SAP >> INPUT >> Input Sap Table

기능: SAP Table을 입력 시키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설명

Sap Table 정보

Sap Table정보를 설정한다.

Sap Table 파라미터명

Sap Table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사용자 정의 코드

추출한 값을 특정 조작을 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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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DEFINE
User Define
팔레트 위치:
USER DEFINE >> User Define

기능: 개발자가 프로세스에 대한 logic을 정의할 수 있다. Function을 customize 시키는 것 이다.
속성:
속성

설명
사용자가 임의로 직접 조작을 할 때 사용한다.

사용자 정의 코드

메소드 설명:
execute(Map shareMap, AbstractInputFunctionAttr attr): 기능이 수행될
때 실행되는 메소드이다
getPercentProgress(): 진행상황을 정수로 반환한다.
getProgressText(): 진행상황을 %를 붙여서 반환한다.
getProgressDescription(): 진행상황 설명을 반환한다.
getResultLog(): 실행 후 결과 Log를 반환한다.
isStop(): 서버가 중지되었거나 실행이 취소 됐을 때 true를 반환한다.
isStopFunction(): 해당 기능의 실행이 취소 됐을 때 true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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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Define Input
팔레트 위치:
USER DEFINE >> User Define Input

기능: DSM에서 지원하지 않는 입력 정보를 가져오기 위하여 User Define 기능을 분리한 것이다.
속성:
속성

설명
입력 정보에 대하여 사용자 임의의 조작을 할 때 사용한다.

사용자 정의 코드

메소드 설명:
init(): 최초 한번만 실행 되는 메소드이다
execute(FBRow row): 하나의 Row를 실행하는 메소드이다.
execute(FBRowPool rowPool, List<FBRow> retList): 여러 Row가 담긴
List를 실행하는 메소드이다.
destroy(): 마지막 한번만 실행 되는 메소드이다.
getTotalCount(): TotalCount를 반환한다.
※ execute(FBRow row) 와 execute(FBRowPool rowPool, List<FBRow>
retList) 두개 모두 false 를 리턴하면 종료된다. 두개의 콜백메소드에
서 계속 true 를 리턴하게 되면 무한 루프에 빠질수 있다.
배치 단위 개수

작업단위 당 Row 개수를 설정한다.

180

CHAPTER 4 – 4.6 Function

User Define Output
팔레트 위치:
USER DEFINE >> User Define Output

기능: 출력 정보를 조작 하거나 DSM에서 지원하지 않는 출력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User
Define 기능을 분리한 것이다.
속성:
속성
사용자 정의 코드

설명
출력 정보에 대하여 사용자 임의의 조작을 할 때 사용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사용자 정의 코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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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Y
Verify Count DB to DB
팔레트 위치:
VERIFY >> Verify Count DB to DB

기능: 원본 DB 테이블과 비교할 DB 테이블의 데이터 개수를 확인하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설명

DB to DB 설정

비교 원본 테이블에 DB 테이블과 비교 대상 테이블에서
DB 테이블을 드래그하여 매핑 시킨다. 각 테이블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결과출력 CSV파일
스레드 개수

데이터 개수의 결과를 출력할 파일 경로와 파일명을 설정한다.
비교 테이블에 매핑 된 테이블의 개수를 확인할 때 실행할
스레드 개수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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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y Count DB to File
팔레트 위치:
VERIF >> Verify Count DB to File

기능: 원본 DB 테이블과 비교할 파일의 데이터 개수를 확인하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설명

DB to File 설정

비교 원본 테이블에 DB 테이블과 비교 대상 파일에서 파일을 드래
그하여 매핑 시킨다. 테이블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파일의 경우 프로젝트, 스케줄에 정의한 속성을
${정의한 속성 이름}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YYYY},{MM},{DD}는 현재 년, 월, 일을 나타낸다.)
결과출력 CSV파일
스레드 개수
압축 형식

데이터 개수의 결과를 출력할 파일 경로와 파일명을 설정한다.
(${정의한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
비교 테이블에 매핑 된 테이블의 개수와 파일의 데이터 개수를
확인할 때 실행할 스레드 개수를 설정한다.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 후 출력 파일을 지정한 압축형태로
출력한다. 압축을 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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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y Count File to File
팔레트 위치:
VERIFY >> Verify Count File to File

기능: 원본 파일과 비교할 파일의 데이터 개수를 확인하는 기능이다.
속성:
속성

설명

File to File 설정

비교 원본 파일의 파일과

비교 대상 파일에서 파일을 드래그하여 매

핑 시킨다.
※ 파일의 경우 프로젝트, 스케줄에 정의한 속성을
${정의한 속성 이름}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YYYY},{MM},{DD}는 현재 년, 월, 일을 나타낸다.)
결과출력 CSV파일
대상파일 압축형식
스레드 개수
원본파일 압축형식

데이터 개수의 결과를 출력할 파일 경로와 파일명을 설정한다.
(${정의한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 후 출력 파일을 지정한 압축형태로
출력한다. 압축을 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비교 파일에 설정된 파일의 데이터 개수를 확인할 때 실행할
스레드 개수를 설정한다.
입력 파일이 압축이 되어있을 경우 파일의 압축 형식을 지정한다.
압축이 되지 않을 경우 빈 값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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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Function Property Editor
각 기능들의 속성을 설정할 때 쓰는 Editor에 대한 설명이다.

속성 설정

위 그림이 함께 나오는 설정에서,
혹은

버튼이 있는 설정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처럼 창이 나타난다.
속성 창에서는 아래 그림처럼, 각 시스템 속성들과 날짜/시간 속성, 프로젝트/스케줄 속성과
SharedMap을 드래그&드롭을 이용해서 가져다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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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열 선택
DSM의 모든 에디터는 필드들을 설정할 때, 드래그 & 드롭을 이용하여
설정하거나 사용할 수도 있지만, 메모장이나 워드 문서 등에 복사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1.

열 선택

하나의 열만 선택하거나 그림 처럼 다수의 열을 선택하고, 드래그 & 드롭을 이용하여
매핑을 하거나, CTRL+C를 이용하여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행 선택

ALT키를 누르면 그림 처럼 마우스가

모양으로 나타난다.

하나의 행만 선택하거나 그림 처럼 다수의 행을 선택하고, 드래그 & 드롭을 이용하여
매핑을 하거나, CTRL+C를 이용하여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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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매핑
DSM의 속성 에디터의 필드들은 드래그 & 드롭을 이용하여 매핑이 가능하다.
필드명이 같으면 자동 매핑이 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위 그림 처럼 필드를 정의할 때 이름이 같으면 자동 매핑이 된다.

입력 HBase 설정
HBase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입력 받을 것인지 설정하는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1. 테이블 리스트 탭에서 테이블 설정을 하여 가져올 칼럼을 선택한다.
2. Insert할 칼럼들을 드래그하여 Insert 필드 정의에 드롭다운한다.
3. Scan Range 탭에서 Scan 범위를 지정 Scan Filter 탭에서 필터 설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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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Row로그 설정
기능 실행 중 에러가 발생한 Row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로그로 남길 것 인지 설정한다.

화면 설명:

입력 필드에 미리 설정해 놓은 칼럼 명들이 표시되며 칼럼 명중에 어떤 칼럼을 로그에 저장할
것인지 해당 칼럼을 드래그하여 출력 정보에 드롭다운한다.

출력정보의 기본속성:
기본 속성에서는 로그를 생성할지 여부와 파일의 경로 파일명을 설정할 수 있다.

이름
사용
출력 파일명

설명
체크 유무로 출력을 설정한다.
에러가 발생된 row가 출력될 경로와 파일명을 설정한다.
출력할 칼럼을 추가한다.
중간에 칼럼을 추가한다.
칼럼을 선택하고 제거한다.
선택한 칼럼을 처음과 끝으로 보낸다.
선택한 칼럼을 올리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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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정보의 기타속성:
기타 속성에는 칼럼 구분 자, 행 구분 자, 파일 Encoding 등등 속성값을 설정할 수 있다.

이름
칼럼 구분 자

설명
칼럼 구분 자를 설정한다.
에러 Row 로그가 Text에 저장될 때 설정 될 행 구분자를
선택한다.

행 구분 자

CR/LF = Carriage Return/Line Feed : 커서를 맨 앞으로 보낸 후 한
줄 내린다.
CR = Carriage Return : 현재 위치에 커서를 맨 앞으로 옮긴다.
LF = Line Feed : 커서 위치를 아래로 내린다.
저장될 파일의 Encoding를 선택한다.

파일 인코딩

배치 단위 개수

한번에 실행될 row개수를 설정한다.

출력 스레드 개수

실행 시 사용할 스레드의 개수를 설정한다.

이어 쓰기

이어 쓰기의 유무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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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버퍼 쓰기(KB)

출력 시 쓰일 버퍼의 크기를 설정한다.

Change Null to space

Null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한다.

String 치환 설정

문자열 치환 사용을 체크하면 버튼들이 활성화 된다.
메뉴

설명
치환할 문자열을 추가한다.
중간에 칼럼을 추가한다.
선택한 문자열을 제거한다.
선택한 문자열을 올린다.
선택한 문자열을 내린다.
선택한 문자열을 처음으로 움직인다.
선택한 문자열을 끝으로 움직인다.

※ 에러를 무시하고 싶다면 해당 기능 기본 설정에서 에러 무시를 체크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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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Row로그 설정
기능 실행 중 예외 처리된 Row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로그로 남길 것 인지 설정한다.

화면 설명:

어떤 값을 가져올지 미리 설정해 놓았을 것이다. 입력 필드에 미리 설정해 놓은 칼럼들이 표시
되며 칼럼중에 어떤 칼럼을 로그에 저장할 것인지 드래그하여 출력 정보에 드롭다운을 한다.

출력정보의 기본속성:
기본 속성에서는 로그를 생성할지 여부와 파일의 경로 파일명을 설정할 수 있다.

이름
사용
출력 파일명

설명
체크 유무로 출력을 설정한다.
예외처리가 된 row가 출력될 경로와 파일명을 설정한다.
출력할 칼럼을 추가한다.
중간에 칼럼을 추가한다.
칼럼을 선택하고 제거한다.
선택한 칼럼을 처음과 끝으로 보낸다.
선택한 칼럼을 올리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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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정보의 기타속성:
기타 속성에는 칼럼 구분 자, 행 구분 자, 파일 인코딩 등등 속성값을 설정할 수 있다.

이름
칼럼 구분 자

설명
칼럼 구분 자를 설정한다.
예외 Row 로그가 Text에 저장될 때 설정 될 행 구분자를
선택한다.

행 구분 자

CR/LF = Carrigage Return/Line Feed : 커서를 앞으로 보낸 후 한
줄 바꾼다.
CR = Carriage Return : 현재 위치에 커서를 맨 앞으로 옮긴다.
LF = Line Feed : 커서 위치를 아래로 옮긴다.
저장될 파일의 Encoding를 선택한다.

파일 Encoding

배치 단위 파일개수

한번에 실행될 row개수를 설정한다.

출력 스레드 개수

실행 시 사용할 스레드의 개수를 설정한다.

이어 쓰기

이어 쓰기의 유무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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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버퍼 쓰기(KB)

출력 시 쓰일 버퍼의 크기를 설정한다.

Change Null to space

Null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설정한 String값을 치환한다.

String 치환 설정

문자열 치환 사용을 체크하면 버튼들이 활성화 된다.
메뉴

설명
치환할 문자열을 추가한다.
중간에 칼럼을 추가한다.
선택한 문자열을 제거한다.
선택한 문자열을 올린다.
선택한 문자열을 내린다.
선택한 문자열을 처음으로 움직인다.
선택한 문자열을 끝으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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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텍스트 로그 설정
시작제거 줄 수, 제거 패턴에 의해 예외 된 Row의 정보를 로그로 남길 것 인지 설정하는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이름

설명

사용

해당 기능을 사용 유무를 체크 한다.

출력 파일명

예외 Text 로그를 텍스트로 출력할 파일 명을 설정한다.
예외 Text 로그가 Text에 저장될 때 설정 될 행 구분자를
선택한다.

행 구분 자

CR/LF = Carrigage Return/Line Feed : 커서를 앞으로 보낸 후 한
줄 바꾼다.
CR = Carriage Return : 현재 위치에 커서를 앞으로 옮긴다.
LF = Line Feed : 커서 위치를 아래로 옮긴다.
저장될 파일의 Encoding를 선택한다.

파일 인코딩

배치 단위 파일개수

한번에 실행될 row개수를 설정한다.

출력 스레드 개수

실행 시 사용할 스레드의 개수를 설정한다.

이어 쓰기

이어 쓰기의 유무를 설정한다.

출력버퍼 쓰기 (KB)

출력 시 쓰일 버퍼의 크기를 설정한다.

Change Null to space

Null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194

CHAPTER 4 – 4.8 실행 결과

읽기에러 텍스트 로그 설정
파일을 입력 받다가 에러가 발생된 Text의 정보를 로그로 남길 것 인지 설정하는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이름

설명

사용

해당 기능을 사용 유무를 체크 한다.

출력 파일명

읽기에러 로그를 텍스트로 출력할 파일 명을 설정한다.
읽기 에러가 발생한 텍스트의 정보가 텍스트에 저장될 때 설정
될 행 구분자를 선택한다.

행 구분 자

CR/LF = Carrigage Return/Line Feed : 커서를 앞으로 보낸 후 한
줄 바꾼다.
CR = Carriage Return : 현재 위치에 커서를 앞으로 옮긴다.
LF = Line Feed : 커서 위치를 아래로 옮긴다.
저장될 파일의 Encoding를 선택한다.

파일 인코딩

배치 단위 파일개수

한번에 실행될 row개수를 설정한다.

출력 스레드 개수

실행 시 사용할 스레드의 개수를 설정한다.

이어 쓰기

이어 쓰기의 유무를 설정한다.

출력버퍼 쓰기 (KB)

출력 시 쓰일 버퍼의 크기를 설정한다.

Change Null to space

Null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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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Row 로그 설정
기능 실행 중 실패한 Row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로그로 남길 것 인지 설정하는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입력 필드에 미리 설정해 놓은 칼럼 명들이 표시되며 칼럼 명중에 저장할 칼럼을
드래그하여 출력 정보에 드롭다운한다.

출력정보의 기본속성:
기본 속성에서는 로그를 생성할지 여부와 파일의 경로 파일명을 설정할 수 있다.

이름
사용
출력 파일명

설명
체크 유무로 출력을 설정한다.
실패한 row가 출력될 경로와 파일명을 설정한다.
출력할 칼럼을 추가한다.
중간에 칼럼을 추가한다.
칼럼을 선택하고 제거한다.
선택한 칼럼을 처음과 끝으로 보낸다.
선택한 칼럼을 올리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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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정보의 기타속성:
기타 속성에는 칼럼 구분 자, 행 구분 자, 파일 Encoding 등등 속성값을 설정할 수 있다.

이름
칼럼 구분 자

설명
칼럼 구분 자를 설정한다.
실패한 Row가 텍스트에 저장될 때 설정 될 행 구분자를 선택한다.

행 구분 자

CR/LF = Carrigage Return/Line Feed : 커서를 맨 앞으로 보낸 후 한
줄 바꾼다.
CR = Carriage Return : 현재 위치에 커서를 맨 앞으로 옮긴다.
LF = Line Feed : 커서 위치를 아래로 옮긴다.
저장될 파일의 Encoding를 선택한다.

파일 Encoding

배치 단위 파일개수

한번에 실행될 row개수를 설정한다.

출력 스레드 개수

실행 시 사용할 스레드의 개수를 설정한다.

이어 쓰기

이어 쓰기의 유무를 설정한다.

출력버퍼 쓰기(KB)

출력 시 쓰일 버퍼의 크기를 설정한다.

Change Null to space

Null을 공백으로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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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String값을 치환한다.

String 치환 설정
문자열 치환 사용을 체크하면 버튼들이 활성화 된다.
메뉴

설명
치환할 문자열을 추가한다.
중간에 칼럼을 추가한다.
선택한 문자열을 제거한다.
선택한 문자열을 올린다.
선택한 문자열을 내린다.
선택한 문자열을 처음으로 움직인다.
선택한 문자열을 끝으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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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코드
Row의 값을 가져오거나 가져온 값을 가지고 체크 및 특정 조작을 하기 위한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Java와 Groovy 2가지의 언어타입을 지원한다.

return false시는 해당 Row는 예외 처리 되며 예외 Row 로그 설정 시 로그에 남는다.

도움 팁:
도움 팁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인 함수가 생성된다.
Init()함수와 destory()함수는 한번만 실행이 되며 execute()함수는 각 Row당 실행 된다.
Input 형태특성상 입력 정보의 끝을 알리기 위해서는 return true;를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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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언어 타입은 JAVA, Groovy, Script Java, Script Groovy를 지원한다.

JAVA와 Groovy는 도움 팁 버튼이 활성화 되는데 클릭하게 되면 기본 함수들을 제공한다.

200

CHAPTER 4 – 4.8 실행 결과

Insert 설정
Insert 설정하는 속성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1. Insert할 테이블을 테이블 리스트에서 선택한다.
2. 칼럼을 Insert 필드 정의에 드래그&드롭을 한다.
3. 입력 받은 정보 중 원하는 칼럼을 입력필드에서 드래그&드롭 하여 매핑 시킨다.
SQL문을 통하여 Query 정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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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CSV 파일 정보 설정
입력 CSV 파일의 정보를 설정하는 속성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이름
필드 명
파일 칼럼 인덱스
데이터 타입
포맷

설명
필드 이름을 지정한다.
파일에서 칼럼 구분 자에 의해 구분된 칼럼 인덱스를 설정한다.
해당 칼럼 인덱스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다.
데이터 타입이 TIME, DATE, TIMESTAMP 인 경우 포맷을 지정한다.
TIM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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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TAMP:

변환 코드

파일에서 입력 받은 값을 함수를 통하여 변환할 수 있다.
우측 상단에

버튼을 누르면

해당 CSV 파일의 데이터를 간략하게 볼 수 있다.
※ 입력 Csv 파일/폴더를 먼저 설정해주어야 한다.

데이터셋 보기

-칼럼명 자동생성
해당 데이터셋에 조회된 칼럼을 자동으로 필드명에 추가한다.
(COLUMN_0, COLUMN_1, COLUMN_2….)
-값으로 칼럼명 생성
각 칼럼의 첫 번째에 있는 값을 각 필드명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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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Fix 파일 정보 설정
입력 받은 Fix파일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는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길이로 칼럼을 구분한다.

이름

설명

필드 명

필드 이름을 지정한다.

인덱스

파일에서 칼럼 구분 자에 의해 구분된 칼럼 인덱스를 설정한다.

길이
데이터 타입
포맷

해당 칼럼의 길이를 설정한다.
해당 칼럼 인덱스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다.
데이터 타입이 TIME, DATE, TIMESTAMP 인 경우 포맷을 지정한다.
TIM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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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TAMP:

변환 코드

파일에서 입력 받은 값을 함수를 통하여 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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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Excel 파일 정보 설정
입력 Excel 파일의 정보를 설정하는 속성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이름
필드 명
파일 칼럼 인덱스
데이터 타입
포맷

설명
필드 이름을 지정한다.
파일에서 칼럼 구분 자에 의해 구분된 칼럼 인덱스를 설정한다.
해당 칼럼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다.
데이터 타입이 TIME, DATE, TIMESTAMP 인 경우 포맷을 지정한다.
TIME:

DATE:

TIME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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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코드

파일에서 입력 받은 값을 함수를 통하여 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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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RegEx 파일 정보 설정
입력 정규패턴 Row가 있는 파일의 정보를 설정하는 속성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입력 RegEx Row 패턴: 읽을 정규화 패턴을 설정한다.
이름
필드 명
파일 칼럼 인덱스
데이터 타입
포맷

설명
필드 이름을 지정한다.
파일에서 칼럼 구분 자에 의해 구분된 칼럼 인덱스를 설정한다.
해당 칼럼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다.
데이터 타입이 TIME, DATE, TIMESTAMP 인 경우 포맷을 지정한다.
TIM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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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TAMP:

변환 코드

파일에서 입력 받은 값을 함수를 통하여 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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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CSV 파일 정보 설정
입력 받은 파일 정보를 출력 CSV 파일로 생성하기 위해 설정하는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Input 기능의 필드 속성 중 파일 정보 설정으로 입력한 정보들을 받아서 출력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입력 필드에서 원하는 필드를 드래그 하여 출력 정보에 드롭해서 설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 타입, 포맷, 변환코드를 적용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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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Fix 파일 정보 설정
입력 받은 파일 정보를 출력 Fix 파일로 생성하기 위해 설정하는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Input 기능의 필드 속성 중 파일 정보 설정으로 입력한 정보들을 받아서 출력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입력 필드에서 원하는 필드를 드래그 하여 출력 정보에 드랍해서 설정할 수 있으며,
필드의 길이, 데이터 타입, 포맷, 변환코드를 적용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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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Excel 파일 정보 설정
입력 받은 파일 정보를 출력 Excel 파일로 생성하기 위해 설정하는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Input 기능의 필드 속성 중 파일 정보 설정으로 입력한 정보들을 받아서 출력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입력 필드에서 원하는 필드를 드래그 하여 출력 정보에 드롭해서 설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 타입, 포맷, 변환코드를 적용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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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파일 String 치환
입출력 파일을 String 치환 설정하는 속성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특정한 문자열을 치환한다. DB의 데이터에서 \n값을 String값으로 표현하기 위한 에디터
특수문자 외에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 Ex) test -> test1
※비정상 CF 문자 치환
깨진 문자열중 carriage return 값이 있는 경우 해당 carriage return을 문자로 치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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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소스
데이터 소스를 설정하는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DSM Tool Bar에서

데이터베이스 설정으로 등록한 데이터소스를 선택하면 등록한

드라이버와 URL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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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D 설정
CUD 설정하는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입력 받은 값에 대하여 어느 테이블에 CUD할 것인지 설정한다.

1. 테이블 리스트에서 C/U/D할 테이블을 검색한다.
2. Insert할 테이블을 드래그하여 Insert 필드 정의 탭에 드롭한다.
3. 입력 필드 탭에서 사용할 필드를 드래그하여 Insert 필드정의 탭에 드롭하여 맵핑시킨다.

상세 화면 설명:
여러 개의 Insert Update Delete 속성을 추가할 수 있다.

기본실행이 선택 되어있으면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실행한다.

선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입력된 필드명(FILE_NAME)과 필드값(TEST)에 대해서만
CUD중 설정한 속성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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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설정
SQL 설정하는 속성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1. 테이블 리스트에서 테이블을 검색한다.
2. 테이블 디자인 에디터에 Insert할 테이블을 CTRL + 드래그&드롭한다.
3. 테이블 디자인 에디터에 테이블의 칼럼 정보가 표시되면 가져오려는 칼럼을 드래그하여
Select field 정의 탭에 드롭다운을 하면 된다.
테이블 디자인 에디터에서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 할 수 있으며 칼럼을 드래그&드롭하여 설
정할 수 있다. 또한 Where조건, group by, order by를 설정할 수 있으며 SQL문 탭을 통하여
Query문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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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속성
기능의 환경 속성에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 칼럼 추가,
: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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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삽입,
: 위로,

: 칼럼 삭제

: 아래로,

: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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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 정보
Sync CSV-> DB Editor
가져온 CSV 파일의 정보와 DB 테이블의 정보를 Sync 시키는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1. PK를 기준으로 DB에 데이터가 있으면 Update를 없으면 Insert 시킨다.
2. 원본 파일 탭에서 정보를 가져올 파일을 설정하고 타겟 테이블 탭에서 DB 테이블을
설정한다.
3. Sync정보 탭에서 파일의 정보와 DB 칼럼을 드래그&드롭하여 매핑시키고 pk를 설정한다.
4. 대용량 데이터 체크 시 타겟 테이블에 매치 되지 않은 데이터 삭제는 선택할 수 없으며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때 사용한다.
5. 타겟 테이블에 매치 되지 않은 데이터 삭제 체크 시 PK로 설정된 파일의 정보와 DB
데이터가 매치 되지 않고 남은 DB 데이터를 삭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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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 DB-> DB Editor
DB 테이블과 DB 테이블 간의 데이터를 Sync 시키기 위한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1. PK를 기준으로 DB에 데이터가 있으면 Update를 없으면 Insert 시킨다.
2. 원본 테이블 탭에서 정보를 가져올 테이블을 설정하고 타겟 테이블 탭에서 DB 테이블을
설정한다.
3. Sync정보 탭에서 파일의 정보와 DB 칼럼을 드래그&드롭하여 매핑시키고 pk를 설정한다.
4. 대용량 데이터 체크 시 타겟 테이블에 매치 되지 않은 데이터 삭제는 선택할 수 없으며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때 사용한다.
5. 타겟 테이블에 매치 되지 않은 데이터 삭제 체크 시 PK로 설정된 파일의 정보와 DB
데이터가 매치 되지 않고 남은 DB 데이터를 삭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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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테이블 탭에서

누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DB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1. 테이블리스트에서 테이블을 검색하여 테이블 디자인 에디터에 해당 테이블을
드래그&드랍한다.
2. 테이블 디자인 에디터에 테이블의 칼럼 정보가 표시되면 가져오려는 칼럼을 드래그하여
Select field 정의 탭에 드롭다운을 하면 된다.
테이블 디자인 에디터에서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 할 수 있으며 칼럼을 드래그&드롭하여
설정할 수 있다. 또한 Where조건, group by, order by를 설정할 수 있으며 SQL문 탭을 통하여
Query문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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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 DB Query -> DB Editor
SQL문을 입력하여 가져온 DB 테이블과 DB 테이블 간의 데이터를 Sync 시키기 위한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1. PK를 기준으로 DB에 데이터가 있으면 Update를 없으면 Insert 시킨다.
2. 원본 SQL 탭에서 정보를 가져올 SQL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타겟 테이블 탭에서 DB 테이블
을 설정한다.
3. Sync정보 탭에서 파일의 정보와 DB 칼럼을 드래그&드롭하여 매핑시키고 pk를 설정한다.
4. 대용량 데이터 체크 시 타겟 테이블에 매치 되지 않은 데이터 삭제는 선택할 수 없으며 대
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때 사용한다.
5. 타겟 테이블에 매치 되지 않은 데이터 삭제 체크 시 PK로 설정된 파일의 정보와 DB 데이
터가 매치 되지 않고 남은 DB 데이터를 삭제 한다.
원본 SQL 탭에서

누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SQL문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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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 FIX-> DB Editor
가져온 FIX 파일의 정보와 DB 테이블의 정보를 Sync 시키는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1. PK를 기준으로 DB에 데이터가 있으면 Update를 없으면 Insert 시킨다.
2. 원본 파일 탭에서 정보를 가져올 파일을 설정하고 타겟 테이블 탭에서 DB 테이블을
설정한다.
3. Sync정보 탭에서 파일의 정보와 DB 칼럼을 드래그&드롭하여 매핑시키고 pk를 설정한다.
4. 대용량 데이터 체크 시 타겟 테이블에 매치 되지 않은 데이터 삭제는 선택할 수 없으며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때 사용한다.
5. 타겟 테이블에 매치 되지 않은 데이터 삭제 체크 시 PK로 설정된 파일의 정보와 DB
데이터가 매치 되지 않고 남은 DB 데이터를 삭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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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파일 정보
DSM Agent 데몬이 실행중인 호스트에서 받을 파일의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에디터 이다.

화면 설명:

을 클릭하여 파일정보를 추가하고
은 파일정보의 순번을 올려주고

을 클릭하여 삭제한다.

는 중간에 행을 추가시킨다.

은 아래로 내려준다.

은 파일정보의 순번을 처음으로 움직이고

는 마지막으로 움직인다.

로컬 경로: 받을 파일의 경로를 입력한다.
서버 경로: 보낼 서버의 경로를 입력한다.
서버 파일명: 받을 파일명을 입력한다.
다운로드 후 삭제: 로컬 경로에 다운 받은 후 서버 경로에 있는 파일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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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낼 파일 정보
DSM Agent 데몬이 실행중인 호스트에 보낼 파일의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에디터 이다.

화면 설명:

을 클릭하여 파일정보를 추가하고
은 파일정보의 순번을 올려주고

을 클릭하여 삭제한다.

는 중간에 행을 추가시킨다.

은 아래로 내려준다.

은 파일정보의 순번을 처음으로 움직이고

는 마지막으로 움직인다.

로컬 경로: 보낼 파일의 로컬 경로를 입력한다.
서버 경로: 받을 서버의 경로를 입력한다.
로컬 파일명: 보낼 로컬 파일명을 입력한다.
DELETE: 로컬 경로에 있는 파일을 보낸 후 파일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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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Stream 집합 연산 정보
하나 이상의 Output Row Stream 기능을 통해 생성된 정보에 대하여 집합 연산을 적용하는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그림 1

Row 스트림 그룹 정보:
Output Row Stream 기능에서 Row 스트림 그룹 명에 설정 된 값이 보여진다.

그림 2

Row 스트림 키 정보:
Row 스트림 그룹 정보(그림2)탭에서 그룹 선택 시 해당 그룹에 속해있는 스트림 명이 보여진다.
Output Row Stream 기능에서 Row 스트림 명에 설정 된 값이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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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필드 등록 대상 정보:
Row 스트림 키 정보(그림3)탭에서 스트림을 선택 시 스트림에 설정되어있는 칼럼 정보가
보여진다.

그림 4

집합 필드 등록 정보:
집합 필드 등록 대상 정보(그림4)탭에서 집합 함수를 적용할 칼럼을 ctrl+드래그 하여
집합 필드 등록 정보(그림5)에 놓는다.
(꼭 GROUP FIELD를 설정해야 한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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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Stream 조인 정보
하나 이상의 Output Row Stream 기능을 통해 생성된 정보에 대하여 Join을 적용해
출력 정보를 설정하는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그림 1

Row 스트림 그룹 정보:
Output Row Stream 기능에서 Row 스트림 그룹 명에 설정 된 값이 보여진다.

그림 2

Row 스트림 키 정보:
Row 스트림 그룹 정보(그림2)탭에서 그룹 선택 시 해당 그룹에 속해있는 스트림 명이 보여진다.
Output Row Stream 기능에서 Row 스트림 명에 설정 된 값이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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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 필드 등록 대상 정보:
Row 스트림 키 정보(그림3)탭에서 스트림을 선택 시 스트림에 설정되어있는 칼럼 정보가
보여진다.

그림 4

스트림 조인 정보:
어떤 칼럼으로 Join을 설정할지 조인 필드 등록 대상 정보(그림4) 에서 ctrl+드래그하여
스트림 조인 정보(그림5)에 드롭하고 2개 이상의 칼럼으로 Join 설정 시 (그림4)에서 설정할
칼럼을 다중으로 선택하여 ctrl+드래그로 스트림 조인정보(그림5)에 드롭한다.

그림 5

STREAM-A와 STREAM-B로 INNER JOIN을 실행한다. STREAM-A와 STREAM-B에 서로 A칼럼만
같이 존재하므로 A칼럼만 조인을 실행한다. JOIN을 실행해서 만들어진 그룹과 STREAM-C로
LEFT JOIN을 실행한다. 만들어진 그룹과 STREAM-C에 둘 다 A와 B칼럼이 같이 존재하므로 A와
B칼럼 전부 LEFT JOIN을 실행한다.
※ 파일이나 DB에서 입력 받은 정보에 대하여 Join을 설정할 경우 Full Join을 사용하게 되므로
입력 받은 정보는 정렬이 되어있어야 한다.
조인 필드 등록 정보:
Join 후 생성될 칼럼 정보를 조인 필드 등록 대상 정보 (그림 3)에서 ctrl+드래그하여
조인 필드 등록 정보(그림6)탭에 드롭한다.

그림 6

228

CHAPTER 4 – 4.8 실행 결과

Spark 실행 옵션
Spark의 실행 옵션을 설정하는 속성에디터이다.

화면설정:

Spark가 실행할 때 추가하는 옵션들은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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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k 환경 설정
Spark의 환경설정을 설정하는 속성에디터이다.

화면설정:

Spark가 기동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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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문자열 변환
입력된 문자열을 변환 한다.

화면 설명:

입력되는 전체 칼럼의 문자열을 Null이나 정의된 문자열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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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복호화 스크립트
암/복호화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를 클릭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줄 기본 소스들이 작성된다.
스케줄 속성 추가는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스케줄 속성 추가
랑 사용방법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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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위치
Agent 위치를 입력할 수 있는 에디터이다.

화면 설명:

원격실행 여부가 미체크인 경우는 local 파일에 대해 암/복호화를 실행한다.
원격실행 여부가 체크인 경우는 원격서버 SSL 사용, 원격서버 호스트, 원격서버 포트가 활성화
되고 입력된 호스트의 파일을 원격으로 암/복호화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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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Schedule 설정
실행 시킬 스케줄을 지정할 수 있는 에디터이다.

- 로컬의 스케줄 경우: 좌측의 등록 대상 스케줄 정보에서 실행할 스케줄을 선택하여 우측의 등
록스케줄 정보로 드래그&드롭을 하여 실행할 스케줄 정보에 등록한다.
- 원격의 스케줄 경우:

를 이용해 칼럼을 추가하고 DSM Server 정보속성에 지정된

DSM 서버의 프로젝트와 스케줄명을 입력하여 실행할 스케줄 정보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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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Server 정보
Dsm이 실행되고 있는 Server정보를 지정할 수 있는 에디터이다.

원격실행 여부 미체크시: 로컬 DSM 서버로 지정 된다.
원격실행 여부 체크시: 하위 입력된 정보의 DSM 서버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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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Branch
ETC – BRANCH 기능에 대한 특성이다.
DSM에서는 Function으로 프로세스와 스케줄을 제어 할 수 있는 Branch를 제공한다.
Branch는 기본적으로 제어 코드(4.6 Process > 제어코드 참조)에서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01)
(제어코드의 True, False 표기는 설명을 돕기 위해 표기한 것이므로 실제 DSM에서
제어코드 설정은 아니다.)

EX02)

그림과 같이 Branch와 병렬처리를 같이 사용할 시에는
병렬 처리 프로세스가 끝나야 Branch가 실행 된다.
(병렬 처리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Branch가 실행 되어 작업 중 Stop을 하거나
Jump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Branch는 병렬 처리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
고 있다가, 병렬 처리 프로세스가 끝나면 실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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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실행 결과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세스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다.

정상 실행

정상으로 실행 됐을 때 EXECUTE SUCCESSFUL [프로젝트이름 – 스케줄이름] 실행시간이
표시 된다.

에러 발생

에러가 발생했을 때 오류가 난 프로젝트 명, 스케줄 명, 프로세스 명을 볼 수 있으며
파란색으로 링크를 누르면 에러가 난 editor창을 볼 수 있으며 수정은 해당 기능의
editor로 들어가서 수정해야 한다. (링크로 뜬 editor에서 바꾸어도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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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DSM 날짜 치환 변수
형식

설명

{YYYY}

연도 표시

{MM}, {mm}

월 표시

{DD}, {dd}

요일 표시

{HH}, {hh}

시간 표시

{MIN}, {min}

분 표시

{SS}, {ss}

초 표시

ex. TEST_{YYYY}-{MM}-{DD}.txt로 설정된 파일 경로명은 실재로는 TEST_2010-05-07.txt이고,
TEST_{YYYY}-{mm}-{dd}.txt로 설정된 파일 경로명은 실재로는 TEST_2010-5-7.txt로 인식되어
저장된다.
형식

설명

{s_YYYY}

연도 표시

{s_MM}, {s_mm}

월 표시

{s_DD}, {s_dd}

요일 표시

{s_HH}, {s_hh}

시간 표시

{s_MIN}, {s_min}

분 표시

{s_SS}, {s_ss}

초 표시

{s_ }로 시작하는 치환 변수는 스케줄 실행 예정시간의 값으로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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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 기초 관리
5.1 코드 관리
DSM에 필요한 코드들을 정의 한다.

화면 설명:

상위 화면:
코드분류를 관리한다.

설명

Menu
조회

왼쪽 상단에 코드분류, 코드분류명 사용여부를 선택하여 조회를 누르면 해당
코드들이 나타난다.

추가

새로운 코드분류를 추가한다.

삭제

선택한 코드분류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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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추가된 코드분류를 저장한다.
저장이 되지 않으면 창을 닫았을 때 없어진다.

하위 화면:
코드 분류에 따라 상세 코드들을 관리한다.

상위화면의 코드분류를 선택 시 빨간 박스가 활성화가 된다.

Menu

설명

추가

새로운 코드를 추가한다.

삭제

선택한 코드를 삭제한다.

저장
엑셀 다운

추가된 코드를 저장한다.
저장이 되지 않으면 창을 닫았을 때 없어진다.
저장된 코드를 엑셀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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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용자 권한 관리
DSM 사용자들의 권한을 관리 한다.

화면 설명:

DSM 사용자:
현재 DSM 사용자 목록을 보여준다.
담당자 정보:
DSM 사용자에서 선택한 사용자의 정보를 보여주거나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다.
전체 그룹 메뉴:
현재 전체 그룹메뉴를 보여준다.
그룹 메뉴 권한:
DSM 사용자에서 선택한 사용자의 그룹 메뉴 권한을 보여주거나 새로운 사용자한테 전체 그룹
메뉴에서 권한을 부여할 그룹을 드래그하여 그룹 메뉴 권한에 드롭하여 권한을 줄 수 있다.
전체 프로젝트:
현재 DSM의 전체 프로젝트 목록을 보여준다.
프로젝트 권한:
DSM 사용자에서 선택한 사용자의 프로젝트 권한을 보여주거나 전체 프로젝트에서 권한을 부여
할 프로젝트를 드래그하여 프로젝트 권한에 드롭하여 권한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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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권한:
사용자가 DSM에 접속했을 때 이용 가능한 권한을 지정한다.

Monitoring:
조작은 할 수 없고 모니터링만 가능하다

ToolBar의 로그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스케줄의 로그만 확인 가능하다.
Management & Monitoring:
실행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새로 고침과 실행만 사용 가능 하고 프로젝트 리스트를 통하여 Project, Schedule, Function 등
설정 값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수정이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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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r:
DSM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고 수정이 가능하지만 프로젝트를 생성은 하지 못한다.

Admin:
모든 권한을 갖는다.

담당자 정보의 전체 프로젝트 제어:
전체 프로젝트 제어 체크 시:

전체 프로젝트의 권한을 부여한다.

전체 프로젝트 제어 미 체크 시: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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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변환 제어 함수 관리
변환 코드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을 관리한다.

화면 설명:

사용자가 임의의 함수를 추가하여, 미리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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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타입 관리
데이터 베이스에서 사용하는 타입들을 관리 한다.

화면 설명:

현재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의 타입들을 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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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 로그 관리
6.1 로그 조회 및 장애처리 등록
DSM에서 실행 되었던 기능 들의 로그를 볼 수 있으며, Fail이 발생한 기능을 오류 정보에서
선택하면 상세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

화면 설명:

로그가 발생한 일시, 스케줄 상태, 처리 상태, 프로젝트, 각 스케줄, 기능 상태 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이 된 로그는 엑셀보기 버튼을 이용해 엑셀보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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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작업이력 조회
DSM을 사용한 기록을 최근에 작업한 날짜 순으로 보여준다.

칼럼 설명:
작업 일시: 작업한 기간 날짜와 시간에 따라 작업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작업자ID: 작업자ID에 따라 작업한 로그들을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작업자명: 작업자명에 따라 작업한 로그들을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작업자IP: 작업자IP 주소에 따라 작업한 로그들을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엑셀 보기: 로그들을 엑셀 파일로 보여주고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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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기능별 사용 SQL 보기
DSM에서 실행 되었던 기능들 중 사용된 Query문을 볼 수 있다.

화면 설명:

6.4 변경 영향도 분석
테이블, 칼럼이 어느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세스, 기능에 쓰여있는지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한 기
능이다. DB정보가 바뀌었을 시 변경 정보를 수집하여 목록화 시켜서 보여주므로, 어느 기능들을
수정해야 할지 파악 하기에 용이하다. 4.1 DSM 기본화면 -> 4.1.1 Tool Bar 의 옵션 기능에서 Data
Model History Schedule와 Data Effect Cleaning Schedule를 설정해야 사용할 수 있다.

영향도 분석
프로젝트 기준:
프로젝트 기준으로 테이블의 영향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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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기준:
테이블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영향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다.

모델 히스토리
데이터 모델 히스토리:
테이블이나 칼럼의 변경 이력을 볼 수 있는 화면이다.
비교 날짜를 선택하여 서로 비교해 테이블 칼럼의 변경, 추가, 삭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테이블의 변경 시 파란색, 추가 시 초록색, 삭제 시 빨간색으로 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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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 API
7.1 DSM Common API
DSM Detail Log File Manager
Class:
로그정보를 파일로 생성하는 클래스.
java.lang.Object

com.arisystem.dsm.server.common.DsmDetailLogFileManager
Method:
void print(File file, String log)

파일의 내용에 log를 추가 한다.

void println(File file, String log)

파일의 내용에 log를 추가 하고 줄 바꿈을 한다.

void print(File file, String log,

파일의 내용에 log와 현재 시간을 추가 한다.

boolean attatchTimestamp)
void println(File file, String log,

파일의 내용에 log와 현재 시간을 추가 하고 줄

boolean attatchTimestamp)

바꿈을 한다.

void print(File file, Throwable th)

void println(File file, Throwable th)

파일의 내용에 log와 시스템예외사항을 추가 한
다.
파일의 내용에 log와 시스템예외사항을 추가 하고
줄 바꿈을 한다.

void print(File file, Throwable th,

파일의 내용에 log와 시스템예외사항, 현재시간을

boolean attatchTimestamp)

추가 한다.

void println(File file, Throwable th,

파일의 내용에 log와 시스템예외사항, 현재시간을

boolean attatchTimestamp)

추가 하고 줄 바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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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Schedule Properties Manager
Class:
해당 스케줄에 저장된 properties 의 name 에 해당하는 value값을 리턴한다.
java.lang.Object

com.arisystem.dsm.server.common.DsmSchedulePropertiesManager
Method:
String getScheduleProperty(String

해당 Name에 해당 되는 value값을 반환한다.

name)
Property의 Aliasing( ${name} ) 의 Name의
value값 replace반환한다.
Ex)

String replaceScheduleProperties(

BACKUP_CODE의 value값에

String str)

${BACKUP_DIR}/lc_code_Aliasing된
{BACKUP_DIR} Name에 해당되는 value값을 찾
아 replace 후 반환한다. 즉 실제 value값은
D:\MySQLDATA\LICENSE_BACKUP\lc_code_ma
ster 가 된다.

DSM Server Constants
Class:
객체를 저장하는 키 값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
java.lang.Object

com.arisystem.dsm.server.common.DsmServerConstants
Field:
DSM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할 때 전달 받은 객체
public final static
SHARED_MAP_REQUEST_OBJECT

를 저장하는 키이다.
Object obj =
sharedMap.get(DsmServerConstants.SHARED_MAP_R
EQUEST_OBJECT);
DSM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할 때 전달할 객체 키이

public final static

다.

SHARED_MAP_RESPONSE_OBJECT

sharedMap.put(DsmServerConstants.SHARED_MAP_R
ESPONSE_OBJECT,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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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Goto Process
Class:
현재 실행중인 스케줄에 존재하는 프로세스 중 지정한 이름의 프로세스로 실행을 이동하게
하는 클래스
이 클래스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기능의 흐름이 단일 처리로 변경한 곳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DWQuery -> CSV File 과 DWQuery -> CSV File_1같이 병렬로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실행 되서는 안되며 User Define처럼 단일 처리로 변경한 곳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throw new DsmGotoProcess("프로세스 이름");
java.lang.Object

com.arisystem.dsm.server.common.DsmGotoProcess
Method:
String getProcessName()

Process Name을 반환한다.

void setProcessName(String processName)

Process Name을 설정한다.

DSM Process Normal Stop
Class:
현재 수행중인 프로세스를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을 경우
throw new DsmProcessNormalStop (".."); 수행한다.
java.lang.Object
java.lang.Throwable
java.lang.Exception

com.arisystem.dsm.server.common.DsmProcessNormalStop
Constructor:
특별한 메시지가 없는 DsmProcessNormalStop의

DsmProcessNormalStop()

객체를 생성한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DsmProcessNormalStop의

DsmProcessNormalStop(String msg)

객체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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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Schedule Normal Stop
Class:
현재 수행중인 Schedule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을 경우
throw new DsmScheduleNormalStop(".."); 수행한다.
java.lang.Object
java.lang.Throwable
java.lang.Exception
java.lang.RuntimeException

com.arisystem.dsm.server.common.DsmScheduleNormalStop
Constructor:
특별한 메시지가 없는 DsmScheduleNormalStop의

DsmScheduleNormalStop()

객체를 생성한다.

DsmScheduleNormalStop(String msg)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DsmScheduleNormalStop의
객체를 생성한다.

7.2 DSM Manager API
DSM MLibModelLoader
Class:
Spark의 Model을 생성하는 클래스

com.arisystem.dsm.server.manager.MLlibModelLoader
Method:
DecisionTreeModel
loadDecisionTreeModel(String serPath)
GradientBoostedTreesModel
loadGradientBoostedTreesModel(String
serPath)
LogisticRegressionModel
loadLogisticRegressionModel(String serPath)
NaiveBayesModel
loadNaiveBayesModel(String serPath)
RandomForestModel
loadRandomForestModel(String serPath)
SVMModel

DecisionTree의 Model을 생성한다.
loadGradientBoostedTrees의 Model을 생
성한다.

LogisticRegression의 Model을 생성한다.

NaiveBayes의 Model을 생성한다.
RandomForest의 Model을 생성한다.
SVM의 Model을 생성한다.

loadSVMModel(String serPath)
Object loadModel(String path)

Model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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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Server Manager
Class:
특정 스케줄을 실행시키는 클래스
java.lang.Object

com.arisystem.dsm.server.manager.DsmServerManager
Method:
void callSchedule(CallableScheduleInfo csi)
void callSchedule(String projectName, String
scheduleName)
void callSchedule(String projectName, String
scheduleName, Map sharedMap)

특정 스케줄을 동기로 실행시킨다.
특정 스케줄을 동기로 실행시킨다.
특정 스케줄을 동기로 실행시킨다.

void callSchedule(String projectName, String
scheduleName, String processName, Map

특정 스케줄을 동기로 실행시킨다.

sharedMap)
void callSchedules(CallableScheduleInfo[]

여러 개의 스케줄을 동시에 동기로 실

csiArray)

행시킨다.

void callSchedules(Vector

여러 개의 스케줄을 동시에 동기로 실

<CallableScheduleInfo> csiList)

행시킨다.

DsmServerManager getInstance()

객체를 Instance한다.

void runSchedule(String projectName, String
scheduleName)

특정 스케줄을 비 동기로 실행시킨다.

void runSchedule(String projectName, String
특정 스케줄을 비 동기로 실행시킨다.

scheduleName, Map sharedMap)
void runSchedule(String projectName, String
scheduleName, String processName, Map

특정 스케줄을 비 동기로 실행시킨다.

share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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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MailManager
Class:
메일에 관련된 클래스
java.lang.Object

com.arisystem.dsm.server.manager.MailManager
Method:
String getContentType()

ContentType을 반환한다.

String getFrom()

From을 반환한다.

String getSmtpAuthPwd()

SmtpAuthPwd를 반환한다.

String getSmtpAuthUser()

SmtpAuthUser를 반환한다.

Properties getSmtpProperties()

SmtpProperties를 반환한다.

String getSmtpServer()

SmtpServer를 반환한다.

int getSmtpServerPort()

SmtpServerPort를 반환한다.

Vector<String> getTo()

To를 반환한다.

Vector<String> getToBCC()

ToBCC를 반환한다.

Vector<String> getToCC()

ToCC를 반환한다.

Boolean isSsl()

SSL의 사용 유무를 반환한다.

void sendMail(String subject, String

특정한 제목과 내용을 받아서 메일을 보낸다.

content)
void setContentType(String

입력 받은 값으로 ContentType을 설정한다.

contentType)
void setFrom(String from)

입력 받은 값으로 From을 설정한다.

void setSmtpAuthPwd(String

입력 받은 값으로 SmtpAuthPwd를 설정한다.

smtpAuthPwd)
void setSmtpAuthUser(String

입력 받은 값으로 SmtpAuthUser를 설정한다.

smtpAuthUser)
void setSmtpProperties(Properties

입력 받은 값으로 SmtpProperties를 설정한다.

smtpProperties)
Void setSmtpServer(String smtpServer)
Void setSmtpServerPort(int

입력 받은 값으로 SmtpServer를 설정한다.
입력 받은 값으로 SmtpServerPort를 설정한다.

smtpServerPort)
Void setSsl(Boolean ssl)

입력 받은 값으로 SSL의 사용유무를 설정한다.

Void setTo(Vector<String> to)

입력 받은 값으로 to를 설정한다.

Void setToBCC(Vector<String> toBCC)

입력 받은 값으로 toBCC를 설정한다.

Void setToCC(Vector<String> toCC)

입력 받은 값으로 toCC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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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DSM Model API
DSM LOGGER
Class:
로그 테이블에 정보를 저장 시키는 클래스
java.lang.Object

com.arisystem.dsm.model.logger.DsmLogger
Method:
void infoDesc(String logDesc)
void errorDesc(String logDesc)
void warnDesc(String logDesc)
void info(String logCode)
void error(String logCode)
void warn(String logCode)
void info(String logCode,
String logLevelCode)
void error(String logCode,
String logLevelCode)
void warn(String logCode,
String logLevelCode)

해당 파라미터의 logDesc 정보를 로그테이블에 info정보
로 저장한다.
해당 파라미터의 errorDesc 정보를 로그테이블에 error정
보로 저장한다.
해당 파라미터의 warnDesc 정보를 로그테이블에 warn정
보로 저장한다.
정의된 코드테이블에서 해당코드의 코드명으로 로그테이
블에 info정보를 저장한다.
정의된 코드테이블에서 해당코드의 코드명으로 로그테이
블에 error정보를 저장한다.
정의된 코드테이블에서 해당코드의 코드명으로 로그테이
블에 warn정보를 저장한다.
정의된 코드테이블에서 해당코드의 코드명, 로그레벨(로
그코드를 사용자 임의로 세분화 할 경우 default=0: 구
분 안 함)값을 로그테이블에 info정보를 저장한다.
정의된 코드테이블에서 해당코드의 코드명, 로그레벨(로
그코드를 사용자 임의로 세분화 할 경우 default=0: 구
분 안 함)값을 로그테이블에 error정보를 저장한다.
정의된 코드테이블에서 해당코드의 코드명, 로그레벨(로
그코드를 사용자 임의로 세분화 할 경우 default=0: 구
분 안 함)값을 로그테이블에 warn정보를 저장한다.
정의된 코드테이블에서 해당코드의 코드명,
MessageFormat 의 인자 값을 로그테이블에 info정보를

void info(String logCode,
Object[] arguments)

저장한다.
ex)
{0}{1}관리자가 로그인 성공 하였습니다. 파라미터로 준
arguments 순서대로 {0}, {1}자리에 매핑된다.

void error(String logCode,
Object[] arguments)

정의된

코드테이블에서

해당코드의

코드명,

MessageFormat 의 인자 값을 로그테이블에 error정보를
저장한다.

void warn(String logCode,

정의된 코드테이블에서 해당코드의 코드명,

Object[] arguments)

MessageFormat 의 인자 값을 로그테이블에 warn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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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한다.
void info(String logCode,
Object[] arguments,

정의된

코드테이블에서

해당코드의

코드명,

MessageFormat 의 인자 값, 로그레벨(로그코드를 사용
자 임의로 세분화 할 경우 default=0: 구분 안 함)값으로

String logLevelCode)

로그테이블에 info정보를 저장한다.

void error(String logCode,
Object[] arguments,

정의된

코드테이블에서

해당코드의

코드명,

MessageFormat 의 인자 값, 로그레벨(로그코드를 사용
자 임의로 세분화 할 경우 default=0: 구분 안 함)값으로

String logLevelCode)

로그테이블에 error정보를 저장한다.

void warn(String logCode,
Object[] arguments,

정의된

코드테이블에서

해당코드의

코드명,

MessageFormat 의 인자 값, 로그레벨(로그코드를 사용
자 임의로 세분화 할 경우 default=0: 구분 안 함)값으로

String logLevelCode)

로그테이블에 warn정보를 저장한다.

void info(String logCode,

정의된

Object[] arguments,

MessageFormat 의 인자 값, 시스템 예외 출력 값으로

Throwable th)

로그테이블에 info정보를 저장한다.

void error(String logCode,

정의된

Object[] arguments,

MessageFormat 의 인자 값, 시스템 예외 출력 값을 로

Throwable th)

그테이블에 error정보를 저장한다.

void warn(String logCode,
Object[] arguments,

info(String

코드테이블에서

해당코드의

해당코드의

코드명,

코드명,

정의된 코드테이블에서 해당코드의 코드명, arguments를
가지고 코드에 해당하는 MessageFormat 에 arguments
가 매핑 된 값, 시스템 예외 출력 값을 로그테이블에

Throwable th)
void

코드테이블에서

warn정보를 저장한다.
logCode,

Object[] arguments,
String logLevelCode,
Throwable th)
void error(String logCode,
Object[] arguments,
String logLevelCode,
Throwable th)
void warn(String logCode,
Object[] arguments,
String logLevelCode,
Throwable th)

정의된 코드테이블에서 해당코드의 코드명, arguments를
가지고 코드에 해당하는 MessageFormat 에 arguments
가 매핑된 값, 로그레벨(로그코드를 사용자 임의로 세분
화 할 경우 default=0: 구분 안 함)값, 시스템 예외 출력
값을 로그테이블에 info정보를 저장한다.
정의된 코드테이블에서 해당코드의 코드명, arguments를
가지고 코드에 해당하는 MessageFormat 에 arguments
가 매핑된 값, 로그레벨(로그코드를 사용자 임의로 세분
화 할 경우 default=0: 구분 안 함)값, 시스템 예외 출력
값을 로그테이블에 error정보를 저장한다.
정의된 코드테이블에서 해당코드의 코드명, arguments를
가지고 코드에 해당하는 MessageFormat 에 arguments
가 매핑된 값, 로그레벨(로그코드를 사용자 임의로 세분
화 할 경우 default=0: 구분 안 함)값, 시스템 예외 출력
값을 로그테이블에 warn정보를 저장한다.

void info(String description,

로그 상세 내역과 시스템 예외 출력 값을 로그테이블에

Throwable th)

info정보를 저장한다.

void error(String description,

로그 상세 내역과 시스템 예외 출력 값을 로그테이블에

Throwable th)

error정보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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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warn(String description,

로그 상세 내역과 시스템 예외 출력 값을 로그테이블에

Throwable th)

warn정보를 저장한다.

void info(String description,
String logLevelCode,
Throwable th)
void error(String description,
String logLevelCode,
Throwable th)
void warn(String description,
String logLevelCode,
Throwable th)

로그 상세 내역과 로그레벨, 시스템 예외 출력 값을 로
그테이블에 info정보를 저장한다.
로그 상세 내역과 로그레벨, 시스템 예외 출력 값을 로
그테이블에 error정보를 저장한다.
로그 상세 내역과 로그레벨, 시스템 예외 출력 값을 로
그테이블에 warn정보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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