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2-0066151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7

G06F 17/3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2-0066151
2002년08월14일

(21) 출원번호 10-2001-0006498         
(22) 출원일자 2001년02월09일         

(71) 출원인 한국통신정보기술 주식회사
서울 성북구 성북동 안암동5가 126-16 고려대학교 산학관

(72) 발명자 김성룡
경기도용인시기흥읍구갈리구갈택지지구2-3B세종리젠시빌201동102호
김성규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19-3백두극동아파트967동1401호
이혜선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2동824-12
차정숙
부산광역시동구범일6동1492-69
김명구
충청북도제천시의림동11-15
오병우
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동152-1대림두레아파트106동603호

(74) 대리인 이영필
이해영

심사청구 : 있음

(54) 개방형 ＧＩＳ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
보 유통시스템은, 사용자 인증을 요청하고, 찾고자 하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검색항목을 설정하여 메타데이터 검색을 요
청하는 클라이언트 단말부;

지리정보가 저장된 하나 이상의 공간데이터 제공부;

상기 공간데이터 제공부의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항목이 기록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메타데이터 저장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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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부에 대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부로부터 전송받은 검색항목에 따라 메
타데이터 검색에 대한 질의문을 생성하여 메타데이터를 검색하는 공간데이터 유통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공간데이터 유
통서버는 상기 질의문에 따라 검색된 메타데이터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부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개방형 GIS 공간정보 시스템 및 방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검색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구축되어진 공간데이터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공간데이터 구축에 대한 비용을 감소할 수 있
고 원하는 공간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검색을 통하여 공간데이터 확보에 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각 서버가 보
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공유를 통하여 공간데이터정보의 활용 및 응용분야를 도출하는데 유용하다.

대표도
도 2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각각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시스템의 검색시스템의 구성도 
및 상기 시스템을 통해 검색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a 및 도 2b는 각각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시스템의 구성도 및 상기 시스템
을 통해 검색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3a는 COM 기반의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단말부에 출력되는 초기 접속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며 도 3b는 CORB
A 기반의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단말부에 출력되는 초기 접속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a는 COM 기반의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단말부에 출력되는 메타데이터 검색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며, 도 4b는 
CORBA 기반의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단말부에 출력되는 메타데이터 검색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a는 COM 기반의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단말부에 출력되는 메타데이터 검색결과 및 메타데이터 선택화면을 나
타내는 도면이며, 도 5b는 CORBA 기반의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단말부에 출력되는 메타데이터 검색결과 및 선택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a 및 도 6b는 각각 COM 또는 CORBA 기반의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단말부에 출력되는 공간데이터 전송화면
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7a 및 도 7b는 각각 COM 또는 CORBA 기반의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단말부에 출력되는 비공간 속성정보 전송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개방형 GIS(Geometry information system: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
히 다양한 공간데이터를 포맷과 기종에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검색을 통해 대량의 공간데
이터를 중복으로 구축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정보 유통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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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년간 GIS 분야는 사회적, 경제적 요구와 함께 많은 공간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졌으며, 소프트웨어의 발달과 
함께 공간 데이터 운용 범위의 확장 및 공간 데이터 수집 수단의 향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GIS 분야의 데이터 축적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GIS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공간데이터의 축적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사실이고, 구축된 공간 데
이터는 다양한 포맷으로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쓰여졌으며, GIS 데이터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또한 이질적이다.

이와 같이 상호운용이 어려워 사용자가 원하는 GIS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데이터를 
중복 구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공간 데이터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해당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
르는 경우가 많았고, 데이터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정확한지 또는 최신의 데이터인지를 보장할 수가 
없다.

    
또한, 현재까지 구축되어진 GIS 데이터 및 시스템 구축은 특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GIS 엔진상태에서만 동작하는 것
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서로 포맷형식이 다른 다양한 이종의 공간 데이터를 저장형식과 위치에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고, 
처리하며, 공유할 수 있는 진보된 기술이 필요하다. GIS엔진이나 공간 DBMS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공
간정보가 구축될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이 촉구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기술은 컴포넌트나 분산환경과 같은 기술
과 접목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현재 GIS 소프트웨어 시장은 외산 S/W가 대부분이며, 일부분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고가의 GIS 소프트웨어 
전체를 구입해야 한다. 추가로 구입을 할 경우 소프트웨어 전체를 다시 구입해야 하며, 만약 이기종의 GIS 소프트웨어
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호호환이 어려워 고가의 외산 GIS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구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다양한 공간데이터를 포맷과 기종에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
터에 대한 검색을 통해 대량의 공간데이터를 중복으로 구축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정보 
유통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시스템은, 사용자 인증을 요청하
고, 찾고자 하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검색항목을 설정하여 메타데이터 검색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단말부; 지리정보가 
저장된 하나 이상의 공간데이터 제공부; 상기 공간데이터 제공부의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항목이 기록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메타데이터 저장부; 및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부에 대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부로부
터 전송받은 검색항목에 따라 메타데이터 검색에 대한 질의문을 생성하여 메타데이터를 검색하는 공간데이터 유통서버
를 포함하며, 상기 공간데이터 유통서버는 상기 질의문에 따라 검색된 메타데이터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부로 전송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방법은, (a) 클라이언트 단
말기로부터 수신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사용을 인증하는 단계; (b)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대한 세션을 생성 
및 설정하고 상기 세션 아이디를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세션 아이디를 전송받은 클라이언트 단말기로부터 찾고자 하
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질의문을 전송받는 단계; 및 (d) 상기 검색항목에 따라 질의문을 생성하여 메타데이터를 검색하
고, 검색된 결과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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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개방형 GIS 기반의 정보유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개방형 GIS는 서로 다른 분야의 서로 다른 환경
에서 만들어져 분산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자료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및 자료 처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지리정보체계이다. 개방형 GIS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상호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다수의 
원격에 존재하는 공간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진정한 분산을 지향하는 기술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분산 지리공간처리의 이
점으로는 향상된 작업흐름, 쉬워진 자료 공유, 구입의 유연성(procurement flexibility), 소프트웨어와 자료 비용의 
감소, 특정 지리공간 처리도구에의 더 편리한 접근, 서로 다른 자료들의 기능함수로의 입력 등을 들 수 있다.
    

    
개방형 GIS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간 상호운용성 문제의 해결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리공간 데
이터에 대해 진정한 분산 환경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형 GIS를 구현하는데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사용자들을 위해 표준에 근거한 접근방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시간대에 공간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개방형 GIS 기반 시스템 이용자는 거대한 네크워크 상의 공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 공간에서는 모든 공간 데이터가 기본적인 공간 데이터 모델에 적합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따
라서, 개방형 GIS는 사용자에게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자료조작의 기능을 제어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방형 GIS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종의 공간데이터를 저장형식과 위치에 관계없이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카탈로그 서비스가 있으며 이 서비스는 동일한 사용법으로 상이한 공간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재사용성 및 상호운용성에 기반한다.

    
카달로그 서비스에는 검색서비스, 접근서비스, 관리서비스가 있다. 검색서비스는 사용자에게 공간 데이터를 찾을 수 있
도록 해주며, 어떤 서비스들이 이용될 수 있는지 제공한다. 이 인터페이스는 그 자체가 공간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검색서비스는 CG_Discovery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간 데이터에 접근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Query, Present, ExplainCollection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간 데이터를 검색하고 결과를 사
용자에게 전달해 준다.
    

접근서비스는 직접 접근인 Direct Access와 Direct Access를 제외한 Brokered Access로 나누어진다. 접근서비스는 
CG_Access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구입할 수 있는 " 핸들" 을 넘겨준다. 여기서 " 핸들" 이라
는 것은 사용자가 공간 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는 정보, 즉, 요금, 보안 한계, 요구되는 추가절차 등을 말하는 것이다.

관리서비스는 메타데이터를 관리 할 수 있도록, 등록, 수정, 삭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CG_Management라
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createCatalog, c
reateMetadata, updateCatalog, deleteCatalog를 통해서 카탈로그를 만들거나 주어진 카탈로그 서비스에 내용을 등
록, 수정, 삭제한다.

    
이러한 개방형 GIS 기반의 카탈로그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참조모델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응용서버는 목록 서비스 요
청에 대해 세 가지의 소스 데이터 중 하나의 소스와 동작을 취할 수 있다. 즉, 응용서버와 동일 지역의 메타데이터 저장
소, 다른 서버, 데이터 저장소와 연결하여 동작을 한다. 지역데이터 저장소와의 인테페이스는 응용서버의 측면에서는 
내부적인 것이다. 응용서버들간의 인터페이스는 개방형 GIS 기반의 카탈로그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한다. 이 경우에 
응용서버는 동시에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역할을 한다. 개방형 GIS 카탈로그 질의로부터 넘겨진 데이터는 카탈로그의 
요청에 맞게 응용서버에 의해 처리되어 넘겨진다.
    

이러한 응용서버와 어플리케이션간의 상호운용은 메시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메시지는 CG_Request와 CG_Re
quest간의 1:1 함수 대응으로 이루어진다. 즉 사용자 어플리케인션측에서 요청(Request)을 하면 서버쪽에서 사용자의
메시지를 받아 처리한 뒤 응답(Response)을 사용자에게 메시지 방식으로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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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개방형 GIS 기반의 정보유통 시스템 및 방법은 콤(component object model: COM) 또는 코바(com
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CORBA)를 기반으로 구성될 수 있다.

COM은 컴포넌트 소프트웨어를 위한 기반 기술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객체서버 프로그램간의 상호통신 방식을 정의
한 모델로서, COM은 각각의 COM 객체마다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이것을 통해서 각 개체의 기능을 제공
해 준다. COM 객체는 바이너리 객체로 동작하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서든지 실행되는 플랫폼 독립성을 제공하며, COM
객체 자신의 동작 기능을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노출시킨다.

클라이언트가 COM 서버의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먼저 COM 서버의 노출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한 후, 원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COM구조는 컴포넌트들이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나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개발되
었을지라도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개발 절차를 모듈화 하는데 도움을 주며, 분산환경에서도 
컴포넌트들이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COM의 주요 외관은 다음과 같다. COM 구조는 컴포넌트들이 따라야 하는 엄격한 규칙 집합을 제공한다. COM은 어플
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개발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 가는 컴포넌트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들이다.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COM 컴포넌트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한다.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을 위한 특별한 인터페이스 없이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개발 될 수 있다. 이런 특징은 
COM 컴포넌트들이 서로 호환 가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OM 객체를 식별하기 위해 GUIDs(Globally Unique Iden
tifiers) 개념을 사용하며, 128 비트의 식별자로 각 객체들은 유일성을 보증 받는다. 분산된 모델을 지원하고 컴포넌트
들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한다. 컴포넌트들은 원격 시스템에서 접근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다.

    
COM 컴포넌트의 기본구조는 서버(Server)라는 컴포넌트를 담는 상자 내부에 하나 이상의 COM 객체를 포함하고 있
다. 또한 각 COM 객체에는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컴포넌트는 이를 통해 서버 외부로 즉 클라이
언트에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버의 종류는 인프로세스 서버(DLL 서버), 로컬 서버 그리고 리모트 서버등이 있다. 
그리고 서비스의 종류로는 COM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클라이언트가 읽거나 쓸수 있도록 해주는 속성이라는 서
비스와 COM 객체의 동작을 유발시키는 메소드라는 서비스등이 있는데, 각 서비스는 반드시 특정 인터페이스에 소속되
어 있다.클
    

라이언트는 COM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할 COM 객체를 생성해야 하며, 다음으로 그 COM 객체에 연결되
어 있는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의 주소를 조사해야 한다. 일단 인터페이스의 주소 값만 알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 주소를 이용하여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다른 인터페이스의 주소도 
알아낼 수 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란 COM 객체가 자신의 모습은 감추면서 동시에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에게 노출시
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즉 COM 컴포넌트에는 하나 이상의 COM 객체가 들어있는데, 이때 COM 객체 내용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COM 객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외부로 노출시키고자 할 때, 이러한 작업은 COM 객체에 연결되
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수행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서는 COM 객체 내부의 내용은 볼 수 없지만, 인터페이스
를 통하여 COM 객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사용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에는 COM 객체가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서비스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클라이언트는 COM 객체가 제공하
는 서비스들의 종류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인터페이스가 알려주는 내용대로 이를 인지하게 되며, 그리고 실제로 그 
인터페이스에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해당 COM 객체의 서비스를 사용한다.
    

인터페이스는 개체와 클라이언트간의 규약이다. 개체는 인터페이스가 정의한 것과 똑같은 메소드를 지원하기로, 또 클
라이언트는 메소드를 정확하게 발생시키기로 서로 약속한다. 또한 각각의 인터페이스는 GUID(Globally Unique Iden
tifier)라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며 모든 GUID는 유일성을 가진다. COM은 인터페이스용 표준 이진 포맷을 제공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언어에 관계없이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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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팩토리는 동일 클래스의 다수의 개체를 생성할 수 있다. 서버의 DllGetClassObject 익스포트 함수는 클래스 팩
토리 클래스로부터 클래스 팩토리 객체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클래스 팩토리 객체는 자신의 CreateInstance 함수에서 
COM 객체를 만들어 낸다. COM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가 CoCreateInstance 함수를 호출하여 COM 객체 생성을 시도하면, 이 함수 내부에서는 CoGetClassObje
ct라는 COM 라이브러리 함수를 다시 호출한다. CoGetClassObject 함수는 클라이언트가 첫 번째 매개변수를 통해 지
정한 COM 클래스 ID와 동일한 클래스 ID가 시스템 레지스트리의 HKEY_CLASSES_ROOT키 아래의 CLSID 서브키에 
등록되어 있는 가를 조사한다. 이러한 COM 클래스 ID가 시스템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으면, 이 서브키에 소속된 
InProcServer32(DLL 서버) 혹은 LocalServer32(로컬 서버) 서브키 아래에 위치하는 COM 컴포넌트 서버 즉 클라
이언트가 사용하려고 하는 COM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컴포넌트를 메모리에 로드한다. CoGetClassObject 함수는 컴
포넌트를 메모리에 로드한 후에, 클래스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COM 기반의 개방형 GIS는 OLE DB(object linking and embedding database: OLE DB)를 이용하여 데이터
베이스 소스에 관계없이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OLE DB의 구현은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소비자라는 
두 가지 기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 제공자는 질의에 응답하고 사용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되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다. OLE DB의 데이터 제공
자는 사용 가능한 테이블 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여러 가지 OLE DB에 응답한다. 예로 스
프레드시트 OLE DB 제공자는 셀의 선택, 생성자, 설명, 데이터 생성과 같은 시트 프로퍼티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이다.

데이터 소비자는 데이터 소스에 접근하기 위해 OLE DB의 API를 사용하는 다른 COM 구성 요소이거나 어플리케이션
이다. 데이터 소비자는 데이터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다. OLE DB는 데이터가 저장 
위치에 관계없이 데이터 소비자가 전체 데이터 범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OLE DB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데이터 제공자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OLE DB가 데이터 제
공자에 대한 요구 사항만을 가지고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되돌린다. 제공자는 보통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필요는 없
다. 질의 프로세스를 가진 접근에서 OLE DB는 전체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통일된 방법을 제공한다.

OLE DB 구현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서비스 제공자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원래 OLE DB 데이터소스에 대한 소비자로
써 그리고 다른 OLE DB 소비자에 대한 제공자로 활동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원래의 OLE DB 데이터소스를 처리하고 
조작한다. OLE DB가 일관적인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컴포넌트들의 어느 하나는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OLE DB 인터페이스는 여러 가지 객체들로 구성된다. 다음은 OLE DB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객체들에 
대한 설명이다.

TDataSource : 데이터 소비자는 데이터 제공자에게 연결하기 위해 이 객체를 사용한다. 데이터 제공자는 OLE/DB 어
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OLE/DB ODBC 데이터 소스 제공자를 사용할 때의 ODBC 데이터 소스일 수 있다. 데이터베
이스에 연결할 때, TDataSource 객체는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포함한 연결 정보와 환경을 캡슐화한다.

TSession : 트랜잭션에 대한 설명문을 제공한다. 트랜잭션에 대한 환경을 만들고,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 행을 생
성하고, 데이터 소스를 조직하고 질의 명령어들을 생성한다. TDataSource 객체는 TSession 객체를 생성하며, 다중 
TSession 객체들을 생성할 수 있다.

TCommand : 데이터소스를 조작하거나 질의문들을 만들 수 있다. 질의의 결과가 TRowset 객체를 만든다. TComma
nd 객체는 다중 행 집합을 만들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소스에 접근할 때, TCommanc 객체들은 다중 행 집합
을 반환하는 만들어져 있는 설명문들과 질의들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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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wset :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정보에 접근한다. TRowset 객체는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로서 만들어진
다. 만일 데이터 제공자가 명령어를 지원하지 않으면 행 집합은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직접 생성될 수 있다. 행 집합을 
직접 만들어 낼 능력은 모든 데이터 제공자에게 요구된다. TRowset 객체는 데이터 소스 스키마 정보에 접근할 때 사용
된다. 데이터 제공자의 기능에 따라 TRowset 객체는 행들을 수정, 삽입, 삭제할 수 있다.

TIndex : TRowset 객체의 특별한 경우로 관련된 인덱스를 사용하는 행 집합을 만들어 내고 이것은 데이터 소스의 행 
집합에 순차적인 접근을 허용한다.

TError : 데이터 제공자에 접근할 때 발생되는 에러들을 캡슐화한다. TError 객체는 저보 상태와 코드의 확장된 리턴
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다. OLE/DB TError 객체는 에어 핸들리의 표준적인 OLE 자동화 방법을 사요한다. 비록 모든 
OLE/DB 방법이 불러진 방법의 성공이나 실패를 나타내는 에러 코드를 반환하지만 그들은 TError 객체에 의해 제공되
는 확장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지는 않다.

TTransaction : 데이터 소스를 가진 트랜잭션들을 캡슐화화며 이러한 변화를 중지하거나 수용하기 위한 기회를 어플
리케이션에게 제공한다. 트랜잭션들은 데이터 소스에 접근할 때 어플리케이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만일 OLE/DB 제
공자가 공유된 트랜잭션에 참가하고 있다면 다중 OLE/DB 데이터 소비자가 공유된 트랜잭션들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
다.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위해 OLE/DB 제공자가 필요하지는 않다.

어플리케이션에서 객체가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결정하는 방법은 COM의 IUnknown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Quer
yInterface 메소드를 통하는 것이다. 모든 COM 컴포넌트는 최저 수준에서 IUnknown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만 하
며 실제로 COM 컴포넌트가 지원하는 모든 인터페이스는 IUnknown으로부터 계승받았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지원하는 
다른 어떤 인터페이스도 사용 가능하다.

QueryInterface 메소드는 컴포넌트가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AddRef 메소드는 객체의 참조 합계를 
가지며, Release 메소드는 참조 합계로부터 객체를 추출한다. 참조 합계가 0일 때 컴포넌트에 의해 사용된 자원들은 
해제된다.

    
OLE DB 인터페이스들의 전형적인 호출 과정 다음과 같다. 우선, 데이터 소스 이름을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객체가 만
들어 지고, 데이터 소스 객체는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접근과 보안 환경을 정의한다. 데이터 소스 객체의 IDBCreateSes
sion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CreateSession 메소드는 세션(session) 객체를 만들고, 세션객체는 트랜잭션에 대한 논
리적 범위를 제공하고 데이터 소스의 행집합에 대한 접근과 데이터 소스 스키마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Create
Command 메소드는 제공자만이 사용하는 질의문을 수행하는 명령어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세션객체의 인터페이스 IDB
CreateCommand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만일 데이터 제공자가 SQL 문을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면 이러한 질
의문은 SQL 문으로 표현된 것일 수 있다. 명령어객체의 ICommand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실행메소드는 행집합(row
set)객체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행집합객체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소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OLE DB에서 데이터 소스의 객체에는 세션객체, 명령어객체, 행집합객체 등이 있다. 세션객체는 명령어객체를 
생성하거나, 직접 행집합에 접근하거나 데이터 소스 테이블들과 인덱스들의 생성과 수정에 관여한다. 명령어객체는 O
LE DB OBCD 데공자와 SQL 서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SQL 명령어들을 실행하기 위한 객체이다. 또한 
행집합객체는 행집합과 그 행집합에 포함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객체이다. 데이터에 접근하
기 위해서는 먼저 행 집합에서 GetColumnInfo 메소드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열정보를 이용하는 열 바인딩을 
얻어낸다. CreateAccessor 메소드로 접근자를 생성하고, GetNextRows 메소드로 행집합 조정을 복구한 다음, GetD
ata 메소드로 행데이터에 접근하게 되며,행접근자의 다음 설정을 복구하기 전에 행접근자를 해제한다.
    

    
한편, CORBA는 OMA(object management group: OMA)의 한 기능으로서 구현언어, 플랫폼, 위치 투명성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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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광범위하며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오브젝트 시스템을 통합해 주는 프로토콜이다. CORBA 서비스는 분산 오브젝트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CORBA에서 오브젝트가 원격 오브젝트와 통신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스텁오브젝트와 스켈레톤 오브젝트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스텁 오브젝트는 메소드 이름과 
메시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서 네트웍상에서 표준 프로토콜인 IIOP(Internet InterOperable Protocol: IIOP)를 
통해 스켈레톤 오브젝트에 전달한다. 스켈레톤 오브젝트는 이 메시지를 받아 메시지를 풀고 원격 오브젝트를 호출한다. 
원격 오브젝트는 그것이 원격상에서 호출되었는지는 몰라도 되며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도 원격 오브젝트를 호출했는지 
몰라도 가능하다.
    

    
이러한 CORBA 기반의 카탈로그 서비스 인터페이스에는 카탈로그 서버와 카탈로그 클라이언트사이에 하나의 세션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세지인 CG_InitSessionRequest, 카탈로그 서버와 카탈로그 클라이언트사이에 하나의 세션
이 설정됐음을 알리기위해 사용되는 메시지인 CG_InitSessionResponse, 현재의 세션을 종료하기위해 사용되는 메시
지인 CG_TerminateRequest, 현재 세션의 종료를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메시지인 CG_TerminateResponse, 카탈로
그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대해서 처리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요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시지인 CG_StatusRequest, 처
리되고 있는 요구에 대한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 메시지인 CG_StatusResponse, 카탈로그 클라이언트의 요청
을 취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시지인 CG_CancelRequest, 특정 요청의 취소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 메시지인 CG_
CancelResponse 등이 있다.
    

    
또한 검색 서비스 인터페이스에는 카탈로그 클라이언트가 카탈로그 서버에 질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시지인 
CG_QueryRequest, 카탈로그 서버가 카탈로그 클라이언트에게 질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시지인 CG_Q
ueryResponse, 카탈로그 클라이언트가 카탈로그 서버에 부가적인 질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시지인 CG
_PresentRequest, 카탈로그 서버가 카탈로그 클라이언트에 부가적인 질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시지인 
CG_PresentResponse 등이 있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a 및 도 1b는 각각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시스템의 검색시스템의 구성도 
및 상기 시스템을 통해 검색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a 및 도 1b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단말부(10)에 구비된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통서버(20)에 접
속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는다. 유통서버(20)는 클라이언트 단말부(10)로부터 인증요
청이 있는 경우 인증을 요청한 클라이언트 단말부(10)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인증한 후 그 클라이언트 단말부(10)
에 해당하는 세션을 생성하여 해당 세션 아이디를 클라이언트 단말부(10)로 전송한다(단계 100).

    
사용자는 유통서버(20)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질의문을 입력하여 유통서버(20)에 메타데이터 검색을 요청하며, 유통
서버(20)는 메타데이터 저장부(30)를 검색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항목에 대한 메타데이터 검색 질의문을 생성하고 
메타데이터 저장부(30)를 검색하여 생성된 질의문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를 검색한다(단계 110). 클라이언트 단말부
(10)는 유통서버(20)로부터 수신한 검색결과인 메타데이터를 출력하며(단계 120) 사용자는 출력된 메타데이터 중에
서 원하는 메타데이터 리스트를 선택한다(단계 130). 유통서버(20)는 사용자가 선택한 메타데이터 리스트에 해당하는 
공간데이터 제공부(40)로부터 공간데이터를 추출하여 클라이언트 단말부(10)로 전송한다(단계 140).
    

이러한 검색과정은 COM 및 CORBA 기반의 유통서버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며 유통서버(20)와 공간데이터 제공부(4
0)간에 송수신되는 데이터는 XML(extended markup language: XML) 포맷으로 변형되어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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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즉 데이터에 대한 이력서로서 데이터 유통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리정보 메타데이터는 지형공간데이터에 대한 내용, 품질, 용
도, 판매가격 등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
고 불필요한 데이터의 송수신과정을 간소화하여 공간데이터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본 발명에서 채택하고 있는 XML은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HTML)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두 언어간의 차이는 XML은 단지 마크업하기 위한 구문을 설명하고 있고, HTM
L은 데이터가 인코딩 되어야할 방법을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HTML은 문서를 정형화하기 위한 고정된 명
명된 태그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반면에 XML은 단지 angle bracket을 사용하기 위한 규칙과 마크업 언어를 명세
하기 위한 다른 notation을 정의하고 있다. 태그 이름과 그 의미는 명세하기 위한 설계자에게 일임한다. 이러한 요소는 
그들 자신의 마크업 프로파일을 최소화하고 사용자가 정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XML의 중요한 장점이 된
다.
    

    
구조화된 정보를 쉽게 부호화(encoding) 및 복호화(decoding)하도록 특정부분의 카탈로그 서비스 구현에 XML이 사
용된다. 구현 프로파일간의 정보변환을 목적으로 XML이 사용되는데 이는 질의 요소들을 패키지화하고 질의의 결과로 
되돌려질 구조화된 정보를 패키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 메타데이터 스키마는 자신이 기술하는 XML 문서와는 
별개의 문서형 정의(document type declaration: DTD) 태그를 사용하는 XML을 사용하여 표현된다. 카탈로그에서 
XML로 표기된 문서는 서두에 DTD나 문서내부의 DTD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고 있다.
    

목록정보는 전체 데이터세트와 데이터세트 시리즈를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세트의 제목, 데이터세트 범위, 책임담당자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 항목들로 구성된다. 목록정보는 데이터세트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메타데이터를 제공
하면 공간정보유통센터 등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음은 목록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논리적인 구조를 도
식화하고 시스템 구현시 필요한 DTD 태그를 정의하였다.

메타데이터화의 상호작용을 위해 요구되는 기능은 입력, 질의, 검색 및 표현 4가지로 분류된다.

    
입력기능은 데이터 집합체에 지속적이고 검색 가능한 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것이고 집합체에 요구사항 전송 또는 질
의 처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한편, 입력구조는 메타데이터가 로드되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상세
하게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스키마 정의는 메타데이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어떤 내부적인 데이터 기술언어로 명세
화 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문서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 디코딩이 될 수 있도록 질의와 전달이 가능
한 메타데이터 입력 내용 결합을 반영한 시스템을 위해서 문서형 정의(DTD)가 만들어진다. 이 문서형 정의는 질의를 
위해서 사용된다.
    

질의 기능은 이용 가능한 공간 데이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로컬 컴퓨터에서 운영될 수 있으나 광범위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질의를 광역네트워크상에서 제공한다.

초기 질의(Initiate Query)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와 서버 프로세스간의 연결을 생성하고 질의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속성 및 연산자를 협상한다. ISO 10163에서 명시된 것처럼 번호가 부여된 속성과 연산자를 사용하여 Reverse Polis
h Form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질의를 전송한다. 클라이언트 측에서의 질의 정보 집합체는 ISO 8879 SGML의 
부분집합인 HTML로 작성된 형식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여 작성될 수 있다.

    
결과목록 수신(Receive result list)은 서버로부터 질의의 결과를 수신하는 기능으로,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질의
를 받은 후 질의의 구성요소를 공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집합체 관리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로컬 질의 또는 접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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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변환한다. 이러한 구현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모든 서버에서는 질의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한의 메타데이
터 요소 집합을 ISO 15046-15 메타데이터에 정의하고 있다. 서버는 각각의 레코드에 대한 헤드라인(headlines)으로
서 메타데이터 ID, 제목, 동쪽경계 좌표, 서쪽경계 좌표, 북쪽경계좌표, 남쪽경계좌표 속성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메타데
이터 입력 목록을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준다.
    

제목은 등록사항의 이름이 표현되며 반면 좌표는 데이터세트 범위를 선택하는데 시각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이용 가능
하도록 만들어진다. 메타데이터 ID는 향후 전체 메타데이터 레코드를 명확히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의해 정의된 
키(Key)이며 검색을 위해서 숨겨진 키(hidden key)로서만 사용되고 그 외에는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

검색 및 표현 기능은 특정한 메타데이터의 등록, 구조적 파일 또는 공간 데이터세트를 서버 프로세스에서 요구하는 방
법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검색 및 표현 기능에는 메타데이터 요청(Request metadata)기능, 공간데이터 요청기능 및 
공간데이터 검색기능 등이 있다.

    
메타데이터 요청기능은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고유한 메타데이터 ID에 의해서 메타데이터 입력을 요청하도록 한다. 
요청정보는 우선 레코드 문법, 태그 언어 및 우선적인 표현 포맷 스타일을 포함하고 그런 스타일쉬트는 서버로부터 제
공된다. 이 기능은 서버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집합체 돤리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 등록사항을 조합 또는 검색하도록 
요구한다. 일단 메타데이터 레코드가 조합되면 메타데이터는 XML 형태로 인코딩 한다. XML로 인코딩된 메타데이터 
입력사항 및 데이터 내용을 기술하는 DTD, 표현방법을 명시하기 위한 스타일 쉬트 등을 인캡슐레이션을 한다. 집합체
에 저장된 메타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는 실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 문서형 정의를 통해서 정의된다. 이 
문서형 정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의 요청에 대해 이용 가능할 뿐 아니라 ISO 10163f 프로토콜의 설명기능은 지정된 
서비스로부터 이용 가능한 스키마와 연산자를 발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공간데이터 요청기능을 이용하여 공간데이터가 " Distributed on-line resource" 메타데이터 요소에 기록된 URL의 
형태의 연결을 통해 서버로부터 요청될 수 있다. 이것은 요청된 데이터를 조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초기화 절차를 
수행한다. 요청된 데이터 세트를 잘라내고 포맷, 서비스 프로토콜을 선택하거나 또는 메타데이터에 의해 설명된 공간데
이터의 부분집합을 정의하기 위해서 서버에서 지원하는 특정한 제한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 검색된 공간데이터가 존
재하지 않거나 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주문을 위한 매개 변수를 상세히 하여 주문양식 또는 
참조문서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도록 한다.
    

일단 요청이 있는 경우, 서버는 공간데이터 검색기능을 통해 요청된 공간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작업은 동적
으로 수행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공간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전자적 수단 또는 전송매체로 인해
서 공간데이터의 전달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도 2a 및 도 2b는 각각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시스템의 구성도 및 상기 시스템
을 통해 검색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면, 클라이언트 단말부(10)는 통신망(50-1)을 통해 COM 또는 CORBA 기반의 유통서버(2
0)에 연결되며, 유통서버(20)는 웹서버(60)와 통신망(50-2)을 통해 연결된다.

클라이언트 단말부(10)는 사용자가 입력한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유통서버(20)로 전송하며, 유통서버(20)는 
수신한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다(단계 200). 유통서버(20)로부터 사용자 인증
에 따른 세션 아이디를 수신한 후, 사용자는 메타데이터 검색항목에 자료를 입력하며, 클라이언트 단말부(10)는 사용
자가 입력한 검색항목을 XML 포맷으로 변형한 후 유통서버로 전송한다(단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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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서버(20)는 자신이 구비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저장부(도 2a에는 나타내지 않음)를 검색하여 수신한 검색 요청에 
대한 메타데이터 검색 질의문을 생성하고 해당하는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또는 각각 자신의 메타데이터 및 공간데
이터를 구비하고 있는 웹서버(60)에 XML 포맷의 질의어를 전송하여 웹서버(60)가 구비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저장부
(70)를 검색하여 수신한 질의어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를 전송받아 클라이언트 단말부(10)로 전송한다(단계 220).

    
클라이언트 단말부(10)는 유통서버(20)로부터 전송받은 검색결과인 메타데이터 리스트를 출력하며(단계 230), 사용
자는 출력된 메타데이터 리스트에서 원하는 메타데이터 리스트를 선택한다(단계 240). 유통서버(20)는 클라이언트 단
말부(10)로부터 수신한 메타데이터 리스트에 해당하는 공간데이터를 클라이언트 단말부(10)로 전송하며, 사용자는 클
라이언트 단말부(10)에 출력된 공간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단계 250). 이 때,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단말부(10)에 
출력된 메타데이터 리스트에 해당하는 공간데이터의 비공간 속성데이터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도 3a는 COM 기반의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단말부(100)에 출력되는 초기 접속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며 도 3b는 
CORBA 기반의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단말부(100)에 출력되는 초기 접속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a 및 도 
3b에 도시된 초기 접속 화면은 아이디 입력란, 비밀번호 입력란, 유통서버의 도메인주소 입력란 등으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유통서버(110)로부터 인증에 따른 세션 아이디를 수신하면 공간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인 메타데이터를 검
색하고 검색된 메타데이터를 통해 공간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 검색에 있어, 클라이언트 단말부(100)는 
사용자가 메타데이터 검색 항목에 입력한 검색어를 유통서버(110)로 전송하며 유통서버(110)는 수신한 검색어에 대
한 메타데이터 검색 질의문을 생성하고, 생성된 질의문에 따라 메타데이터 저장부(120)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검색하
여 사용자가 원하는 메타데이터를 클라이언트 단말부(100)로 전송한다.
    

    
도 4a는 COM 기반의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단말부(100)에 출력되는 메타데이터 검색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며, 도 
4b는 CORBA 기반의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단말부(100)에 출력되는 메타데이터 검색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a에 도시된 메타데이터 검색화면은 제목검색란, 주소검색란, 기타검색란, 경계좌표검색란, 각 검색항목에 대한 조
건 설정란 등으로 구성되며, 도 4b에 도시된 메타데이터 검색화면은 행정구역별 검색란, 경계좌표별 검색란, 내용별 검
색란, 각 검색항목에 대한 조건 설정란 등으로 구성된다. 클라이언트 단말부(100)는 사용자가 입력한 각 검색항목 및 
조건설정에 해당하는 질의문을 생성하여 유통서버(110)로 전송한다.
    

    
도 5a는 COM 기반의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단말부(100)에 출력되는 메타데이터 검색결과 및 메타데이터 선택화
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 5b는 CORBA 기반의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단말부(100)에 출력되는 메타데이터 검
색결과 및 선택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a 및 도 5b에 도시된 메타데이터 검색결과 및 선택화면은 클라이언트 단
말부(100)로부터 전송된 질의문에 따라 유통서버(110)가 메타데이터 저장부(120)를 검색한 결과가 제목, 최초 등록
일, 최후수정일, 요약설명 등의 항목에 따라 결과가 출력되는 창 및 사용자가 선택한 메타데이터가 출력되는 창으로 구
성된다. 이때, 사용자는 유통서버(110)로부터 전송받는 메타데이터의 크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유통서버(110)는 메타데이터 검색을 통하여 원하는 공간데이터에 대한 물리적인 위치를 알아낸 클라이언트 단말
부(100)에 실제 공간데이터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접속 컴포넌트를 통해 이
루어지며 접속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 단말부(100)가 직접 공간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핸들이나 방법을 제공하며, 
클라이언트 단말부(100)는 제공받은 핸들을 통해 실제 공간데이터 제공부(130)에 접근하여 전송받기를 원하는 공간
데이터를 선택한 후 WKB(well known binary: WKB)형태로 공간데이터를 전송받아 디스플레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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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간데이터 제공부(130)는 웹서버 또는 데이터서버와 같은 별도의 서버이며, 유통서버(110)는 공간데이
터 제공부(130)의 도메인 주소와 같이 그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메타데이터가 기록된 메타데이터 저장부(120)를 구비
한다.

한편, 클라이언트 단말부(100)는 유통서버(110)로부터 제공받은 핸들을 이용하여 공간데이터 제공부(130)에 직접 
접속하여 비공간 속성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다. 도 6a 및 도 6b는 각각 COM 또는 CORBA 기반의 서버에 접속한 클라
이언트 단말부(100)에 출력되는 공간데이터 전송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며, 도 7a 및 도 7b는 각각 COM 또는 CORBA 
기반의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단말부(100)에 출력되는 비공간 속성정보 전송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상술한 공간데이터 검색이 COM 기반의 유통서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COM 기반의 유통서버는 카탈로그서비스 컴
포넌트, 디스커버리 컴포넌트, 접근 컴포넌트로 구성되며, 각각의 구성요소들은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될 수 있음은 물론
이다.

    
카탈로그서비스 컴포넌트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세션 생성 및 설정, 질의문, 취소, 세션 종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
통서버(110)는 클라이언트 단말부(100)로부터 인증요청이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 단말부(100)를 인증한 후 카탈로
그서비스 컴포넌트의 세션생성 메소드를 이용하여 하나의 세션을 생성하여 해당 세션 아이디를 클라이언트 단말부(10
0)로 전송한다. 또한 클라이언트 단말부(100)로부터 접속종료요청을 받은 경우에, 유통서버(110)는 세션종료 메소드
를 이용하여 해당 클라이언트 단말부(100) 사이에 설정되었던 세션을 제거하고 전체 시스템의 설정을 종료하게 된다. 
만약 유통서버(110)가 클라이언트 단말부(100)로부터 요청받은 작업을 수행중에 클라이언트 단말부(100)가 취소 메
소드를 호출하면 유통서버(110)는 수행중인 작업을 더 이상 진향하지 않고 종료한다.
    

    
디스커버리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 단말부(100)에 공간데이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메소드를 제공한다. 클라이
언트 단말부(100)는 제공된 메소드를 통해 메타데이터를 검색하고 검색된 메타데이터를 통해 공간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핸들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메타데이터 검색 및 공간데이터로의 접근은 산술한 카달로그 컴포넌트의 세션생성 메
소드를 실행하여 유통서버(110)와 클라이언트 단말부(100) 사이에 세션생성 및 설정이 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바람직하다.
    

디스커버리 컴포넌트는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질의문을 생성하여 메타데이터 검색을 요청하도록 하
는 퀴어리 메소드(query method)과로 생성되 결과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요청받은 크기만큼의 실제 메타데이터 항목
들을 전달하는 프리젠트 메소드(present method), 의결과로 생성된 결과에 대해서 사용자가 전송받기를 원하는 형태
로 정렬을 행한 후에 전송하는 소트 메소드(sort method) 등의 메소드를 제공한다.

접근 컴포넌트는 메타데이터 검색을 통하여 원하는 공간데이터에 대한 물리적인 위치에 대해 직접 공간데이터를 접근
할 수 있는 핸들이나 방법을 제공하는 컴포넌트이다. 상기 접근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브로커드액세스 메소드(brokere
d method)를 통해 클라이언트 단말부(100)는 실제 공간데이터에 접근하며, 유통서버(110)는 클라이언트 단말부(10
0)가 선택한 공간데이터를 WKB형태로 클라이언트 단말부(100)로 전송한다.

한편, 상술한 공간데이터 검색이 CORBA 기반의 유통서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CORBA 기반의 유통서버는 카탈로
그서비스 인터페이스(CatalogServices interface) 및 디스커버리 인터페이스(discovery interface)를 구비하며, 이
는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카탈로그서비스 인터페이스는 클라이언트 단말부(100)과 유통서버(110)사이의 세션을 처음으로 설정하기 위한 
메소드, 클라이언트 단말부(100)과 유통서버(110)사이의 세션을 종료하기 위한 메소드, 클라이언트 단말부(100)가 
전달한 요청에 대해 상태를 알기 위한 메소드, 클라이언트 단말부(100)가 요청한 작업을 취소하기 위한 메소드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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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스커버리 인터페이스는 유통서버(110)를 통해 메타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메소드, 클라이언트 단말부(100)
에서 요청한 질의문의 수행결과에 대한 부가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메소드 등을 제공한다.

이하에서 CORBA 기반의 유통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상술한다. CORBA 기반의 유통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
에는 Init Service, Query Service, Present Service 등이 있다.

Init Service는 CORBA 기반의 유통서버로부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단말부(100)로부터 입력받은 사용
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인증하고 그 클라이언트 단말부(100)에 해당하는 세션 아이디를 생성하여 클라이언트 단말부
(100)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세션 아이디를 전송받아 사용자 인증을 받은 클라이언트 단말부(100)은 공간데이
터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Query Service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리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단말부(100)는 
임의의 GUI(graphic user interface: GUI)를 통해 원하는 지리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적당한 메타데이터 형태로 유통
서버(110)로 전송한다. 유통서버(110)는 클라이언트 단말부(100)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들을 조합하여 적절한 질의문
을 생성한 뒤 메타데이터 정보를 구축한 메타데이터 저장부(120)에 질의문을 수행하여 결과를 생성하여 그 결과를 적
절한 형태로 클라이언트 단말부(100)로 전송한다.
    

Present Service는 유통서버(110)가 클라이언트 단말부(100)로 검색결과를 전송함에 있어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검색결과가 제한된 데이터 크기보다 클때 제한된 크기내의 데이터만 전송하도록 하는 기능
을 제공한다. Present Service를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크기의 메타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으나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에 따른 개방형 GIS 공간정보 유통시스템 및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
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개방형 GIS 공간정보 시스템 및 방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검색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구축되어진 공간데이터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공간데이터 구축에 대한 비용을 감소할 수 있
고 원하는 공간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검색을 통하여 공간데이터 확보에 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각 서버가 보
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공유를 통하여 공간데이터정보의 활용 및 응용분야를 도출하는데 유용하다.

한편, 본 발명은 Yahoo, Lycos, 심마니 등의 일반 검색 엔진의 특수 검색 엔진으로 공간데이터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
는 공간정보 검색 엔진 분야에 응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축되어진 대량의 공간데이터 
정보를 G2G방식으로 공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응용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 인증을 요청하고, 찾고자 하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검색항목을 설정하여 메타데이터 검색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단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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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가 저장된 하나 이상의 공간데이터 제공부;

상기 공간데이터 제공부의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항목이 기록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메타데이터 저장부; 및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부에 대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부로부터 전송받은 검색항목에 따라 메
타데이터 검색에 대한 질의문을 생성하여 메타데이터를 검색하는 공간데이터 유통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공간데이터 유통서버는 상기 질의문에 따라 검색된 메타데이터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부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통서버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부를 인증한 후 그 클라이언트 단말부에 대해 하나의 세션을 생성하고, 해당 세
션 아이디를 클라이언트 단말부로 전송한 경우에만 메타데이터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
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통서버는 메타데이터 검색을 통하여 원하는 공간데이터에 대한 물리적인 위치를 알아낸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
기에 실제 공간데이터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시
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부는 상기 유통서버로부터 제공받은 공간데이터로의 접근 수단에 따라 상기 공간데이터 제공부에 
접속하여 공간데이터를 WKB(Well Known Binary) 형태로 전송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
보 유통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부는 상기 유통서버로부터 제공받은 공간데이터로의 접근 수단에 따라 상기 공간데이터 제공부에 
접속하여 비공간 속성정보를 전송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각각 별도의 메타데이터 저장부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하나 이상의 웹서버를 더 포함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부는 상기 유통서버를 통해 상기 웹서버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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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유통서버 및 웹서버는,

XML(extended markup language)형태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부호기; 및

XML형태의 데이터를 각 서버의 포맷으로 변환하는 복호기를 포함하고,

상기 웹서버는 OLE DB 및 ADO(axtiveX data object: ADO) 기술을 기반으로 상기 메타데이터 저장부와 정보를 송
수신하며, 상기 웹서버 및 상기 유통서버는 통신망을 통해 XML형태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
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시스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유통서버는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받은 질의어를 XML형태로 변환하여 상기 웹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웹서
버로부터 수신한 검색결과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부로 전송하며,

상기 웹서버는 전송받은 질의어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상기 메타데이터 저장부를 검색하여 검색결과를 XML형태로 
변환하여 상기 유통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부는 상기 유통서버로부터 전송받은 메타데이터로부터 원하는 공간데이터 리스트를 선택하고 선
택된 공간데이터 리스트에 따른 공간데이터 제공부에 접속하여 공간테이터 또는 비공간 속성데이터의 전송받아 디스플
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시스템.

청구항 10.

(a) 클라이언트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사용을 인증하는 단계;

(b)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대한 세션을 생성 및 설정하고 상기 세션 아이디를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세션 아이디를 전송받은 클라이언트 단말기로부터 찾고자 하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검색항목을 전송받는 단계
; 및

(d) 상기 검색항목에 따라 질의문을 생성하여 메타데이터를 검색하고, 검색된 결과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로 전송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e) 상기 (d)단계에서 검색된 결과에 대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로부터 요청받은 크기만큼의 실제 메타더이터 항목
들을 선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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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부가 원하는 공간데이터에 대한 물리적인 위치를 알아낸 후 실제 공간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
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부는 제공받은 공간데이터로의 접근 수단에 따라 공간데이터 제공부에 접속하여 공간데이터를 W
KB(Well Known Binary) 형태로 전송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부는 제공받은 공간데이터로의 접근 수단에 따라 공간데이터 제공부에 접속하여 비공간 속성정보
를 전송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GIS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방법.

청구항 15.

(a) 클라이언트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사용을 인증하는 단계;

(b)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대한 세션을 생성 및 설정하고 상기 세션 아이디를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세션 아이디를 전송받은 클라이언트 단말기로부터 찾고자 하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질의문을 전송받는 단계; 
및

(d) 상기 질의문에 따라 메터데이터를 검색하여 검색된 결과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도면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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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b

도면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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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b

도면 3a

도면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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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a

도면 4b

도면 5a

 - 19 -



공개특허 특2002-0066151

 
도면 5b

도면 6a

도면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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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a

도면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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