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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자 매체 노출 측정 시스템의 정확성 및 범위를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매체 노출 간주를 위한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예시적인 방법은 복수의 응답자들 각각에 의해 지나가지는 복수의 여행

경로들을 도출하는 단계, 상기 도출된 복수의 여행 경로들에 근거하여, 복수의 매체 사이트들에 대한 상기 복수의 응답자

들 각각의 노출을 결정하는 단계, 및 결정된 노출의 통계적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복수의 매체 사이트들에 대

한 결정된 노출을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응답자들 각각에 의해 지나가지는 복수의 여행 경로들을 도출하는 단계;

상기 도출된 복수의 여행 경로들에 근거하여, 복수의 매체 사이트들에 대한 상기 복수의 응답자들 각각의 노출을 결정하는

단계; 및

결정된 노출의 통계적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복수의 매체 사이트들에 대한 결정된 노출을 수정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매체 사이트에 대하여 사용가능한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만약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사용가능하지 않다면, 상기 매체 사이트의 문자 위치 설명에 근거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도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응답자들 각각에 의해 지나가지는 복수의 여행 경로들을 도출하는 단계는,

기록된 데이터의 완전성 또는 정확성 중 적어도 하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자 장치에 의해 기록된 응답자의 위치들을 나

타내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

상기 처리된 데이터로부터 위치 결정점들의 시퀀스를 도출하는 단계; 및

상기 도출된 위치 결정점들이 알려진 여행 경로를 따르도록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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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출된 복수의 여행 경로들에 근거하여, 복수의 매체 사이트들에 대한 상기 복수의 응답자들 각각의 노출을 결정하는

단계는,

매체 데이터와 관련된 영향 영역 및 바람직한 여행 방향들을 결정하는 단계; 및

응답자가 상기 영향 영역 내에서 상기 바람직한 방향들 중 적어도 하나의 방향으로 지나간다면 상기 매체 사이트를 매체

노출로 간주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노출의 통계적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복수의 매체 사이트들에 대한 결정된 노출을 수정하는 단계

는 적어도 하나의 제한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6.

복수의 응답자들 각각에 의해 지나가지는 복수의 여행 경로들을 도출하고;

상기 도출된 복수의 여행 경로들에 근거하여, 복수의 매체 사이트들에 대한 상기 복수의 응답자들 각각의 노출을 결정하

며; 그리고

결정된 노출의 통계적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복수의 매체 사이트들에 대한 결정된 노출을 수정하도록 프로그

램되고 메모리에 결합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매체 사이트에 대하여 사용가능한지를 결정하고;

만약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사용가능하지 않다면, 상기 매체 사이트의 문자 위치 설명에 근거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도출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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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데이터의 완전성 또는 정확성 중 적어도 하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자 장치에 의해 기록된 응답자의 위치들을 나

타내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상기 처리된 데이터로부터 위치 결정점들의 시퀀스를 도출하며;

상기 도출된 위치 결정점들이 알려진 여행 경로를 따르도록 수정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복수의 응답자들 각각에 의해 지나가지는 복수의 여행 경로들을 도출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매체 데이터와 관련된 영향 영역 및 바람직한 여행 방향들을 결정하며; 및

응답자가 상기 영향 영역 내에서 상기 바람직한 방향들 중 적어도 하나의 방향으로 지나간다면 상기 매체 사이트를 매체

노출로 간주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도출된 복수의 여행 경로들에 근거하여, 복수의 매체 사이트들에 대한 상기 복수의 응답자들 각각의 노출을 결정하도

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적어도 하나의 제한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결정된 노출의 통계적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복수의 매체 사이트들에 대한 결정된 노출을 수정하도록 프

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기계가

복수의 응답자들 각각에 의해 지나가지는 복수의 여행 경로들을 도출하고;

상기 도출된 복수의 여행 경로들에 근거하여, 복수의 매체 사이트들에 대한 상기 복수의 응답자들 각각의 노출을 결정하

며; 그리고

결정된 노출의 통계적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복수의 매체 사이트들에 대한 결정된 노출을 수정하도록 하는 저

장된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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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매체 사이트에 대하여 사용가능한지를 결정하고;

만약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사용가능하지 않다면, 상기 매체 사이트의 문자 위치 설명에 근거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기록된 데이터의 완전성 또는 정확성 중 적어도 하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자 장치에 의해 기록된 응답자의 위치들을 나

타내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상기 처리된 데이터로부터 위치 결정점들의 시퀀스를 도출하며;

상기 도출된 위치 결정점들이 알려진 여행 경로를 따르도록 수정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복수의 응답자들 각각에 의해 지나가지는 복수의 여행 경로들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매체 데이터와 관련된 영향 영역 및 바람직한 여행 방향들을 결정하며;

응답자가 상기 영향 영역 내에서 상기 바람직한 방향들 중 적어도 하나의 방향으로 지나간다면 상기 매체 사이트를 매체

노출로 간주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도출된 복수의 여행 경로들에 근거하여, 복수의 매체 사이트들에 대한 상기 복수의 응답자들 각각의 노출을 결정하도

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적어도 하나의 제한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결정된 노출

의 통계적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복수의 매체 사이트들에 대한 결정된 노출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6.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영향 영역 및 바람직한 여행 방향들을 결정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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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상기 영향 영역 내에서 상기 바람직한 방향들 중 적어도 하나로 지나가는 경우 상기 매체 사이트를 매체 노출로

간주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영향 영역은 반경 및 가시(可視)각으로 정의되는 기하학적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반경은 상기 매체 사이트 및 매체 형식과 관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가시각은 상기 매체 사이트 및 상기 매체 사이트가 마주하는 방향과 관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바람직한 여행 방향들은 최대 응답 가시각 및 상기 매체 사이트가 마주하는 방향과 관련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바람직한 여행 방향들은 최대 응답 가시각 및 상기 매체 사이트가 마주하는 방향에 근거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자가 지나가는 복수의 위치들을 특정하는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간격을 채우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매체 노출 간

주 방법.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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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자가 지나가는 위치를 특정하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24.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자가 상기 영향 영역 내에서 상기 바람직한 방향들 중 적어도 하나로 지나가는 경우 상기 매체 사이트를 매체 노

출로 간주하는 단계는 일광 시간 동안 또는 상기 매체 사이트에 조명이 켜진 기간 동안 상기 영향 영역 내를 지나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일광 시간은 복수 달들에 대한 평균, 통계 데이터 또는 자연광 측정 장치 중 하나에 근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

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26.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자가 최소 기간 동안 상기 영향 영역을 떠나 있었고 그 후 영향 영역 내를 상기 바람직한 방향들 중 하나로 지나

가는 경우, 매체 사이트를 추가 매체 노출로 간주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2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자는 상기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주요 도로 또는 매체 사이트가 옥상 위에 위치한 경우 상기 매체 사이트와 관련

된 2차 도로를 지나가는 것에 의하여 상기 영향 영역 내를 상기 바람직한 방향들 중 적어도 하나로 지나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2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사이트는 이동 매체 사이트이고, 상기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영향 영역은 상기 매체 사이트와 함께 움직이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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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매체 사이트의 위치는 상기 매체사이트의 계획된 움직임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

법.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사이트의 위치는 위성 위치결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31.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사이트의 위치는 위성 위치결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32.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영향 영역 및 바람직한 여행 방향들을 결정하고; 및

응답자가 상기 영향 영역 내에서 상기 바람직한 방향들 중 적어도 하나로 지나가는 경우 상기 매체 사이트를 매체 노출로

간주하도록 프로그램되고 메모리와 결합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매체 노출 간주 장치.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영향 영역은 반경 및 가시(可視)각으로 정의되는 기하학적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매체 노출 간주 장치.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반경은 상기 매체 사이트 및 매체 형식과 관련되고, 상기 가시각은 상기 매체 사이트 및 상기 매체 사이트가 마주하는

방향과 관련되며, 상기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바람직한 여행 방향들은 최대 응답 가시각 및 상기 매체 사이트가 마주하는

방향에 근거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장치.

청구항 35.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응답자가 지나가는 복수의 위치들을 특정하는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간격을 채우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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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응답자가 일광 시간 동안 또는 상기 매체 사이트에 조명이 켜진 기간 동안 상기 영향 영역 내에서 상

기 바람직한 방향들 중 적어도 하나로 지나가는 경우 상기 매체 사이트를 매체 노출로 간주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장치.

청구항 37.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응답자가 최소 기간 동안 상기 영향 영역을 떠나 있었고 그 후 영향 영역 내를 상기 바람직한 방향들

중 하나로 지나가는 경우, 매체 사이트를 추가 매체 노출로 간주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장

치.

청구항 38.

제32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응답자는 상기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주요 도로 또는 매체 사이트가 옥상 위에 위치한 경우 상기 매

체 사이트와 관련된 2차 도로를 지나가는 것에 의하여 상기 영향 영역 내를 상기 바람직한 방향들 중 적어도 하나로 지나

가면 상기 매체 사이트 위치를 매체 노출로 간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장치.

청구항 39.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사이트는 이동 매체 사이트이고, 상기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영향 영역은 상기 매체 사이트와 함께 움직이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장치.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사이트의 위치는 상기 매체사이트의 계획된 움직임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장

치.

청구항 41.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사이트의 위치는 위성 위치결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장치.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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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기계가,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영향 영역 및 바람직한 여행 방향들을 결정하고; 및

응답자가 상기 영향 영역 내에서 상기 바람직한 방향들 중 적어도 하나로 지나가는 경우 상기 매체 사이트를 매체 노출로

간주하도록 하는 명령어들을 구비한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영향 영역은 반경 및 가시(可視)각으로 정의되는 기하학적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4.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반경은 상기 매체 사이트 및 매체 형식과 관련되고, 상기 가시각은 상기 매체 사이트 및 상기 매체 사이트가 마주하는

방향과 관련되며, 상기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바람직한 여행 방향들은 최대 응답 가시각 및 상기 매체 사이트가 마주하는

방향에 근거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5.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상기 응답자가 지나가는 복수의 위치들을 특정하는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간격을 채우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6.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상기 응답자가 일광 시간 동안 또는 상기 매체 사이트에 조명이 켜진 기간 동안 상기 영향 영역 내를 상기 바람직한 방향들

중 적어도 하나로 지나가는 경우 상기 매체 사이트를 매체 노출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

체.

청구항 47.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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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응답자가 최소 기간 동안 상기 영향 영역을 떠나 있었고 그 후 영향 영역 내를 상기 바람직한 방향들 중 하나로 지나

가는 경우, 매체 사이트를 추가 매체 노출로 간주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8.

제42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상기 응답자는 상기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주요 도로 또는 매체 사이트가 옥상 위에 위치한 경우 상기 매체 사이트와 관련

된 2차 도로를 지나가는 것에 의하여 상기 영향 영역 내를 상기 바람직한 방향들 중 적어도 하나로 지나가면 상기 매체 사

이트 위치를 매체 노출로 간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9.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사이트는 이동 매체 사이트이고, 상기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영향 영역은 상기 매체 사이트와 함께 움직이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사이트의 위치는 상기 매체사이트의 계획된 움직임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

체.

청구항 51.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사이트의 위치는 위성 위치결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52.

응답자의 위치를 특정하는 데이터가 사용가능하지 않는 동안 상기 응답자가 지나간 경로의 일부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경로의 일부에 기인하는 가능 여행 경로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가능 여행 경로를 따라 위치한 매체 사이트들을 매체 노출로 간주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공개특허 10-2007-0083530

- 11 -



응답자의 위치를 특정하는 데이터가 사용가능하지 않는 동안 상기 응답자가 지나간 경로의 일부를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응답자기 가로지르는 위치들을 특정하는 데이터 내에서 간격을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간격은 지하철 시스템의 일부와 관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55.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자기 가로지르는 위치들을 특정하는 데이터 내에서 간격을 검출하는 단계는 지하 여행 경로로 들어가기 위하여

상기 응답자에 의해 사용된 제1 입구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지하 여행 경로를 떠나기 위해 상기 응답자에 의해 사용된

제2 입구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56.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의 일부에 기인한 가능 여행 경로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응답자에 의해 취해진 하나 이상의 지하철 역 및 하나

이상의 지하철 경로(route)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하철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57.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가능 여행 경로를 따라 위치된 매체 사이트들은 지하철 시스템 차량들과 관련된 매체 사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58.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자가 지나가는 경로의 일부는 터널, 주차 차고, 또는 빌딩 구조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방법.

청구항 59.

응답자의 위치를 특정하는 데이터가 사용가능하지 않는 동안 상기 응답자가 지나간 경로의 일부를 검출하고;

상기 경로의 일부에 기인하는 가능 여행 경로를 결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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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능 여행 경로를 따라 위치한 매체 사이트들을 매체 노출로 간주하도록 프로그램되고 메모리와 결합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매체 노출 간주 장치.

청구항 60.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응답자기 가로지르는 위치들을 특정하는 데이터 내에서 간격을 검출하는 것에 의하여 응답자의 위

치를 특정하는 데이터가 사용가능하지 않는 동안 상기 응답자가 지나간 경로의 일부를 검출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장치.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간격은 지하철 시스템의 일부와 관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장치.

청구항 62.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지하 여행 경로로 들어가기 위하여 상기 응답자에 의해 사용된 제1 입구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지하

여행 경로를 떠나기 위해 상기 응답자에 의해 사용된 제2 입구를 결정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응답자기 가로지르는 위치들

을 특정하는 데이터 내에서 간격을 검출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장치.

청구항 63.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응답자에 의해 취해진 하나 이상의 지하철 역 및 하나 이상의 지하철 경로(route)를 결정하기 위하

여 지하철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경로의 일부에 기인한 가능 여행 경로를 결정하도록 프로

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장치.

청구항 64.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가능 여행 경로를 따라 위치한 매체 사이트들은 상기 지하철 시스템 차량들과 관련된 매체 사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출 간주 장치.

청구항 65.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자가 가로지르는 경로의 일부는 터널, 주자 차고 또는 빌딩 구조물 중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노

출 간주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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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6.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기계가

응답자의 위치를 특정하는 데이터가 사용가능하지 않는 동안 상기 응답자가 지나간 경로의 일부를 검출하고;

상기 경로의 일부에 기인하는 가능 여행 경로를 결정하며;

상기 가능 여행 경로를 따라 위치한 매체 사이트들을 매체 노출로 간주하도록 하는 명령어들을 구비한 기계 판독가능 매

체.

청구항 67.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상기 응답자기 가로지르는 위치들을 특정하는 데이터 내에서 간격을 검출하는 것에 의하여 응답자의 위치를 특정하는 데

이터가 사용가능하지 않는 동안 상기 응답자가 지나간 경로의 일부를 검출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68.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간격은 지하철 시스템의 일부와 관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69.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지하 여행 경로로 들어가기 위하여 상기 응답자에 의해 사용된 제1 입구를 결정하고 상기 지하 여행 경로를 떠나기 위해

상기 응답자에 의해 사용된 제2 입구를 결정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응답자기 가로지르는 위치들을 특정하는 데이터 내에

서 간격을 검출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70.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상기 응답자에 의해 취해진 하나 이상의 지하철 역 및 하나 이상의 지하철 경로(route)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하철 시스템

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경로의 일부에 기인한 가능 여행 경로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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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1.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가능 여행 경로를 따라 위치한 매체 사이트들은 상기 지하철 시스템 차량들과 관련된 매체 사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72.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자가 가로지르는 경로의 일부는 터널, 주자 차고 또는 빌딩 구조물 중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

독가능 매체.

청구항 73.

매체 사이트 위치와 관련된 영향 영역 및 바람직한 여행 방향들을 결정하도록 구성된 영향 영역 컴퓨팅 장치; 및

응답자가 상기 영향 영역 내를 상기 바람직한 방향들 중 적어도 하나로 지나가는 경우 상기 매체 사이트 위치를 매체 노출

로 간주하도록 구성된 매체 노출 간주 장치를 포함하는 매체 노출 간주 기계.

청구항 74.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및

제한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통계적

정확성 수정 방법.

청구항 75.

제74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추가 제한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수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통계적 정확성 수정 방법.

청구항 76.

제75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 및 하나 이상의 추가 제한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수정을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통계적 정확성 수정 방법.

청구항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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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수정을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통계적 정확성 수정 방법.

청구항 78.

제77항에 있어서,

최대 수의 반복이 일어났다면,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수정을 반복하는 것을 종료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통계적 정확성 수정 방법.

청구항 79.

제77항에 있어서,

미리 결정된 수렴 조건을 만족한다면,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수정을 반복하는 것을 종료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통계적 정확성 수정 방법.

청구항 80.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수정하는 단계는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가 미리

결정된 노출 데이터의 미리 결정된 범위 내에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통계적 정

확성 수정 방법.

청구항 81.

제80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노출 데이터는 교통 감사국(Traffic Audit Bureau) 교통 연구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통계적 정확성 수정 방법.

청구항 82.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수정하는 단계는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평균을

유지하도록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계산(factor)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통계적 정

확성 수정 방법.

청구항 83.

제7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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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통계 데이터를 귀속시키기 위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수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통계적 정확성 수정 방법.

청구항 84.

제83항에 있어서,

데이터 통합이 상기 잘못된 통계 데이터를 귀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통

계적 정확성 수정 방법.

청구항 85.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된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로부터 횟수 및 범위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통계적 정확성 수정 방법.

청구항 86.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획득하고;

제한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수정하도록 프로그램되고 메모리와 결합된 프로세서를 포함하

는 장치.

청구항 87.

제8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하나 이상의 추가 제한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수정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8.

제8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제한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수정을 반복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9.

제8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최대 수의 반복이 일어났을 때,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수정을 반복하는 것을 종료하도록 프로

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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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0.

제8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미리 결정된 수렴 조건이 만족된 경우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수정을 반복하는 것을 종료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1.

제8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미리 결정된 노출 데이터의 미리 결정된 범위 내로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수정하도록 프로그램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2.

제91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노출 데이터는 교통 감사국의 교통 연구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3.

제8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평균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수정하도록 프

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4.

제8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잘못된 통계 데이터를 귀속시키기 위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수정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5.

제94항에 있어서,

데이터 통합이 상기 잘못된 통계 데이터를 귀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6.

제8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수정된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로부터 횟수 및 범위를 발생시키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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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7.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기계가,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획득하고;

제한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통계

적 정확성을 수정시키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명령어들을 구비한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98.

제9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하나 이상의 추가 제한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수정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99.

제9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상기 제한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수정을 반복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

능 매체.

청구항 100.

제9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최대 수의 반복이 일어났을 때,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수정을 반복하는 것을 종료하도록 프로

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01.

제9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미리 결정된 수렴 조건이 만족된 경우,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수정을 반복하는 것을 종료하도

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02.

제9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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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결정된 노출 데이터의 미리 결정된 범위 내로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수정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03.

제102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노출 데이터는 교통 감사국의 교통 연고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04.

제9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의 평균을 유지하도록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수정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05.

제9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잘못된 통계 데이터를 귀속시키기 위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수정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106.

제105항에 있어서,

데이터 통합이 상기 잘못된 통계 데이터를 귀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07.

제9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상기 수정된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로부터 횟수 및 범위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08.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한 제1 제한 및 상기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를 추가로 수정하기 위한 제2 제한을

적용하도록 설정된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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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통계 데이터를 귀속시키도록 설정된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 및

상기 수정된 매체 사이트 노출 데이터로부터 횟수 및 범위를 발생시키도록 설정된 횟수 및 범위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장

치.

청구항 109.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사용가능한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만약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사용가능하지 않다면, 상기 매체 시아트의 문자 위치 설명에 근거하여 상기 매체 데이터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도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0.

제109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데이터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도출하는 단계는 알려진 여행 코스, 알려진 위치, 또는 문자 위치 설명

에 포함된 참조 지점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알려진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1.

제110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데이터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는 상기 알려진 여행 코스, 알려진 위치, 또는 문자 위치 설명에 포함된 참

조 지점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알려진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게재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112.

제109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도출하는 단계는 수동으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3.

제109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도출하는 단계는 프로세싱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4.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사용가능하지를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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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사용가능하지 않다면, 상기 매체 사이트의 문자 위치 설명에 근거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도출하도록 프로그램되고 메모리에 결합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15.

제11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알려진 여행 코스, 알려진 위치, 또는 문자 위치 설명에 포함된 참조 지점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알려

진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매체 데이터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도출하도록 프로그

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6.

제11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알려진 여행 코스, 알려진 위치, 또는 문자 위치 설명에 포함된 참조 지점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알려진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게재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결정하도록 프

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7.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기계가,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사용가능한지를 결정하고,

상기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사용가능하지 않다면, 상기 매체 사이트의 무자 위치 설명에 근거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도출하도록 하는 명령어를 구비한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18.

제11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알려진 여행 코스, 알려진 위치, 또는 문자 위치 설명에 포함된 참조 지점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알려진 지오-코드 위치 데

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

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19.

제11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상기 알려진 여행 코스, 알려진 위치, 또는 문자 위치 설명에 포함된 참조 지점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알려진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게재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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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0.

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이미지 상에 매체 사이트를 위치시키는 단계; 및

상기 위치한 매체 사이트와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한 사용가능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와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121.

제120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상에 매체 사이트를 위치시키는 단계는 수동으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2.

제120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상에 매체 사이트를 위치시키는 단계는 프로세싱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3.

제122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상에 매체 사이트를 위치시키는 단계는 이미지 인식 기술 또는 이미지 매칭 기술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4.

제120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상에 매체 사이트를 위치시키는 단계는 알려진 여행 코스, 알려진 위치, 또는 문자 위치 설명에 포함된 참조

지점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알려진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사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5.

제124항에 있어서,

상기 알려진 여행 코스, 알려진 위치, 또는 문자 위치 설명에 포함된 참조 지점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알려진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게재시키는 것에 의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결정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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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한 매체 사이트와 상기 사용가능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비교하는 단계는 수동으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7.

제120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는 디지털 표현, 디지털 스캔, 디지털 이미지, 항공 사진의 종이 출력물, 위성 사진, 위성 이미지, 또는 사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8.

제120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한 매체 사이트와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한 사용가능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매체 사

이트에 대한 사용가능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보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9.

이미지를 획득하고,

상기 이미지 상이 매체 사이트를 위치시키며;

상기 위치한 매체 사이트와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하여 사용가능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비교하도록 프로그램되고 메

모리와 결합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30.

제12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이미지 인식 기술 또는 이미지 매칭 기술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이미지 상에 상기

매체 사이트를 위치시키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1.

제12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알려진 여행 코스, 알려진 위치, 또는 문자 위치 설명에 포함된 참조 지점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알려

진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이미지 상에 상기 매체 사이트를 위치시키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2.

제13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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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알려진 여행 코스, 알려진 위치, 또는 문자 위치 설명에 포함된 참조 지점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알려진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게재시키는 것에 의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결정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3.

상기 이미지는 디지털 표현, 디지털 스캔, 디지털 이미지, 항공 사진의 종이 출력물, 위성 사진, 위성 이미지, 또는 사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4.

제12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위치한 매체 사이트와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한 사용가능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의 비교에 근거

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한 사용가능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보정하도록 프로그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5.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기계가,

이미지를 획득하고;

상기 이미지 상에 매체 사이트를 위치시키며;

상기 위치한 매체 사이트와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하여 사용가능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비교하도록 하는 명령어를

구비한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36.

제135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이미지 인식 기술 또는 이미지 매칭 기술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이미지 상에 상기 매체 사이트를 위

치시키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37.

제135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여행 코스, 알려진 위치, 또는 문자 위치 설명에 포함된 참조 지점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알려진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

를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이미지 상에 상기 매체 사이트를 위치시키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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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8.

제13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상기 알려진 여행 코스, 알려진 위치, 또는 문자 위치 설명에 포함된 참조 지점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알려진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게재시키는 것에 의하여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39.

제135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는 디지털 표현, 디지털 스캔, 디지털 이미지, 항공 사진의 종이 출력물, 위성 사진, 위성 이미지, 또는 사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40.

제135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들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기계가,

상기 위치한 매체 사이트와 상기 매체 사이트에 대한 사용가능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의 비교에 근거하여, 상기 매체 사

이트에 대한 사용가능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보정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41.

이미지를 판독하도록 설정된 이미지 판독기;

상기 이미지 내의 매체 사이트를 위치시키도록 설정된 이미지 처리 장치; 및

상기 위치한 매체 사이트를 사용가능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와 비교하도록 설정된 프로세싱 장치를 포함하는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이 특허는 2004년 7월 30일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GPS가 장착된 매체 측정 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및 장치"인 미국 가출원 일련번호 제60/592,554호; 2005년 5월 17일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전자 매체 노출 측정

시스템의 정확성 및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인 미국 가출원 일련번호 제60/681,785호; 및 2005년 7월 8일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전자 매체 노출 측정 시스템의 정확성 및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인 미국 가출원

일련번호 제60/681,785호를 우선권으로 한다. 미국 가출원 일련번호 제60/592,554호, 제60/681,785호, 제60/681,785

호; 및 미국출원 일련번호 제10/686,872호 및 제10/318,422호는 전체로서 여기에 참조로 통합되었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매체 노출 측정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전자 매체 노출 측정 장치의 정확성 및 범

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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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옥외(outdoor) 매체에 대한 매체 노출 측정 시스템은 예를 들면 자동차 교통 연구(예를 들면, 주어진 날에 길을 지

나가는 차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 또는 달성된 매체 노출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구된 기억(예를 들면, 조사를 통하여

외부 광고를 본 것을 기억하는 소비자의 능력)에 의존한다.

좀 더 최근에, 옥외 광고자들이 외부 매체 사이트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게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확성을 가지

고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매체 노출을 측정하고 신용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도 1은 외부 매체 사이트에 노출

된 자동차 운전자 및/또는 보행자를 추적하기 위하여 위성 위치결정 시스템(satellite positioning system; SPS)(예를 들

면, 미국 위성 항법 시스템(GPS) 및 유럽 갈릴레오 시스템(현재 구성 중)) 기술을 사용하는 예시적인 종래 기술의 전자 매

체 노출 측정 시스템(100)을 나타낸다. 참여자 또는 응답자(102)의 노출을 추적하기 위하여, 응답자(102)는 SPS 장착 감

시 장치(110)(예를 들면, Nielson® 개인 옥외 장치(PpodTM))를 가지고 다닌다(또는 입는다). 장치(110)는 주기적으로(예

를 들면, 4초 내지 5초마다) 복수의 SPS 위성들(105A-C)에 의해 전송된 복수의 신호들을 획득 및 수신하고, 장치(110)에

대한 현재 지리적 위치(예를 들면, 위치 결정점) 및 현재 시간을 계산하기 위하여 복수의 수신된 신호들을 사용한다. 전형

적으로, 장치(110)는 장치(110), 즉 응답자(102)의 현재 지리적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최소 수의 SPS 위성들(105A-C)

(예를 들면, GPS 시스템에서, 장치(110)는 적어도 3개 또는 4개의 GPS 위성들로부터 수신된 신호들을 요구한다)로부터

의 신호 수신을 요구한다. 장치(110)는 나중에 컴퓨팅 장치(125)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각 위치 결정점(예를 들면, 지오-

코드(geocode) 위치 데이터 및 시간, 그리고 필요하다면 날짜)의 결과를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기록된 위치 결정점 데이터의 시퀀스(예를 들면, 해당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 및 시간 및/또는 날짜 값들의 세트)는 가끔,

주기적으로 또는 실시간으로 장치(110)로부터 다운로드 서버(120)로 다운로드된다. 다운로드 서버(120)는 응답자의 개인

컴퓨터(PC) 또는 전자 측정 시스템(100)과 연관된 컴퓨터일 수 있다. 다운로드 서버(120)는 다음으로 컴퓨팅 장치(125)로

다운로드된 여행 경로 데이터(즉, 기록된 위치 결정점 데이터의 시퀀스)를 제공한다. 장치(110)로부터 다운로드 서버

(120)로의 다운로딩 및 다운로드 서버(120)로부터 컴퓨팅 장치(125)로의 전송을 위하여 임의의 다양한 공지된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치(110)는 범용 시리얼 버스(USB) 연결을 사용하여 다운로드 서버(120)에 부착될 수 있으

며, 장치(110) 및 다운로드 서버(120) 상에서 수행하는 제거가능한 저장 장치 드라이버들을 이용할 수 있다.

매체 사이트(115)에의 노출을 결정하기 위하여, 컴퓨팅 장치(125)는 장치(110)에 의해 기록된 각 위치 결정점의 위치들을

매체 사이트(115)의 위치와 비교한다. 매체 사이트(115)의 위치는 다른 데이터나 정보들 사이에 복수의 매체 사이트들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130)에서 사용가능하다. 도 1의 예시적인 시스템(100)에서, 응답자

의 위치가 매체 사이트(115)에 "충분히 가깝다면"(예를 들어, 매체 장치(115)의 소정 거리 내에 있다면), 매체 사이트(115)

는 매체 노출로 간주된다.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는 산업 마케팅 기구(예를 들면, Traffic Audit Bureau(TAB))에 의해 생성 및

제공되고, 알려진 매체 사이트 위치들과 기록된 위치 결정들을 매칭시키는 동안 컴퓨팅 장치(125)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130)에 제공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는 완전하지 않거나, 때때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

면, 데이터베이스(130)는 매체 사이트(115)의 위치의 문자 설명(예를 들면, 1번가와 2번가 사이의 매디슨 로)을 포함하고

실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다양한 이유로, 장치(110)는 위치 결정점 시도를 완성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치(110)는 SPS 위성들(105A-C)과

장치(110) 사이의 통신 경로를 방해하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예를 들면, 두꺼운 가지 또는 건축

물 때문에, 필수적인 수의 위성들(105A-C)로부터 신호를 획득 및 수신할 수 없을 수 있다. 빌딩, 고정된 구조물, 터널, 지

하철 시스템 등의 제한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 경로를 방해하는 영역들의 예이다. 또한, 성공적인 위치 결정점

이 근처 객체들(예를 들면, 시내 지역에서 큰 건물들)에 의해 발생한 다중경로 왜곡들 또는 클럭(즉, 타이밍) 매칭 오류나

에러들 때문에 정확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치(110)에 의해 기록되고 다음으로 컴퓨팅 장치(125)에 의

해 처리된 위치 결정점들의 시퀀스는 응답자(102)가 여행하는 여행 경로에 결함을 포함하거나, 알려진 여행 코스(예를 들

면, 차도, 보도, 차선, 고속도로, 주간 고속도로, 다리, 인도, 보행자 통로, 기차길, 터널 등)에 따르지 않는 잘못된 경로를 나

타낼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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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설명된 예시적인 장치는 다른 구성요소들보다, 하드웨어 상에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지만, 그러한 장치

는 단지 예시적인 것이며, 제한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개시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모두는 전용 하드웨어에서 배타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배타적으로, 펌웨어에서 배타적으로 또는 하드웨어, 펌

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의 일부 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하의 설명은 예시적인 SPS 기반 전자 매체 측정 시스템들에 대하여 이루어지지만, 개시된 장치는 많은 다른 전자

매체 측정 시스템들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은 예시적인 장치들, 방법들, 및 제조 물

건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개시된 예들만이 그러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

이 아니라는 것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설명된 예시적인 장치, 방법 및 제조 물건들은 응답자가 지나가는 복수의 위치를 특정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 설명된 구체적인 예들에서, 데이터는 처리된 데이터가 알려진 여행 코스에 따른

경로를 좀 더 잘 나타내도록 처리된다. 여기에 설명된 추가적인 예에서, 데이터는 방해된 신호 수신과 관련된 영역을 통하

여 여행 경로를 나타내며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결함들을 감소시키도록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러한 결함들은 응답자에 의

해 가로질러진 위치들 사이의 큰 간격, 정확하지 않는 위치 데이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설명된 예시적인 장치, 방법 및 제품들은 응답자에 의해 가로질러진 위치들을 매체 사이트들과 연관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그에 의하여 매체 사이트들은 매체 노추로 간주된다. 여기에 설명된 특정 실시예에서, 만약 응답

자가 순방향 관측을 따라 또는 매체 사이트의 소모를 따라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기하학적 영향 영역 내를 가로질러 간다

면, 매체 사이트에 매체 노출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설명된 추가적인 예에는 매체 노출을 간주하기 전에 만족

되어야 할 제한들을 적용한다. 또한 여기에 설명된 예들은 응답자에 의해 가로질러진 위치를 방해된 신호 수신을 구비한

영역 내에 위치된 매체 사이트 및 이동 매체 사이트들과 연관시킨다.

여기에 설명된 예시적인 장치, 방법들 및 제조품들이 실제 매체 노출 특성을 가리키지 않는 통계적 예외들을 제거하기 위

하여 매체 노출 간주 데이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특정 예들에서, 매체 노출 간주 데이터는 간주들이 평균

사이트 통행 예측을 유지하면서 예측된 값의 소정 양 내에 있도록 처리된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설명된 예들은 전자 매체

측정 시스템의 정확성 및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데이터(예를 들면, 기록된 위치 결정점의 시퀀스에서, 또는 매체 사이트 위치 정보)는 매체 노출

컴퓨팅 장치에 의해 결정된 매체 노출 간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전자 매체 노출 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록된 여행 경로 데이터 및 매체 사이트 위치 데이터는 상술한 결함을 극복하도록 여기에

설명되는 예시적인 방법들 및 장치들을 사용하여 처리될 수 있다.

실시예

도 2는 도 1의 감시 장치(110)를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SPS 장착 장치(200)를 도시한다. 복수의 위성들

(105A-C)에 의해 전송된 신호들(즉, SPS 신호들)을 수신하고 디코딩(decoding)하기 위하여, 장치(200)는 SPS 신호 수

신기(205), SPS 신호 디코더(210) 및 안테나(215)를 포함한다. 임의의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여, SPS 신호 수신기(205)

는 안테나(215)에 의해 수신된 무선 횟수(RF) 아날로그 신호들을 SPS 신호 디코더(210)에 의해 처리 및/또는 디코딩되는

데 적절한 디지털 베이스밴드 신호들(즉, 수신된 신호들)로 변환한다. 예를 들면, SPS 신호 수신기(205)는 디모듈레이터

(demodulator)들, 다운-컨버터(down-converter)들, 필터들 및/또는 아날로그-디지털(A/D) 컨버터들을 사용하여 구현

될 수 있다. 임의의 다양한 공지된 기술들을 사용하여, SPS 신호 디코더(210)는, 가능하다면(즉, 최소 개수의 SPS 위성들

(105A-C)이 사용가능하다면(예를 들어, GPS 시스템에서 SPS 신호 디코더(210)는 적어도 3개 또는 4개의 위성들로부터

수신된 신호들을 사용한다)), 장치(200)의 현재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즉, 위치 결정점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신된 신호

들을 처리한다. SPS 신호 디코더(210)는 수신된 신호들뿐 아니라, 결정된다면, 장치(200)의 현재 지리적 위치를 프로세서

(220)에 제공한다. 프로세서(220)는 위치 결정점 및 수신된 신호(즉, 의사(擬似)범위(pseudorange) 데이터) 모두를 저장

메모리(225)에 기록한다. 상술한 방법들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의하여, 기록된 데이터는 응답자(102)(도 1)가 지나

간 여행 경로를 표시한다.

도 2의 예시적인 장치(200)는 장치(200)가 도 1의 다운로드 서버(120)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230)를 더 포함

한다. 장치(200)는 다운로드 서버(120)를 통하여 기록된 여행 경로 데이터(305)(즉, 장치(200)에 의해 기록된 위치 결정

점들의 시퀀스 및 수신된 신호들)를 매체 노출 컴퓨팅 장치(MECD)(300)(도 3과 관련하여 이하에서 논의된다)에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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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의 프로세서(220)가 장치(200)의 동작, 상태 등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감시하고 저장 메모리(225)에 기록할 수 있음

은 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220)는 배터리 사용, 장치의 전원을 켜

고 끄는 횟수들, 소프트웨어 오류 등을 감시할 수 있다.

MECD(300)에 의한 매체 노출 간주의 일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결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응답자(102)가 가로지르는 여행

경로는 바람직하게는 정확하고(즉, 응답자(102)가 가로지르는 실제 위치들을 반영하고), 하나 이상의 알려진 여행 코스들

(예를 들면, 차도, 보도, 차선, 고속도로, 주간 고속도로, 다리, 인도, 보행자 통로, 기차길, 터널 등)을 따르며, 충분히 서로

가까운 위치 결정점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장치(200)에 의해 기록된 위치 결정점들의 시퀀스(예

를 들어, 기록된 여행 경로 데이터(305))는 항상 이러한 요구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도 3은 도 1의 예시적인 컴퓨팅 장치(125)를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본 발명의 기술사상에 따라 구성된 예시적인

MECD(300)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도면이다. 기록된 여행 경로 데이터(305) 및 매체 사이트 정보(데이터베이스(130)에 포

함됨)의 사후 처리를 위하여, 도 3의 MECD(300)는 프리-프로세서(308)를 포함한다. 도 3의 예시적인 프리-프로세서

(pre-porcessor)(308)는 향상된 여행 경로 데이터(315)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기록된 여행 경로 데이터(305)(장치(200)

에 의해 기록되고 다운로드 서버(120)에 의해 제공된 결정된 지리적 위치들 및 수신된 신호들 모두(즉, 의사범위 데이터)

를 포함한다)상에서 동작하는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를 포함한다. 도시된 예에서, 기록된 여행 경로 데이터(305) 및 향

상된 여행 경로 데이터(315)는 하나 이상의 메모리들 및/또는 MECD(300)의 부분으로 구현된 저장 장치들 내에 저장된다.

기록된 여행 경로 데이터(305) 및 향상된 여행 경로 데이터(315)는 또한 다른 방법들로, 예를 들어, MECD(300)에 부착되

고 MECD(300)와의 통신하도록 구성된 메모리 또는 저장 장치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음이 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는 위치 결정점의 완전성 및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록된 여행 경로 데이터(305)를 처리

한다. 예를 들면,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는 장치(200) 등에 의해 결정된 위치 결정점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

를 들어, 장치(200)가 지리적 위치를 결정하지 못할 수 있는 위치들에서) 기록되고 수신된 SPS 신호들을 사용하여 위치 결

정점을 유도해낼 수 있다.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는 또한 클럭 드리프트(drift) 및 다중 경로 신호 왜곡들과 같이 다른 공

지된 SPS 제한들을 보상하는 추가적인 알고리즘들을 포함할 수 있다.

도 4a는 도 3의 예시적인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를 구현하는 예시적인 방법을 나타낸다. 기록된 여행 경로 데이터(305)

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3의 예시적인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는 기록된 여행 경로 데이터(305) 상에서 동작하는 프로세

싱 엔진(405)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프로세싱 엔진(405)은 기록된 여행 경로 데이터 상에서, 직렬로 및/또는 병렬로 동작

하는 하나 이상의 필터들로 구현될 수 있다. 도 4a에 도시된 예와 같이, 프로세싱 엔진(405)은 데이터 전송 유닛(415)에 의

해 저장 메모리(410)로 전송된 여행 경로의 모두 또는 일부의 표시인 데이터 지점들의 세트를 처리한다(예를 들면, 데이터

지점들의 세트에 필터들의 세트를 적용한다). 프로세싱 엔진(405)은 중간값들(예를 들면, 필터의 출력으로 생성되고 다음

필터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변경된 및 또는 추가 데이터 지점들)을 다시 저장 메모리(410)에 위치시키도록 데이터 지점들

의 세트 상에서 동작한다. 최종 출력 데이터 지점들은 프로세싱 엔진(405)에 의해 향상된 여행 경로 데이터(315)에 위치된

다.

도 3 및 도 4a에 도시되고, 예시적인 궤도 필터(442; 도 4b)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도 4a의 예시적인

프로세싱 엔진(405)은 인터넷 연결(390)을 통하여 국제 지도 학회(International Geological Society; IGS)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305)에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395)는 공지된 순간에 SPS 위성들(105A-C)의 위치들을 정확하게 특

정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도 4a에 도시된 예에서, 저장 메모리(410)는 기록되어 있는 수신된 SPS 신호들, 장치(200)에 의해 결정된 위치 결정점들,

여행 경로 프로세서(300)에 의해 유도된 위치 결정점들 모두를 포함한다. 저장 메모리(410)에 저장된 데이터는 임의의 다

양하고 적절한 기술들을 사용하여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객체 지향 데이터 저장 기술을 사용하거나, 데이터 구조 어

레이를 사용하는 등에 의하여 저장될 수 있다.

예시적인 프로세싱 엔진(405)은 임의의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세싱 엔진(405)은 범용

프로세싱 장치 및/또는 전용 프로세싱 장치(예를 들면,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 상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및/또는 펌웨

어로서,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또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및/또는 하드웨어의 임의적인 결합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저장 메모리(410)가 임의의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음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또한 자명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록된 여행 경로 데이터(305)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메모리 또는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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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하나 이상의 부분들, 또는 분리된 메모리를 사용하여, 저장 장치 및/또는 하드웨어는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와

직접 연관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전송 유닛(415)이 제거될 수 있음 또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예를 들면, 프로세싱 엔진(405)은 기록된 여행 경로 데이터(305)로부터 직

접 초기 데이터 지점들을 판독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도 4b는 도 4a의 예시적인 프로세싱 엔진(405)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필터들의 시퀀스를 도시한다. 도

4b에 도시된 예에서, 필터들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술들을 사용하여 구현되고, 그에 의하여 필터의 수, 형식, 시퀀스,

구성, 상호 연결 등에서 유연성을 구현한다.

도 4b에 도시된 예시적인 필터 시퀀스는 장치(200)에 의해 결정된 위치 결정점들의 세트를 사용하여 유도된 위치 결정점

들의 초기 세트를 생성하는 NAV 예측 필터(440)로 시작한다. 임의의 다양한 공지된 기술들을 사용하여, 정밀 궤도 필터

(442)가 인터넷(390)을 통하여 IGS로부터 정확한 SPS 위성 위치 데이터(305)(즉, 궤도 데이터(395))를 획득하고, 장치

(200)에 의해 기록된 의사범위 데이터(즉, 수신된 SPS 신호들)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궤도 데이터(395)를 사용한

다. 예를 들면, 정밀 궤도 필터(442)는 기록된 시간 스탬프 순간에 정확한 위성 위치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알려진 시간에

SPS 위성들(105A-C)의 알려진 위치들(즉, 궤도 데이터(395)) 사이에 게재하도록 의사범위 데이터의 각 데이터 지점에서

장치(200)에 의해 기록된 각 시간 스탬프(stamp)를 사용한다. 고도 필터(444)는 다음으로 위성 궤도 데이터(395)에 근거

하고 표준 궤도 기하학 이론들을 사용하여 각 의사범위 또는 위치 결정점 데이터 지점과 관련된 SPS 위성들(105A-C)에

대한 지평면에 대한 각을 계산한다. 의사범위 데이터로부터 유도된 위치 결정점들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도 필

터(444)는 지평면에 상대적으로 낮은 SPS 위성들(105A-C)에 대응하는 의사범위 데이터를 버린다.

다음으로, 비동시(non-simultaneous) 의사범위(NSPR) 필터(446)가 오류 위치 결정점 데이터 지점을 정하고(예를 들면,

장치(200)가 위치 결정점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위치를 나타내는), 추가 위치 결정점들을 유도해낸다. 이 예에서,

NSPR 필터(446)는 잘못된 위치 결정점 데이터 지점에 중심을 두고, 오류 위치 결정점 데이터 지점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잘못된 위치 결정점 데이터 지점 및 가장 가까운 위치 결정점 데이터 지점들과 관련된 의사범위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삽입

된 클럭 드리프트 값을 사용한다.

수신기 자율 보존 모니터(RAIM) 필터(448)는 다중 경로 왜곡으로부터 발생한 에러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행 경로를 처

리한다. 다중 경로 왜곡들은 하나 이상의 SPS 위성들(105A-C)과 장치(200) 사이에 위치된 복수의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SPS 전송 신호의 수신에 의해 야기된다. 따라서, 장치(200)는 서로 다른 시간 지연 및 위상 특성을 가진 다중 버전의 SPS

전송 신호들을 수신한다. 의사범위 데이터 지점들이 네 개 이상의 SPS 위성들로부터의 신호들을 포함하는 예에서, RAIM

필터(448)는 SPS 위성들 중 세 개의 순열을 사용하여 위치 결정점을 이끌어낸다. 구체적으로, 만약 네 개의 위성들(#1, #

2, #3 및 #4)이 사용가능하다면, 네 개의 위치 결정점이 위성들의 다음 조합 (#1, #2, #3), (#1, #2, #4), (#1, #3, #4) 및

(#2, #3, #4)에 대하여 유도될 수 있다. 의사범위 데이터 지점들이 세 개의 SPS 위성들(예를 들면, 위성들(105A-C))로부

터의 신호를 포함하는 다른 경우에, RAIM 필터(448)는 세 개의 SPS 위성들(105A-C)의 각 순열 및 네 번째 SPS 위성(미

도시)의 마지막 알려진 위치를 사용하여 위치 결정점을 유도할 수 있다. 앞선 두 개의 예들에서, RAIM 필터(448)는 유도된

위치 결정점들을 서로 비교한다. 만약 유도된 유치 결정들이 실질적으로 일치한다면, 위치 결정점은 여행 경로 내에 포함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중 경로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위치 결정점은 여행 경로 데이터로부터 제거된다.

기존 위치 결정점들의 추가적으로 유도하거나 정확성을 향상시킨 후, 도로 제한 필터(450)(이하에서, 도 7a-7c, 8a-8c 및

9a-9g와 관련하여 논의된다)는 여행 경로 내에 포함된 각 위치 결정점을 알려진 여행 코스의 중심선에 대응하도록 정렬시

킨다. 예를 들면, 도로 제한 필터(450)는 유도된 위치 결정점을 알려진 여행 코스(가장 가까운 길의 중심선, 사이드보도

등)와 일치하는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수정시키고(즉, 정렬시키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지점은 최소 유클리드 거리에 근거

하여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정은 오류가 있거나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여행 경로를 지나치거나 뛰어 넘는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예를 들면, 여행 경로가 도로의 양측에 위치한 두 개의 사이드보도 사이에서 앞뒤로 움직인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처리가 도로 제한 필터(450)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도로 제한 필터(450)는 또한 움

직임의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여행 경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로 제한 필터(450)는 여행 속도가 응답자

(102)가 자동차 안에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여행 경로가 당면한 환경(예를 들면, 다리, 관문 위, 관문 아래,

일방통행 도로 등)에 의해 허용되는 움직임과 일치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함을 결정할 수 있다.

간격 필터(452)는 향상된 여행 경로 데이터(315)가 이전 위치 결정점으로부터 소정 거리(예를 들면 5피트) 이상 되지 않는

위치 결정점들의 시퀀스로 이루어지도록 추가 위치 결정점들을 유도한다. 추가 위치 결정점들은 직선 및 곡선의 여행 경로

들을 고려하고 추가 유도된 위치 결정점들이 알려진 여행 코스의 중심선을 따라 정렬되는 것을 보장하는 임의의 다양한 표

준 기하학 또는 삼각법(trigonometric) 기술을 사용하여 유도된다. 마지막으로, 국제 해양 전자 협회(NMEA) 필터(454)는

표준 데이터 형식(예를 들면, 공지된 MNEA-0813 형식)을 사용하여 향상된 여행 경로 데이터(315)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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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의 프로세싱 엔진(405)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기 필터들의 수, 시퀀스 형식, 구성 등은 도 4b에 도시된 것과

다를 수 있음이 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동 평균 필터가 잡음 데이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위치 결정점들의 시퀀스의 이동 평균을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n개의 위도

및 마지막 n개의 경도들 각각의 이동 평균이 계산될 수 있고, 여기서 위도 및 경도는 마지막 n개의 위치 결정점의 좌표에

해당한다. 다른 예에서, 클럭 드리프트 삽입 필터가 장치(200)에 의해 사용되는 클럭 내의 드리프트를 설계하고 의사범위

데이터에 시간 보정을 적용한다. 다른 예에서, 최종 평가 필터가 위치 결정점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전 위치 결정점 및 평가

된 응답자 여행 방향 및 속도를 사용한다.

또 다른 예에서, 필터들은 두 개의 평행 경로로 배열된다. 예를 들어, 여행 경로 데이터(305)는 데이터 정렬 필터에 의해 두

개의 세트들로 분할된다. 제1 세트는 큰 빌딩을 포함하는 지리적 영역(예를 들면, 시내 영역) 내에서 일어난 응답자(102)

의 위치들을 표현하는 데이터의 지점들을 포함하고, 제2 세트는 좀 더 시골 영역에서의 데이터 지점들을 포함한다. 각 데

이터의 세트는 다음으로 하나 이상의 필터들을 통과하는데, 여기서 각 데이터 세트에 적용된 필터들은 서로 다르거나, 같

을 수 있다. 또한, 데이터는 두 세트의 필터들 사이에서 교환될 수 있다(예를 들면, 두 개의 필터 경로들이 교차결합될 수

있다). 솔루션 선택 필터가 다음으로 응답자(102)의 전체 여행 경로를 생성하기 위하여 두 개의 경로들의 출력을 결합시키

도록 적용된다.

응답자(102)가 방해된 SPS 신호 수신(예를 들면, 지하철, 터널, 차고, 빌딩 내부 등)을 구비한 영역을 지나갈 때,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는 매체 노출 측정 시스템의 정확성 및 범위를 더 향상시키도록 동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세싱 엔진

(405)은 기록된 위치 결정점들에서 큰 간격을 검출하고 그 큰 간격이 제1 지하철 입구 근처에서 시작하여 제2 지하철 입구

근처에서 끝남(현재 SPS 기술들이 지하에 위치된 장치들과 동작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을 검출하도록 설정된 간격 검

출 필터를 포함한다. 만약 그러한 큰 간격이 검출되면, 간격 검출 필터는 프로세싱 엔진(405)이 향상된 여행 경로 필터

(315) 내에 큰 간격을 남겨두도록 설정하고, 그 간격이 간격의 시작과 끝 사이에 위치한 지하철 시스템의 경로에 대응함을

가리키는 정보를 기록한다. 간격 검출 필터는 유사하게 예를 들면 차량 또는 보행 터널, 주차 차고 내 등과 같이 신호 방해

여행의 다른 형태들을 검출하고 기록할 수 있다. 상술한 기술은 응답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들이 잠재적

으로 방해되는 다른 형식에 대하여 구현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MECD(300)는 두 개의 지하철 입구와 관련된 지하철 시스템을 통하여 유사한 경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1 및 제2 지하철 입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MECD(300)는 응답자(102)에 의해 취해질 수 있는 지하철

경로를 따라 위치한, 또는 지하철 경로를 따라 응답자(102)를 이송하는 지하철 차량에 위치한 알려진 매체 사이트들을 매

체 노출로 간주할 수 있다. 유사하게, 만약 응답자(102)가 다른 신호 방해 여행 경로 내(예를 들면, 차량 또는 보행자 터널,

빌딩 구조물 내 등)에서 매체 사이트에 노출된다면, 매체 사이트는 매체 노출로 적절하게 간주될 수 있다.

도 3으로 돌아가면, 데이터베이스(130)로부터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빠진 데이터를 조정하거나, 데이터베이스(130)

내에 존재하는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 3의 프리-프로세서(308)는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를

더 포함한다.

도 5는 도 3의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를 구현하는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다. 도 5의 예시적인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

(320)는 매체 사이트 정보(즉,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 매체 사이트 위치, 매체 사이트 형식 등의 문자 설명) 및 공지된 여

행 코스, 참조 지점, 랜드마크 등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130)와 통신하는 데이터

베이스 접근 엔진(505)을 포함한다. 예시적인 데이터 사이트 프로세서(320)는 데이터베이스(130)에 저장될 수 있거나 인

터넷(390)을 통하여 사용가능한 매체 사이트의 이미지들에 접근하기 위하여 이미지 판독기(510)를 더 포함한다.

이 예에서,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는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유도해내기 위하여 알려진 여행 코

스, 랜드마크, 참조 지점 등을 특정하는 정보와 함께 매체 사이트 위치의 문자 설명을 사용한다. 예시적인 매체 사이트는

매체 사이트가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메인 스트리트 사이에 3번가 중간 서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문자 위치 설명

을 갖는다. 지오-코드 위치들을 유도해내기 위하여, 예시적인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는 프로세싱 장치(515)를 포함한

다. 3번가와 스테이트, 3번가와 메인 스트리트의 교차점들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를 알면, 프로세싱 장치(515)는 예시적

인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알려진 두 개의 지오-코드 위치들 사이에 정보를 게재한다.

다른 예에서,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는 이미지 인식 및 매칭 기술들을 사용하여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매체 사이트

의 이미지(예를 들면, 위성 이미지, 항공 사진 등)의 디지털 표현과 비교하는 것에 의하여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예를 들면,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는 도시 일부의 항공 사진 내에 매체 사이트를 위

치시키고, 이 항공 사진 내의 매체 사이트 위치와 매체 사이트에 대하여 사용가능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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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내에 매체 사이트 및 다른 알려진 지점들(예를 들면, 알려진 여행 코스, 랜드마크, 참조 지점들 등)을 위치시키기 위

하여,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는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520)을 포함한다. 이 예에서, 잘 알려진 적절한 이미지 인식 및/

또는 매칭 기술들을 사용하여,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520)은 이미지 내에 두 개의 교차점들과 매체 사이트를 위치시킨다.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520)은 다음으로 교차점들 및 매체 사이트의 상대적인 위치들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이미지 프로

세싱 엔진(520)은 두 개의 교차점들 사이의 제3의 길에 매체 사이트가 위치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520)에 의해 결정된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프로세싱 장치(515)는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

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술한 예에서, 프로세싱 장치(515)는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유도해내기 위하여 두 개의 위치된 교차점들에 대한 알려진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 및 두 개의교차점들 사

이의 제3의 길에 매체가 위치하고 있음에 대한 결정을 사용한다. 프로세싱 장치(515)는 다음으로 매체 사이트에 대하여 유

도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매체 사이트에 대하여 이미 사용가능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130)에 포함되거나, 문자 위치 설명에 근거하여 프로세싱 장치(515)에 의해 결정됨)와 비교할 수 있다. 만약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매칭된다면, 매체 사이트의 위치는 확인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체 사이트의 위치는 추가 조사 및 확인을 위

하여 깃발을 꽂을 수 있다.

프로세싱 장치(515) 및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520)은 임의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세

싱 장치(515) 및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520)은 범용 프로세싱 장치 및/또는 전용 프로세싱 장치(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상

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및/또는 펌웨어를 사용하여,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또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및/또는 하드웨어

의 임의 조합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문자 위치 설명으로부터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결정하는 것 및 지오-코드 위

치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은 수동으로 수행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예로 다시 돌아가서, 처리된 매체 사이트 위치 데이터(325)는 MECD(300)의 일부로 구현된 저장 장치들 및

/또는 하나 이상의 메모리들에 저장된다. 그러나, 처리된 매체 사이트 위치 데이터(325)는 또한 예를 들면, MECD(300)에

부착되고 MECD(300)와 통신하도록 설정된 메모리 및 저장 장치를 사용하여, 데이터 베이스 내(130)에서 등 다른 방법으

로 구현될 수 있다.

도 6a 및 6b는 도 3의 예시적인 프리-프로세서(308), 도 3의 예시적인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 및 도 3의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 각각을 구현하기 위하여 프로세서(예를 들면, 도 23의 프로세서들(2305A-C) 중 하나)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을 나타내는 흐름도들을 도시한다. 도 6a-c의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 예시적인

프리-프로세서(308), 예시적인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 및/또는 예시적인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는 프로세서, 제어

기 및/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프로세싱 장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6a-c의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 예

시적인 프리-프로세서(308), 예시적인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 및/또는 예시적인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는 예시적

인 프로세서 플랫폼(2300)으로 도시되고, 도 23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논의되는 프로세서들(2305A-C)과 관련된 플래쉬

메모리 또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와 같은 유형의 매체 상이 저장된 코딩된 명령어들로 구현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도 6a-b의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 예시적인 프리-프로세서(308), 예시적인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 및/또는 예시적인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의 일부 또는 모두는 어플리케이션 전용 집적 회로(ASIC), 프로그램가능한 로직 장치(PLD), 필

드 프로그램가능한 로직 장치(FPLD), 개별 로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또는 펌웨어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도 6a-b의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 예시적인 프리-프로세서(308), 예시적인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 및/또는 예시적인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의 일부 또는 모두는 수동으로 또는 상술한 기술들 중 임의의 조합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게다가, 도 6a-c의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은 도 6a-c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설명되지만, 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예시적인 프리-프로세서(308), 예시적인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 및/또는 예시적인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

(320)를 구현하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채용될 수 있음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블록들의 실행 순서

가 변경될 수 있고, 설명된 블록들 중 일부가 변경, 제거 또는 결합될 수 있다

도 6a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은 프리-프로세서(308)가 도 6b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을 사용하

여 데이터베이스(130) 내의 각 매체 사이트를 처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블록 602). 프리-프로세서(308)가 데이터베이스

(130) 내의 모든 매체 사이트를 처리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프리-프로세서(308)는 데이터베이스(130) 내 매체 사이

트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리-프로세서(308)는 특정 통계 또는 시장 영역(예를 들면, 도시

또는 대도시 영역)과 관련된 매체 사이트들만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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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a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에서, 프리-프로세서(308)는 다음으로 어떤 필터들 또는 필터 구성(들)이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에 의해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식별하는 구성 파일을 판독한다(블록 604). 예를 들어, 구성 파일은 필터

들의 형식, 순서, 시퀀스, 형태, 상호연결 및 수를 식별하는 XML 파일이다. 그러나, 다른 형식들 및/또는 수들의 필터들이

대신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프리-프로세서(308)는 도 6c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을 사용하여 각 응답자(블록 606)에 대한 여행

경로 데이터를 처리한다(블록 608). 만약 모든 응답자들에 대한 여행 경로 데이터가 처리되었다면(블록 610), 프리-프로

세서(308)는 도 6a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의 실행을 종료한다. 그렇지 않으면, 프리-프로세서(308)는 다음

응답자에 대한 여행 경로를 처리하기 위하여 블록 606으로 돌아간다.

도 6b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은 프리-프로세서(308)가 데이터베이스(130)로부터 각 선택된 매체 사이트를

처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블록 630). 각 매체 사이트에 대하여, 프로세서(320)는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사용가능한지

를 결정한다(블록 632). 만약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사용가능하지 않다면(블록 632),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는 매체 사이트에 대한 문자 위치 설명이 사용가능한지를 결정한다(블록 634). 만약 문자 위치 설명이 사용

가능하지 않다면(블록 634),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는 추가 프로세싱(예를 들면, 오류 조정)을 위하여 매체 사이트에

깃발을 표시한다. 블록 634로 돌아가서, 만약 문자 위치 설명이 사용가능하면,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는 그 문자 위치

설명에 근거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유도해낸다(블록 636).

블록 632로 돌아가서, 만약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사용가능하다면,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는 매체 사이트를 포함

한 이미지가 사용가능한지를 결정한다(블록 640). 도 6b의 예에서,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는 데이터베이스(130)에서

및/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미지를 조사하는 것에 의하여 이미지가 사용가능한지를 결정한다. 만약 이미지가 사용

가능하다면(블록 640),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는 이미지를 판독하고(블록 642); 알려진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로 매

체 사이트, 및 근처의 랜드마크, 알려진 여행 코스, 참조 지점들을 위치시키며; 그 이미지에 근거하여 매체 사이트에 대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결정한다(블록 644).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는 다음으로 이미지로부터의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130) 내에 존재하는 또는 문자 위치 설명으로부터 유도된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지를 결정한다(블록 646). 만약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면(블록 646), 매체 사이트 프로세

서(320)는 매체 사이트 위치 데이터(325) 내에 그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를 저장한다(블록 650). 그렇지 않으면, 매체 사

이트 프로세서(320)는 나중 프로세싱(예를 들면, 오류 조정)을 위하여 그 매체 사이트에 깃발을 표시한다(블록 635).

만약 선택된 모든 매체 사이트들이 처리되었다면(블록 652),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는 도 6b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

능 명령어들의 실행을 종료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모든 사이트들이 처리되지 않았다면(블록 652),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

(320)는 다음 매체 사이트를 처리하기 위하여 블록 630으로 돌아간다.

도 6c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은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가 필터 구성 파일(앞서 논의됨) 내에 특정된 각 필

터들을 동작시키는 것(블록 660)으로 시작된다.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는 다음으로 필터들 중 하나를 동작시킨다(블록

662). 만약 모든 필터들이 동작되었다면(블록 664),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는 도 6c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

어들의 실행을 종료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모든 필터들이 동작되지 않았다면(블록 664),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는 다

음 필터를 동작시키기 위하여 블록 660으로 돌아간다.

도 4b의 도로 제한 필터(450)로 돌아가면, 여행 경로 내의 각 유도된(또는 결정된) 위치 결정점은 향상된 여행 경로 데이터

(315) 결과가 알려진 여행 코스를 따라 일치하며 합리적인 여행 경로를 나타내도록 알려진 여행 코스의 중심선에 대응하

도록 정렬된다(즉, 수정, 조작되는 등). 도로 제한 필터(450)는 과거 또는 미래 여행에 근거하여 적절하고 가장 유사한 위

치 결정점의 위치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도로 제한 필터(450)의 구현은 다양한 여행 경로 조작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

지능(AI) 알고리즘 및 기술들(적절하게 선택된 벌점 및 가점을 구비한)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위치 결정점들 각각은 맵핑

된 위치 결정점들을 연결시키는 복수의 가능한 여행 경로들을 나타내는 베이스(Bayesian)의 트리를 생성하기 위하여 알려

진 여행 코스에 가까운 곳에 해당하는 복수의 점들로 맵핑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값이 (예를 들면, 실제 위치 결정점으로부

터 그 점까지의 유클리드 거리에 근거하여) 각 지점에 적용될 수 있다. 각 경로와 관계된 비용이 경로를 포함하는 맵핑된

지점 각각에 대한 값을 추가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고, 가장 적은 비용을 갖는 경로가 선택된다.

도 3 및 4b의 예에서,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는 알려진 여행 코스의 위치들을 특정하는 지오-코드 위치 데이터에 접근

한다. 게다가,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는 도로 제한 필터(450)가 동작할 지리적 또는 통계적 영역을 정의하는 도로 맵 파

일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영역을 건너거나 가로지르는 여행 경로들의 일부가 도로 제한 필터(450)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도 3 및 4b의 예에서, 도로 맵 파일은 네 개의 경도 및 위도 쌍에 의해 정의된 간단한 직사각형 경계를 정의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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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능한 XML 파일이다.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는 각 알려진 여행 코스의 세그먼트들(예를 들면 50 보폭)이 그 영역 내

에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사각 경계를 사용한다.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는 위치 결정점들이 그 영역 내에 있는 세

그먼트들 중 하나의 중심선에 정렬하도록 제한하도록 동작한다.

도 7a는 20개의 유도된 위치 결정점(원 1-20으로 도시됨)을 포함하는 예시적인 여행 경로의 일부를 도시한다. 예시적인

도로 제한 필터(450) 내에서, 여행 세그먼트는 특정 알려진 여행 코스와 관련된 연속적인 데이터 지점들의 정렬된 세트이

다. 예를 들면, 도 7a에서, 파인 스트리트(Pine Street)는 그것과 관련된 세 개의 여행 세그먼트 (1,2,3,4,5),

(13,14,15,16) 및 (19,20)를 갖는다.

결정 경로는 각 위치 결정점들이 알려진 여행 코스의 하나의 세그먼트에만 관련되도록 하는 것에 의하여 구성될 수 있다.

도 7b는 도 7a에 도시된 예시적인 여행 경로로부터 구성된 예시적인 결정 경로를 도시하며, 여기서 예시적인 여행 경로 내

의 각 노드는 하나의 여행 세그먼트에 대응한다. 만약 도로 제한 필터(450)가 오직 결정 경로들만을 고려한다면, 가장 가까

운 것으로 나타나는 지점들로 알려진 여행 경로가 실제로는 응답자(102)가 여행하는 알려진 여행 경로가 아닐 수 있는 실

질적인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도 7a의 예에서, 위치 결정점(17)은 2번가 또는 파인 스트리트 중 하나와 관련될 수 있

다.

결정 경로들에 의존하는 대신, 예시적인 도로 제한 필터(450)는 위치 결정점들을 가능한 공지된 여행 코스에 복수 맵핑시

키는 것을 포함하는 결정 트리를 구성한다. 따라서, 결정 트리는 위치 결정점들에 대응하는 가능한 여행 경로들로 이루어

지고, 여기서 이 트리의 복잡성은 위치 결정점들의 모호함의 양에 의존한다(예를 들면, 모호한 지점들의 수 또는 퍼센트).

결정 트리 내의 각 노드는 후보 여행 경로의 여행 세그먼트(즉, 후보 세그먼트)를 나타낸다. 도 7c는 도 7a에 도시된 예시

적인 여행 경로로부터 구성된 두 개의 가지를 포함하는 예시적인 결정 트리를 도시한다. 도 7c의 예시적인 결정 트리는 여

행 경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모호함을 갖기 때문에 비교적 작다.

결정 트리를 구성하는 것에 의하여, 도로 제한 필터(450)는 결정 트리에 포함되는 각 후보 여행 경로들이 응답자에 의해 취

해진 실제 여행 경로일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들의 세트를 적용하는 것에 의하여 퍼지 로직(fuzzy logic)을 채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후보 여행 경로에는 점수가 할당되고, 가장 높은 점수를 구비한 후보 여행 경로가 응답자(102)에

의해 취해진 것과 가장 가까운 여행 경로이다.

예시적인 도로 제한 필터(450)에서, 현재 위치가 가장 가까운 이웃하는 위치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한

다. 예를 들면, 도 7a의 예에서, 위치 결정점 17이 파인 스트리트에 있는지 또는 2번가 상에 있는지는 위치 결정점 16 및

18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예시적인 도로 제한 필터(450)는 예측-보정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위치 결정점에 맵핑되는 가장 잘 알려진 여행 경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시적인 도로 제한 필터(450)는 미리 결정된 깊이

의 결정 트리(예를 들면 4)가 구성될 때까지 여행 경로 데이터를 통하여 반복한다. 다음으로 예시적인 도로 제한 필터

(450)는 제한된 깊이의 트리에서 각 가지에 대한 점수를 결정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가지를 선택한다. 위치 결정점

(또는 후보 세그먼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예시적인 도로 제한 필터(450)는 다음 위치 결정점(또는 후보 세그먼트)

에 대한 처리를 반복한다.

다양한 방법들(즉, 측정법들), 예를 들면, 후보 세그먼트와 위치 결정점들의 근접성, 후보 세그먼트들에 대한 위치 결정점

들의 외부적 배열 등과 같이 제한된 깊이의 결정 트리의 각 가지에 점수를 매기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도 8a는 예시적

인 추가 위치 결정점들을 도시한다. 예시적인 측정법은 예를 들면, 후보 세그먼트에 관하여 취해진 데이터 모멘트와 같은

데이터 모멘트에 근거한다. 도 8b 및 8c는 1번가 및 2번가 각각에 대하여 취해진 도 8a의 예시적인 위치 결정점의 두 개의

모멘트를 도시한다. 작은 평균 거리 또는 모멘트를 갖는 후보 세그먼트들은 높은 평균 거리 또는 모멘트를 갖는 후보 세그

먼트들에 비하여 높은 비율은 갖는다. 예시적인 도로 제한 필터(450)에서, 데이터 모멘트는 후보 세그먼트(예를 들면, 결

정 트리의 노드)에 할당된 초기 점수로서 사용된다.

다른 예시적인 측정법은 후보 세그먼트들이 해당 위치 결정점들과 얼마나 잘 정렬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내적(內積)법이다.

후보 세그먼트와 위치 결정점들의 내적은 위치 결정점들과 후보 세그먼트 사이의 각을 결정한다. 이 예에서, 만약 각이 0

또는 180도에 가깝다면, 여행 세그먼트(즉, 결정 트리 노드)는 더 높게 비율이 결정되고(즉, 보너스를 받고), 만약 각이 90

도 또는 270도에 가깝다면, 여행 세그먼트에는 벌점이 주어진다.

또 다른 예시적인 측정법은 후보 세그먼트들에 기초한 문맥적인 분석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후보 세그먼트 s[n]을 고려

해보자. 도 9a는 후보 세그먼트 s[n]에 주어지는 몇몇 예시적인 문맥적 분석 보너스들을 나열한다. 구체적으로, 만약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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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섯 개의 연속적인 지점들(즉, 위치 결정점들)보다 많은 것을 갖는다면, 후보 세그먼트 s[n]은 40%의 보너스를 받는

다(즉, 그것의 점수가 40% 증가한다). 만약 이전 후보 세그먼트 s[n-1]의 점수가 미리 결정된 양(예를 들면 60)보다 크다

면, 후보 세그먼트 s[n]은 10%의 보너스를 받는다.

도 9b 내지 9g는 각각 15%의 문맥적 분석 벌점을 야기하는 예시적인 후보 세그먼트 구성들을 도시한다. 예를 들면, 도 9c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만약 후보 세그먼트 s[n]과 s[n-1]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15%의 벌점이 후보 세그먼트 s[n]에

적용된다.

도 3으로 돌아가면, 매체 사이트(115)에 대하여 응답자(102)의 노출이 일어났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 3의 MECD

(300)는 통행 프로세서(328)를 포함한다. 도 3의 도시된 예에서 통행 프로세서(328)는 응답자(102)(도 1)가 매체 사이트

(113)를 볼 기회를 갖도록 응답자가 매체 사이트(115)를 지나갔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향상된 여행 경로 데이터(315),

데이터베이스(130)에 저장된 매체 사이트 위치 정보를 사용한다. 도 3에 도시된 매체 노출 가능성이 있는 매체 사이트

(115)에 대하여, 응답자(102)는 매체 사이트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매체 사이트와 연관된 기하학적 영향 영역 내를 지나

가야만 한다.

매체 사이트(115)와 관련된 예시적인 영향 영역(1010)이 도 10에 도시된다. 도 10의 예에서, 매체 사이트(115)는 315도

의 각으로 북서쪽을 향해 있다. 예시적인 영향 영역(1010)은 매체 사이트(115)가 응답자(102)에 의해 관측될 수 있는 최

대 거리와 같은 반경을 가진 원의 일부(1005)로 구성된 기하학적인 영역이며, 선 1020 및 1025는 매체 사이트(115)가 응

답자(102)에 의해 관측될 수 있는 최대각을 나타낸다. 최대 관측가능 거리는 매체 사이트의 형식 및 형태에 따라 변한다.

도 10에 도시된 예에서, 최대 관측가능 거리는 사이트의 형식(예를 들면, 매체 사이트의 크기)와 집적 관련이 있으며, 사이

트의 형식에 의존한다.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의 측면에 위치한 매체 사이트는 전형적으로 약 210피트부터 관측가능하고,

20피트×60피트 게시판은 전형적으로 약 1400피트부터 관측가능하다. 또한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최대 관측가능 거리는

매체 사이트의 위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땅으로부터 25피트 떨어져 위치한 매체 사이트는 좀 더 먼 거리에

서 관측가능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최대 관측가능 거리는 매체 사이트에 이용되는 특정 폰트, 색깔 등을 요소로 하는 매체

사이트와 관련 있을 수 있다. 예시적인 영향 영역(1010)이 원의 일부로 도시되었지만, 영향 영역(1010)은 예를 들면 사각

형과 같은 다른 형태를 가진 기하학적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도 10에 도시된 예에서, 최대 관측가능 각은 매체 사이트(115)가 마주한 방향(즉, 315도)을 따라 놓여 있는 벡터(1013)를

중심으로 140이다. 따라서, 선 1030은 25도(즉, (315+70)%360도)에 해당하고 선 1025는 245도(즉, (315-70)%360도)

에 해당하며, 여기서 %기호는 모듈로 동작자(modulo operator)를 나타낸다. 그러나, 일부 매체 사이트에 대하여 최대 관

측가능 각은 180도이다. 이것은 선 1020이 45도 선을 따라 배열되고 선 1025선이 225도 선을 따라 배열되는 것에 해당한

다. 매체 사이트(115)를 매체 노출로 간주하기 위하여, 응답자(102)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체 사이트(114)와 관련된 영

향 영역(1010) 내를 통과하거나 지나가야만 한다.

매체 사이트(115)를 보거나 소비하는데 바람직한 여행 방향은 매체 사이트(115)가 마주한 방향 및 최대 응답 가시(可視)

각에 의존한다. 최대 응답 가시각은 응답자(102)가 그들의 머리를 돌리지 않고도 매체 사이트(115)를 보거나 소비할 수 있

는 각 범위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응답자는 그들이 차에 앉아 있거나 차의 앞유리에 의해 제한될 때 볼 수 있는 전형적

인 각은 60도이며, 연구가 인간 시각의 90%가 수행되는 범위로 나타내는 것은 50도이다. 구체적으로, X도를 마주보괴 최

대 응답 가시각이 Y도인 매체 사이트(115)에 대하여, 바람직한 여행 방향은 [(X-(Y/2)+180)%360]도와 [(X+(Y/2)

+180)%360] 사이이며, 여기서 % 기호는 모듈러 동작자를 특정한다. 따라서, 140도의 최대 응답 가시각으로, 도 10에 도

시된 예에서 바람직한 여행 방향은 65도와 205도 사이이다.

도 11은 도 10의 예시적인 영향 영역(1010) 내를 90도(동쪽으로)로 가로지르는 직선 여행 경로(1105)를 도시한다. 화살

표 1110으로 표시된 직선 여행 경로(1105)의 일부는 응답자(102)가 영향 영역(1010)(빗금 친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매

체 노출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수의 굵은 화살표(1115 내지 1120)로 표시된 여행 경로(1105)의 일부는 응답자(102)가 매

체 사이트를 관측하기에 바람직한 방향(즉, 65도 < 90도 < 205도)으로 영향 영역(1010) 내를 지나가기 때문에 매체 사이

트(115)가 매체 노출로 간주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화살표 1125로 표시된 여행 경로(1105)의 나머지 부분은 응답자(102)

가 영향 영역(1010)을 떠났기 때문에 매체 사이트(115)가 매체 노출로 간주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도 12는 도 10의 예시적인 영향 영역을 가로지르는 곡선 여행 경로(1205)를 도시한다. 바람직한 여행 방향으로 영향 영역

(1010; 빗금 친 부분)을 가로지르는 여행 경로(1205)의 일부가 굵은 화살표로 도시된다.

도 3을 참조하면, 매체 사이트(115)와 관련된 영향 영역(1010)을 계산하기 위하여, 통행 프로세서(328)는 매체 사이트 위

치 데이터(325)로서 기록된 매체 사이트(115)의 최대 관측가능 거리 및 최대 관측가능 각에 근거하여, 영향 영역(101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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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영향 영역 컴퓨팅 장치(330)를 포함한다. 응답자(103)가 영향 영역 컴퓨팅 장치(330)에 의해 계산된 영향 영역

(1010)을 지나가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통행 프로세서(328)는 응답자가 영향 영역(1010) 내에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

여 향상된 여행 경로 데이터(315)에 있는 위치 결정점들을 비교하는 위치 비교 장치(335)를 포함한다. 영향 영역 컴퓨팅

장치(330)는 또한 매치 사이트(115)가 마주본 방향 및 최대 응답 가시각에 근거하여 매체 사이트(115)에 대한 바람직한

관측 방향의 범위를 계산한다. 매체 사이트(115)에 대한 바람직한 관측 방향의 범위는 모든 응답자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최대 응답 가시각으로 계산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매체 사이트(115)에 바람직한 관측 방향의 범위는 각 응답자에 대하여

계산될 수 있으며, 그에 의하여 각 응답자에 대한 최대 응답 가시각으로 계산될 수 있다.

여행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통행 프로세서(328)는 영향 영역(1010) 내에 있는 위치 결정점들의 여행 방향을 계산하는

여행 방향 컴퓨팅 장치(340)를 포함한다. 영향 영역(1010) 내에 있는 위치 결정점들은 위치 비교 장치(335)에 의해 여행

방향 컴퓨팅 장치(340)로 제공된다. 위치 결정점과 관련된 여행 방향은 적어도 하나의 다른 위치 결정점 및 표준 기하학 이

론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면, 위치 결정점을 다음 위치 결정점과 연결시키는 벡터를 구성하고, 구성된 벡터와 관련

된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통행 프로세서(328)는 또한 영향 영역(1010) 내에 있는 위치 결정점들에 대한 여행 방향을 여행 방향 컴퓨팅 장치(330)에

의해 계산된 바람직한 여행 방향의 범위와 비교하는 방향 비교기(345)를 더 포함한다.

각 매체 사이트는 매체 사이트들이 서로 근접하여 위치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처리되며, 각 매체 사이트는 영향 영역 및 바

람직한 여행 방향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수직이고 연속적으로 위치된 두 개의 게시판의 경우에, 하나의 게

시판이 일 방향으로 여행하는 응답자에 의해 관측된 것으로 간주되고, 다른 것은 반대 방향으로 여행하는 응답자에 의해

관측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하에서 좀 더 상세히 논의될 바와 같이, 추가적인 제한들(예를 들면, 사이트 조도, 존재 및 재진입 영향 영역 등)이 위치

결정점이 영향 영역과 바람직한 여행 방향 제한을 만족하더라도 즉, 영향 영역 내에 위치하고 응답자(102)가 바람직한 영

향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마주보더라도, 매체 사이트(115)가 위치 결정점에 위치한 응답자(102)에 대하여 노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도록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약 응답자(102)가 일광시간이 아닌 동안에 매체 사이트(115)를 지나가고

매체 사이트(115)가 밝혀져 있지 않다면, 매체 사이트(115)는 노출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추가적인 제한들을 적용하기

위하여, 통행 프로세서(328)는 제한 프로세서(350)를 포함한다. 매체 사이트(115)데 대한 각 노출 간주는 제한 프로세서

(350)에 의해 데이터베이스(130) 내에 기록된다.

데이터베이스(130) 내에 존재하는 매체 사이트 정보는 매체 사이트가 조명이 켜져 있는지 아닌지, 만약 조명이 켜져 있다

면 밝혀져 있는 시간을 특정한다. 예를 들어, 몇몇 매체 사이트들은 조명이 켜져 있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오직 일광시간

동안에만 매체 노출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광시간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서 겨울 동안(4월부터 9월)은 약 12

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8시)을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일광시간은 일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사용하거나, 일출

및 일몰 시간을 가리키는 통계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매일 결정될 수 있다. 도시된 매체 사이트(115)에 대하여, 매체 사이트

(115)는 일광 동안과 매체 사이트(115)가 조명이 켜진 시간 동안 동일하게 매체 노출로 간주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예를 들면, 야맹증과 같은 감소된 시력을 가져오거나 야기하는 의학적 상태를 가진 응답자에 의한 매체 사이

트(115)의 관측 간주는 이러한 시력 조건 또는 응답자가 소정 거리에 있는 매체를 관측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공지

된 다른 시력 조건들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응답자(102)가 영향 영역(1010) 내에 있는 다수의 연속적인 위치 결정점들을 가질 때, 매체 사이트(115)는 오직 한 번만

노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만약 150개 이상의 연속적인 위치 결정점들이 50피트 내에 위치된다면(5개까

지 예외), 이 연속적인 위치 결정점들은 집단으로 고려되고 단 한 번의 노출로 간주된다. 만약 연속적인 리스트 내에 5개

이상의 지점들이 50피트 이상 떨어져 있다면, 복수 노출로 간주된다.

영향 영역(1010)의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응답자(102)가 영향 영역(1010)을 여러 번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제한들이 적용된다. 만약 응답자(102)가 영향 영역(1010)을 떠났다가 영향 영역(1010)으로

재진입한다면, 매체 사이(115)는 응답자(102)가 최소 기간 동안 영향 영역(1010) 내에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노

출로 간주되지 않는다. 도시된 예에서, 최소 기간은 10분이다. 그러나, 임의의 다른 기간이 대신 사용될 수 있다.

종종, 매체 사이트(115)는 하나의 길(즉, 주요 도로)을 따라 위치한 반면, 응답자(102)는 제2 길(즉, 2차 도로)을 따라 바람

직한 방향으로 여행하고, 매체 사이트의 형향 영역(1010)으로 진입한다.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제한이 매체 사이트

(115)의 위치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도시된 예에서, 응답자가 주요 도로를 여행하고 있거나 또는 소정 리스트의 2차 도로를

여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매체 사이트가 매체 노출로 간주되며, 여기서 2차 도로의 소정 리스트는 매체 사이트(115)가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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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매체 사이트(115)의 소유자에 의해 리스트 내에 포함되는 것이 요청된 2차 도로들을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매체

사이트(115)는 매체 사이트(115)의 관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빌딩들(예를 들면, 시내 영역)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지 여

부에 근거하여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약 매체 사이트(115)가 큰 빌딩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면, 매체 사이트(115)

는 응답자(102)가 주요 도로를 여행하고 있거나, 매체 사이트(115)가 옥상에 위치되어 있어 2차 도로들로부터 관측가능한

경우에만 매체 노출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매체 사이트(115)가 큰 빌딩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지 않다면, 응답자(102)가

주요 도로를 여행하는지 또는 2차 도로를 여행하는지에 관계없이 매체 사이트(115) 는 매체 노출로 간주된다.

앞서 논의된 예시적인 방법들은 이동 매체 사이트들(예를 들어, 차량 측면에 매체와 같은)의 매체 노출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버스들은 버스당 4개 - 버스의 각 측면 상에 하나씩(즉, 앞, 뒤, 승객측, 운전자측) -

의 가능 메시지들(즉, 매체 사이트들)을 가질 수 있다. 도 13은 버스(1305) 둘레에 생성된 4개의 영향 영역(1310, 1315,

1320 및 1325)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만약 다른 매체 위치 배치들이 이용된다면(예를 들면, 전체 버스를 가로지르는 단일

메시지), 이하에 개략적으로 설명된 방법들이 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방식으로 수정될 수 있

다.

도 13에 도시된 예에서, 응답자(102)는 임의의 주어진 시간에 네 개의 메시지들 중 단 하나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버스

(1305)는 4개의 분면으로 분할되며, 4개의 분면 각각은 버스의 측면에 대응한다. 이것을 도시하기 위하여, 누군가 버스

(1305)의 여행 방향으로 버스(1305)의 지붕에 서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문자 "X"는 지붕 위에서 그려진 것이며, "X"자에

의해 형성된 각 4개의 분면은 4개의 메시지들 중 하나에 할당된다. 도 13에 도시된 예에서, 4개의 분면들은 각각 4개의 영

향 영역(1310, 1315, 1320 및 1325) 각각에 대응한다. 다른 영향 영역 형태들이 사용될 수 있음이 본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메시지가 180도의 최대 관측가능 각을 갖는다면, 영향 영역들은 중

첩될 수 있고, 응답자(102)는 동시에 두 개에 메시지들 또는 매체 디스플레이들을 볼 수 있다. 버스(1303)에 대한 각 메시

지들의 바람직한 방향들은 고정된 매체 사이트의 바람직한 방향들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고정된 위치 매체 사이트들에 대하여, 매체 사이트(115)의 정확한 위치는 매체 사이트 위치 데이터(325) 내에서 발견된 지

오-코드 위치 데이터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버스(1305)의 경우, 버스(1305)의 좌표는 버스(1305)가 정차되어 있거나

정류장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버스들이 거의 제한된 움직임을 갖긴 하지만, 각 버스 경로는 미리

특정되고 계획된 정류장 위치 및 시간들을 갖는다. 따라서, 버스(1305)의 여행 경로는 미리 특정되고 계획된 정류장 위치

들 및 시간들, 및 버스(1305)에 할당된 버스 경로를 사용하여 모의실험될 수 있다. 각 계획된 정류장 위치에 대하여 지오-

코드 위치 데이터는 임의의 다양한 잘 알려진 기술들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획득될 수 있다. 이러한 알려진 고정 위치들로

부터, 버스 정류장에서 멈춰진 버스(1305) 둘레의 영향 영역들(1310, 1315, 1320 및 1325)은 특정 기간 동안 4개의 고정

된 옥외 매체 사이트(예를 들면, 게시판 또는 버스 정류장)로 처리될 수 있으며, 앞에서 논의된 매체 노출 결정 방법들이 적

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버스(1305)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는 동안 응답자(102)에 의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영향 영

역들(1310, 1315, 1320 및 1325) 중 하나를 통과하는 것은 매체 노출로 간주될 수 있다.

각 계획된 버스 정류장의 끝에서, 영향 영역들(1310, 1315, 1320 및 1325)은 버스(1305)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

다. 버스(1305)가 앞으로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영향 영역들이 모의실험된 여행 경로를 따라 생성되며, 버스 정류장과 관

련된 영향 영역들(1310, 1315, 1320 및 1325)과 인접한 영향 영역들을 가진 고정 매체 사이트의 추가적인 세트를 나타낸

다. 새로운 영향 영역들의 크기는 원래 영향 영역들(1310, 1315, 1320 및 1325)과 같다. 소정 시간 창(window of time)

동안 새로운 영향 영역 내에 응답자(102)에 의한 지나감은 관련 메시지들이 관측된 것으로 간주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고, 여기서 소정 시간 창은 주어진 시간에 버스(1305)의 예측된 위치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다시 말해, 영향 영역들은 버스

스케줄을 사용하여 각 버스 정류장에서 생성될 것이다. 두 개의 알려진 버스 정류장들 사이에서, (영향 영역들과 관련된)

가상 버스 정류장들이 영향 영역들이 알려진 버스 정류장들 사이에 인접하고 버스(1305)의 모의실험된 여행 경로를 따라

놓이도록 생성될 수 있다. 각 가상 정류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작 및 종료 시간은 계획된 정류장들 사이에 알려진 시간을

기록하는 것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버스(1305)가 경로 상에 있도록 계획된 임의의 시간 및 버스 경로 전체를

통한 임의의 위치에서 매체 노출 간주 확률을 허용한다. 선택적으로, 영향 영역들은 조각들로 나누어지는 것보다 연속적으

로 움직이는 영향 영역들로 처리될 수 있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버스(1305) 전면의) 헤드라이트 신호가 관측될 수 있는 거리는 버스(1305) 앞에서 약 50피트

이며, 버스는 약 25피트 길이이고, 테일라이트(tail light) 신호는 버스 뒤 약 75피트부터 관측될 수 있다. 따라서, 도 13에

서, 150피트의 전체 거리가 세그먼트들의 길이로 사용된다.

14는 이 도면의 제1 및 제3 블록에 버스 정류장(경로 상의 정류장(#14 및 #15))을 포함하고, 알려진 정류장들 사이에 두

개의 가상 정류장들(1405 및 1410)을 포함하며, 버스(1305) 앞에 대하여 4개의 중첩되지 않는 영향 영역들, 버스(1305)

의 운전자 측에 대하여 4개의 영향 영역 등을 가져오는 세 개의 도시 블록들과 관련된 예시적인 시나리오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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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매체 사이트에 대하여 상술한 조명과 관련된 동일한 제한들이 이동 매체 사이트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버스

(1305)에는 관련 버스 스케줄로부터 도출한 버스 위치들보다 실제 버스 위치들을 기록하기 위한 SPS 장치들이 설치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버스 위치 데이터가 영향 영역을 도출하고 버스(1305)가 임의의 시점에 위치한 임의의 위치 및/또는

(데이터의 필요한 입도에 따라) 임의 수의 위치들에 대한 바람직한 여행 방향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도 15, 16 및 17은 도 3의 예시적인 통행 프로세서(328)를 구현하기 위하여 프로세서(예를 들면, 도 23의 프로세서들

(2305A-C) 중 하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을 나타내는 흐름도들을 도시한다. 도 15 내

지 17의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 및 도 3의 예시적인 통행 프로세서(328)는 프로세서, 제어기 및/또는 임의의 적절한 프로

세싱 장치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5 내지 17의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 및 도 3의 예시적인 통행 프로세서

(328)는 플래시 메모리 또는 예시적인 프로세서 플랫폼(2300)에 도시된 프로세서들(2305A-C)과 관련되고 도 23과 관련

하여 이하에서 설명될 랜덤 액세스 메모리와AM 같은 유형의 매체 상에 저장된 코딩된 명령어들로 구현될 수 있다. 선택적

으로, 도 15 내지 17의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 및 도 3의 예시적인 통행 프로세서(328)의 일부 또는 모두는 어플리케이션

전용 집적 회로(ASIC), 프로그램가능한 로직 장치(PLD), 필드 프로그램가능한 로직 장치(FPLD), 개별 로직,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및/또는 펌웨어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도 15 내지 17의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 및 도 3의 예시적인

통행 프로세서(328)의 일부 또는 모두는 수동으로 또는 상술한 기술들 중 임의의 조합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게다가,

도 15 내지 17의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은 도 15 내지 17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설명되지만, 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라면, 도 3의 예시적인 통행 프로세서(328)를 구현하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채용될 수 있음을 용이하게 인식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블록들의 실행 순서가 변경될 수 있고, 설명된 블록들 중 일부가 변경, 제거 또는 결합될 수

있다

예시적인 통행 프로세서(328)는 모든 매체 사이트들이 처리되는 블록 1505로 도 15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

의 실행을 시작한다. 통행 프로세서(328)는 매체 사이트(113)의 최대 관측 거리, 마주하는 방향 및 최대 관측각에 근거하

여 매체 사이트(115)와 관련된 영향 영역(1010)을 계산한다(블록 1510). 통행 프로세서(328)는 다음으로 바람직한 여행

방향의 범위를 계산한다(블록 1515). 상술한 바와 같이, 바람직한 여행 방향의 범위는 공통 최대 반응 가시 각에 대응하거

나, 각 응답자에 대한 최대 반응 가시 각과 관련될 수 있다. 통행 프로세서(328)는 모든 응답자와 관련된 모든 위치 결정점

들이 처리되는 블록 1520으로 계속된다. 위치 결정점들에 대하여, 통행 프로세서(328)는 위치 결정점을 영향 영역(1010)

과 비교한다(블록 1525). 만약 위치 결정점이 영향 영역(1010) 내에 있다면, 통행 프로세서(328)는 위치 결정점에서의 응

답자(102)의 여행 방향을 매체 사이트(115)와 관련된 바람직한 여행 방향의 범위와 비교한다(블록 1530). 만약 응답자

(102)의 여행 방향이 바람직하다면(블록 1530), 통행 프로세서(328)는 도 17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을 실행

하는 것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적용가능한 제한들을 적용한다(블록 1532).

블록 1525로 돌아가서, 만약 위치 결정점이 영향 영역(1010) 내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통행 프로세서(328)는 모든 위치

결정점들이 처리되었는지를 결정한다(블록 1535). 만약 모든 위치 결정점들이 처리되지 않았다면(블록 1535), 통행 프로

세서(328)는 다음 위치 결정점을 처리하기 위하여 블록 1520으로 되돌아간다. 그렇지 않고, 모든 위치 결정점들이 처리되

었다면(블록 1535), 통행 프로세서(328)는 모든 매체 사이트들이 처리되었는지를 결정한다(블록 1540). 모든 매체 사이

트들이 처리되었다면(블록 1540), 통행 프로세서(328)는 도 15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의 수행을 종료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모든 매체 사이트들이 처리되지 않았다면(블록 1540), 통행 프로세서(328)는 다음 매체 사이트를 처리

하기 위하여 블록 1505로 되돌아간다.

이동 매체 사이트들(예를 들면, 버스(1305))에 대한 매체 노출을 결정하기 위하여, 도 15의 블록 1505는 이동 매체 사이트

들과 관련된 복수의 임시적인 영향 영역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응답자(102)가 임시적인 영향 영역 내부에 있는지에 대

한 결정(블록 1525)은 각 임시적인 영향 영에 대한 유용한 기간을 요소로 한다.

방해된 신호 수신과 관련된 여행 경로의 일부에 대하여, 추가 결정 블록이 도 15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에서

블록 1525 전에 추가될 수 있다. 추가 결정 블록은 방해된 신호와 관련된 위치 결정점들에서 간격을 검출한다(도 3의 프리

-프로세서(308)에 의해 향상된 여행 경로 데이터(315)에 표시된 바와 같이). 만약 간격이 검출되면, 통행 프로세서(328)

는 방해된 신호 수신과 관련된 여행 경로의 일부에 대한 유사 경로를 결정하고, 그 유사 경로를 따라 위치한 매체 사이트를

매체 노출로 간주한다.

도 15에 도시된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의 계산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구현이 선택적이고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

능 명령어들에 도시된다. 도 16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은 응답자 여행 경로들이 알려진 여행 코스를 따르도록

배열되고 알려진 여행 코스의 세그먼트가 원보다 사각형 내에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더 적은 계산이 요구된다는 사실

의 이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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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프로세서(328)는 모든 매체 사이트가 처리되는 블록 1605로 도 16의 선택적이고 예시적인 대체 기계 판독가능 명령

어들의 실행을 시작한다. 통행 프로세서(328)는 정사각형의 각 측면이 매체 사이트(115)의 최대 관측 거리의 약 두 배와

같은 길이를 갖도록 매체 사이트(115)에 중심을 둔 정사각형 영역을 계산한다(블록 1610). 그러나, 다른 길이 또는 거리가

대신 사용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그 영역은 그것이 매체 사이트(115)와 관련된 영향 영역(1010)의 크기와 거의 대응하도

록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 또는 다른 다각형일 수 있다. 통행 프로세서(328)는 또한 정사각형 영역 내에 들어있는 알려

진 여행 코스와 관계된 세그먼트들의 리스트를 결정한다(블록 1615).

통행 프로세서(328)는 다음으로 매체 사이트(115)의 최대 관측 거리, 마주한 방향, 및 최대 관측 각에 근거하여 매체 사이

트(115)와 관련된 영향 영역(1010)을 계산한다(블록 1620). 통행 프로세서(328)는 다음으로 바람직한 여행 방향을 계산

한다(블록 1625). 상술한 바와 같이, 바람직한 여행 방향은 공통 최대 응답 가시각에 대응하거나, 각 응답자에 대한 최대

응답 가시각과 관련될 수 있다.

통행 프로세서(328)는 모든 응답자들과 관련된 모든 위치 결정점들이 처리되는 블록 1630으로 계속된다. 위치 결정점에

대하여, 통행 프로세서(328)는 위치 결정점(알려진 여행 코스의 세그먼트로 배열된)을 정사각형 영역 내에 포함된 알려진

여행 코스의 세그먼트들의 리스트와 비교한다(블록 1635). 만약 위치 결정점들이 이 세그먼트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블

록 1635), 통행 프로세서(328)는 이 위치 결정점을 영향 영역(1010)과 비교한다(블록 1640). 만약 위치 결정점이 영향 영

역(1010) 내에 있다면(1640), 통행 프로세서(328)는 위치 결정점에서의 응답자(102)의 여행 방향과 매체 사이트(115)와

관련된 바람직한 여행 방향을 비교한다(블록 1645). 만약 응답자(102)의 여행 방향이 바람직하다면(블록 1645), 통행 프

로세서(328)는 도 17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적용가능한 제한들을 적용한다(블록

1650). 그렇지 않고, 만약 응답자(102)의 여행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면(블록 1645), 통행 프로세서(328)는 블록 1655

로 진행한다.

만약 모든 위치 결정점들이 처리되지 않았다면(블록 1655), 통행 프로세서(328)는 다음 위치 결정점을 처리하기 위하여

블록 1630으로 되돌아간다. 그렇지 않고, 만약 모든 위치 결정점들이 처리되었다면(블록 1655), 통행 프로세서(328)는 모

든 매체 사이트들이 처리되었는지를 결정한다(블록 1660). 만약 모든 매체 사이트들이 처리되었다면(블록 1660), 통행 프

로세서(328)는 도 16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의 실행을 종료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모든 매체 사이트들이 처

리되지 않았다면(블록 1660), 통행 프로세서(328)는 다음 매체 사이트를 처리하기 위하여 블록 1605로 되돌아간다.

통행 프로세서(328)는 위치 결정점들과 관련된 시간과 매체 사이트(115)와 관련된 일광 시간과 비교하는 것에 의하여 도

17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의 실행을 시작한다(블록 1705). 만약 시간이 매체 사이트(115)의 일광 시간 밖이

라면(블록 1705), 통행 프로세서(328)는 그 시간이 매체 사이트(115)의 조명 시간(만약 있다면) 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

한다(블록 1707). 만약 통행 프로세서(328)가 그 사이트가 위치 결정점과 관련된 시간에 조명이 켜져 있지 않다고 결정했

다면(블록 1707), 통행 프로세서(328)는 일광 조건(블록 1705) 또는 사이트 조명 상태(블록 1707)가 아니라면 매체 사이

트(115)가 응답자(102)에 의해 보여질 수 없기 때문에 도 17의 예시적인 판독가능 명령어들의 실행을 종료한다.

만약 일광 조건이 존재하거나(블록 1705) 또는 매체 사이트(115)에 위치 결정점과 관련된 시간에 인공적으로 조명이 켜져

있다면, 통행 프로세서(328)는 여행 경로가 영향 영역(1010) 내에 위치한 복수의 위치 결정점들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결

정한다(블록 1710). 만약 복수의 위치 결정점들이 영향 영역(1010) 내에 위치한다면, 통행 프로세서(328)는 응답자(102)

가 영향 영역(1010) 내에 위치했던 과거 시간으로부터 적어도 10분 동안 그 영향 영역(1010) 밖에 있었는지를 결정한다

(블록 1715). 만약 응답자(102)가 적어도 10분 동안 그 영향 영역(1010) 밖에 있지 않았다면, 통행 프로세서(328)는 도

17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의 실행을 종료한다. 10분 대신 임의의 다른 기간이 사용될 수 있고, 바람직하게 기

간의 길이는 소정 시간의 길이 동안 영향 영역(1010) 밖에 있는 누군가가 영향 영역(1010)에 재진입했을 때 개별적이 노

출 간주가 바람직하도록 매체 사이트(115)에 그들의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영향 영역(1010) 내의 위치 결정점들이 존재하지 않거나(블록 1710), 응답자(103)가 10분 이상 영향 영역(1010) 밖에 있

지 않았을 경우(블록 1715), 통행 프로세서(328)는 위치 결정점들이 매체 사이트(115)와 관련된 주요 도로를 따르고 있는

지를 결정한다(블록 1720). 만약 위치 결정점이 주요 도로를 따르고 있다면(블록 1720), 통행 프로세서(328)는 매체 사이

트(115)가 노출된 것으로 간주하고(블록 1725), 도 17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의 실행을 종료한다.

블록 1720으로 돌아가서, 위치 결정점들이 주요 도로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 통행 프로세서(328)는 위치 결정점들이 매체

사이트(115)가 관측가능한 소정의 2차 도로를 따르고 있는지를 결정한다(블록 1730). 만약 위치 결정점들이 매체 사이트

(115)가 관측가능한 소정의 차 도로를 따르고 있다면(블록 1730), 통행 프로세서(328)는 매체 사이트(115)를 노출로 간주

하고(블록 1725) 도 17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의 실행을 종료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위치 결정점이 매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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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115)가 관측가능한 소정의 2차 도로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블록 1730), 통행 프로세서(328)는 매체 사이트(115)를

응답자(102)에 대하여 노출로 간주하지 않고 도 17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의 실행을 종료한다. 선택적으로,

도 17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은 결정 블록 1730을 지나치는 것에 의하여 주요 도로상의 여행에 대하여만 매

체 사이트(115)가 노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통계적 샘플링(sampling) 오류들이 임의의 매체 노출 측정 시스템에 내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복수의 응답자들(102)의

인구 통계가 마케팅 영역의 인구 통계와 완전히 일치하는 않을 경우; 응답자들(102)의 수가 모든 매체 사이트들(115)이 통

과되는 것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 특정 응답자(102)가 몇몇의 매체 사이트(115)와 가까이 거주하고 따라서

이 매체 사이트(115)에 대한 노출 간주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등에서 오류들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102)의 풀

(pool)은 통계적 데이터의 전체 세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도 3으로 돌아가면, 통행 프로세서(328)에 의해 결정되고 데이터베이스(130)에 저장된 매체 노출 간주에 대한 통계적 정

확성 및/또는 대표성(즉, 통행 데이터)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MECD(300)는 통계 처리 장치(397)를 포함한다. 통계 처리

장치(397)는 좀 더 대표적인 더 큰 풀의 응답자들에 대한 통행 데이터를 조화시키고, 잘못된 통계값들을 귀속시키며, 매체

사이트들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범위 및 횟수 값들을 생성하는 통계 분석 알고리즘을 채용한다. 그러나, 통계 처리 장치

(397)에 의해 구현된 임의의 통계 처리가 결과 통행 데이터(및 그들로부터 도출된 임의의 결과 범위 및 횟수 값들)가 각 측

정된 시장 또는 영역에서 매체 사이트 노출의 공평한 예측을 남기는 것을 보장함이 중요하다는 것은 본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도 18은 도 14의 통계 처리 장치(397)를 구현하는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다. 통행 데이터를 조합시키기 위하여, 통계 처

리 장치(297)는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1805)를 포함한다. 조화 프로세서는 각 매체 사이트 소유자 및 매체 사이트 형태에

대한 전체 평균 매체 사이트 통행 예측을 유지하면서, 통행 데이터의 극단적인 특성들(0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통행 데

이터를 갖는 사이트들을 포함)을 제거하고 통행 데이터를 부드럽게 하려는 것이다.

옥외 매체 시장에서, 자동차 교통량 조사에 근거한 선택적인 매체 사이트 통행 예측이 사용가능하다(예를 들면, TAB 일별

효율적인 순환(DEC) 통행 예측). 자동차 교통량에 따른 조사들은 정의, 데이터 방법, 및 타이밍 면에서 도 1에 도시된 예시

적인 전자 매체 노출 시스템과 다르다. 그러나, 통계적 분석 및 결과 비교는 전형적으로 두 개의 기술들로부터의 결과가 대

부분에 매체 사이트에 대하여 서로 +/-20% 내에 있음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조화 프로세서(1805)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통행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각 반복에서, 조화 프로세서(1805)

는 통행 데이터가 TAB DEC 통행 데이터의 +/-20% 내에 있도록 제한하고, 제한된 통행 데이터를 평균 통행 값을 복원하

기 위한 인자로 한다(즉, 통행 데이터는 평균을 유지하도록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제한된 통행 데이터를 인자로 하기 위

하여,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1805)는 현재 평균을 계산하고, 원래 평균을 현재 평균으로 나눔으로써 스케일 인자를 결정하

고, 제한된 통행 데이터에 스케일 인자를 곱한다. 이 예에서, 평균 통행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만약 두 개

의 제한들이 동시에 만족되지 않는다면, 비율 제한이 완화된다. DEC TAB 데이터를 구비하는 않은 모든 사이트들에 대하

여, 통행 데이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간단한 가중 평균이 통계 처리 장치(397)에 의해 적용된다. 통계 처리 장치(397)

는 최대 수의 반복이 일어났거나 수렴이 검출된 경우 반복을 종료한다. 이 예에서, 수렴은 현재 평균 통행과 원래 평균 통

행 사이의 비율 오류를 감시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 비율이 소정 제한 아래로 떨어질 때, 수렴이 일어난다. 통행 데이

터 조화의 다른 기술들이 상술한 방법 대신 또는 상술한 방법에 더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매체 사이트 노출

조사 데이터를 구비한 조화가 사용될 수 있거나, 다른 목적 비율이 사용될 수 있거나, 다른 수렴 조건이 사용될 수 있다. 또

한, 통행 데이터는 (단일 제한을 포함하는) 임의 수의 제한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통계 처리 장치(397)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도 19는 예시적인 조화 프로세서(1805)에 의해 조화 전, 동안 및 후의 예시적인 통행 데이터를 도시한다. 도 19의 예는 매

체 사이트 그룹(예를 들면, 동일한 매체 사이트 소유자, 동일한 매체 사이트 형식 등) 내의 3개의 사이트들에 대한 통행 데

이터를 도시한다. 2번째 행은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한 TAB DEC 통행을 나타내고, 3번째 행은 예를 들면 도 3의 예시적인

통행 프로세서(328) 및 예시적인 장치(200)에 의해 결정된 통행 데이터를 나타낸다. 4번째 행은 데이터를 TAB DEC 통행

데이터의 +/-20% 내로 제한한 후 통행 데이터를 나타낸다. 5번째 행은 평균 통행이 유지되는 제한을 만족하도록 계산된

후 통행 데이터를 나타낸다. 6번째 및 7번째 행은 2번째 반복 후 결과통행 데이터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행은 원

래 전체 평균 통행을 유지하면서 TAB DEC 통행 데이터의 특성에 더 가까워진 완전히 수렴되고 조화된 통행 데이터를 나

타낸다.

도 18로 돌아가면, 잘못된 통계 데이터 또는 정보(예를 들면, 응답자들이 지정 인종, 언어, 고용 상태, 주택 소유, 수입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를 귀속시키기 위하여, 통계 처리 장치(397)는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를 포함한다. 임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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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잘 알려진 데이터 통합 기술들을 사용하여,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는 잘못된 통계 데이터를 귀속시키거나 결

정한다. 도 18의 예시적인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는 인구 통계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각 응답자에 대하여 사용가능하

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데이터 통합을 위한 연결 변수들 또는 "연결 고리"로 사용할 것이다. 다른 연결 변수들은 거주자의

나이, 국가 등일 수 있으며, 이것 또한 각 응답자에 대하여 사용가능한 것으로 가정된다.

데이터 통합 기술은 응답자의 잘못된 데이터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응답자로부터 귀속될 수 있다는 이론 상에서 동작한다.

예를 들면, 동일한 나이, 성별, 위치 및 주택 소유를 공유하는 두 명의 응답자들은 통계적으로 무작위로 매칭된 응답자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유사한 수입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특성을 구비하고, 공통 연결 변수들을 공유하는 응답자들을

위치시키는 것에 의하여 제1 응답자의 수입과 같이 잘못된 통계가 제2 응답자의 수입으로부터 (통계적 관점에서) 신뢰성

있게 귀속될 수 있다.

이 예에서, 응답자들은 각 성별 내에서 두 개의 그룹 즉, 적어도 하나의 잘못된 통계를 가진 수용자(recipient)들 및 완전한

통계 기록들을 가진 도너(donor)들로 분리된다. 따라서, 네 개의 그룹들은 #1(남성, 도너), #2(남성, 수용자), #3(여성, 도

너) 및 #4(여성, 수용자)로 생성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성별 내에서, 각 수용자 및 도너 사이의 통계적 차이가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각 수용자는 가장 작은 통계적 차이를 가진 도너와 매칭되고, 도너로부터의 통계적 정보가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된다. 임의의 적절한 통계적 차이가 채용될 수 있음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

명할 것이다. 이 예에서, 통계적 차이는 잘 알려진 수정된 마할라노비스(Mahalanobis) 거리로 계산된다. 이 수정된 마할라

노비스 거리는 지점의 각 구성요소의 통계적 변이, 상관관계 및 중요성에 의해 기준화된(scaled) 두 개의 N차원 지점들 사

이의 거리이다. 도 18의 예에서, 두 개의 N차원 지점들은 미디어 사이트에 의한 각 수용자 및 도너에 대한 수입을 나타내

고, 여기서 N은 미디어 사이트들의 수이다.

미디어 사이트(또는 미디어 사이트 형식, 소유자 등)의 노출 또는 소비의 효율성(즉, 범위 및 회수)을 특징짓기 위한 적절한

모델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통계 처리 장치(397)는 횟수 및 범위 프로세서(1815)를 포함한다. 이 예에서, 횟수 및 범위 프

로세서(1815)는 잘 알려진 감마 포아송(Gamma Poisson) 분포(즉, 음이항 분포(NBD))의 파라미터들을 결정한다. 이 예

에서, 횟수 및 범위 프로세서(1815)는 통행 데이터에 근거하여 스케줄(즉, 하나 이상의 조건에 근거하여 선택된 매체 사이

트들의 세트)에 대한 9일 종합 시청률(Gross Rating Points; GRPs)을 계산한다. 횟수 및 범위 프로세서(1815)는 다음으로

GPRs 및 범위로부터 모델 파라미터들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양한 잘 알려진 기술들 중 하나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회수 및

범위 프로세서(1815)는 소정 기간 동안 매체 효율성(즉, 범위 및 횟수 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예측된 모델 파라미터들을

사용한다. 다른 적절한 모델들이 사용될 수 있고, 다른 적절한 방법들이 모델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데 유용하며, 통신 데

이터로부터의 범위 및 횟수 값들이 사용될 수 있음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도 20, 21 및 22는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1805),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 및 횟수 및 범위 프로세서(1815)를 각각 구

현하기 위하여 프로세서(예를 들면, 도 23의 프로세서들(2305A-C) 중 하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

능 명령어들을 나타내는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20 내지 22의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1805), 데이

터 통합 프로세서(1810), 및/또는 횟수 및 범위 프로세서(1815)는 프로세서, 제어기 및/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프로세싱

장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20 내지 22의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1805),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 및/또는 횟수 및 범위 프로세서(1815)는 예시적인 프로세서 플랫폼(2300)으로 도시되고, 도 23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논의되는 프로세서들(2305A-C)과 관련된 플래쉬 메모리 또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와 같은 유형

의 매체 상이 저장된 코딩된 명령어들로 구현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도 20 내지 22의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 데이터 조

화 프로세서(1805),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 및/또는 횟수 및 범위 프로세서(1815)의 일부 또는 모두는 어플리케이

션 전용 집적 회로(ASIC), 프로그램가능한 로직 장치(PLD), 필드 프로그램가능한 로직 장치(FPLD), 개별 로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또는 펌웨어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도 20 내지 22의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 데이터 조화 프로

세서(1805),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 및/또는 횟수 및 범위 프로세서(1815)의 일부 또는 모두는 수동으로 또는 상술

한 기술들 중 임의의 조합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게다가, 도 20 내지 22의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은 도 20 내지 22

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설명되지만, 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도 18의 모든,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

(1805),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 및/또는 횟수 및 범위 프로세서(1815)를 구현하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채용될 수 있

음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블록들의 실행 순서가 변경될 수 있고, 설명된 블록들 중 일부가 변경, 제

거 또는 결합될 수 있다

도 20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은 각 매체 사이트 그룹(예를 들면, 매체 사이트 소유자, 매체 사이트 형식 등)을

처리하는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1805)로 시작된다(블록 2005). 매체 사이트 그룹에 대하여,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1805)

는 매체 사이트 그룹에 포함된 모든 매체 사이트들을 식별한다(블록 2010).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1805)는 다음으로 각

매체 사이트의 모든 응답자들에 대한 통행 데이터를 함께 더하는 것에 의하여 통행 데이터를 결합시킨다(블록 2015).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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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1805)는 각 식별된 매체 사이트들에 대한 통행 데이터의 평균(AP)을 계산한다(블록 2020),

각 데이터 조화의 반복에 대하여(블록 2030),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1805)는 매체 그룹 내의 각 매체 사이트를 처리한다

(블록 2035). 각 매체 사이트에 대하여(블록 2035),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1805)는 사이트에 대한 통행 데이터를 TAB

DEC 통행 데이터의 +/-20% 내로 제한한다(블록 2040). 만약 매체 사이트 그룹 내의 모든 매체 사이트들이 처리되지 않

았다면(블록 2045),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1805)는 매체 사이트 그룹 내의 다음 매체 사이트를 처리하기 위하여 블록

2035로 되돌아간다. 그렇지 않고, 매체 사이트 그룹 내의 모든 매체 사이트들이 처리되었다면(블록 2045), 데이터 조화 프

로세서(1805)는 매체 사이트 그룹 내에 있는 매체 사이트에 대한 통행 데이터를 (상술한 바와 같이) 계산한다(블록 2050).

다음으로,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1805)는 통행 데이터의 데이터 조화가 수렴되는지를 (상술한 바와 같이) 결정한다(블록

2055). 만약 수렴이 일어난다면(블록 2055),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1805)는 모든 매체 사이트 그룹들이 처리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블록 2065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고, 수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블록 2055),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

(1805)는 다음 반복을 처리하기 위하여 블록 2030으로 되돌아간다.

모든 매체 사이트 그룹들이 처리되었다면(블록 2065),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1805)는 도 20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

령어들의 실행을 종료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모든 매체 사이트 그룹들이 처리되지 않았다면(블록 2065), 데이터 조화 프

로세서(1805)는 다음 매체 사이트 그룹을 처리하기 위하여 블록 2005로 되돌아간다.

도 21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은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가 각 성별을 처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블록

2105). 각 성별 내에서(블록 2105),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는 그들이 완전한 통계 정보를 가졌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각 응답자(102)를 도너와 수용자로 구별한다(블록 2110). 각 식별된 수용자들에 대하여(블록 2115), 데이터 통합 프로세

서(1810)는 현재 최소값을 0으로 설정하고(블록 2117), 동일한 성별의 모든 도너들을 처리한다(블록 2120). 각 도너에 대

하여(블록 2120),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는 수용자와 도너 사이의 통계적 차이를 (상술한 바와 같이) 계산한다(블록

2125). 만약 통계적 차이가 현재 최소값보다 작다면(블록 2130),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는 도너를 통지하고(즉, 도

너를 식별하는 정보를 기록하고), 최소값이 통계적 차이와 같도록 업데이트한다(블록 2135).

만약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가 동일한 성별의 모든 도너들에 대한 통계적 차이를 계산하지 않았다면(블록 2140), 데

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는 다음 도너를 처리하기 위하여 블록 2120으로 되돌아간다. 만약 모든 도너들이 처리되었다면

(블록 2140),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는 수용자에 대한 잘못된 통계 정보를 통지된 도너로부터 채운다(블록 2145).

만약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가 모든 수용자들을 처리하지 않았다면(블록 2150),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는 다

음 수용자를 처리하기 위하여 블록 2115로 되돌아간다. 만약 모든 수용자들이 처리되었고(블록 2150), 모든 성별들이 처

리되지 않았다면(블록 2155),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는 다음 성별을 처리하기 위하여 블록 2105로 되돌아간다. 만

약 모든 성별들이 처리되었다면(블록 2155),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는 도 21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의

실행을 종료한다.

도 22의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은 범위 및 횟수 프로세서(1815)가 매체 사이트들의 소정 세트(즉, 스케줄)에 대

한 조화된 통행 데이터를 사용하여 9일간의 소정 세트에 대한 9일 GRPs을 계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블록 2205). 범위

및 횟수 프로세서(1815)는 다음으로 9일간의 소정 세트 중 하루를 보고하는 응답자에 대한 통행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중

된 범위 및 회수 분석을 수행한다(블룩 2210). 분석 결과는 감마 포와송 모델에 대한 초기 파라미터들을 발생시키는데 사

용된다. 다음으로, 범위 및 횟수 프로세서(1815)는 모델이 조화된 9일 GRPs과 일치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초기 모델 파라미터들을 기준화하고(블록 2215), 기준화된 파라미터들은 필요한 범위 및 주파수 데이터를 계산하

기 위하여 사용된다(블록 2220).

도 23은 여기에 개시된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예시적인 프로세서 시스템(2300)을 도시한다. 프로세서 시스템(2300)은 관

련 시스템 메모리를 가진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2305A-C)을 포함한다. 시스템 메모리는 하나 이상의 랜덤 액세스 메모

리(RAM; 2315) 및 리드 온니 메모리(ROM; 2317)를 포함할 수 있다.

도 23의 예에서, 복수의 프로세서들(2305A-C)은 다른 주변기기들 또는 장치들이 인터페이스하는 입력/출력 제어기 허브

(ICH; 2325)와 결합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ICH(2325)와 인터페이스하는 주변기기들은 입력 장치(2327), 대용량 저장

장치(2340)(예를 들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범용 시리얼 버스(USB; 2345), USB 장치(2350), 다른 네트워크(2360)와

결합된 네트워크 포트(2355), 및/또는 제거가능한 저장 장치 드라이브(2357)를 포함한다. 제거가능한 저장 장치 드라이브

(2357)는 자기 또는 광학 매체와 같은 관련 제거가능한 저장 매체(2358)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주변 기기들은

다운로드 서버(120)에 의해 기록된 위치 결정점 데이터(305)의 제공을 구현할 수 있다. 대용량 저장 장치(2340)는 도 6a-

c, 15-17 및 20-22에 도시된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을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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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의 예시적인 프로세서 시스템(2300)은 또한 메모리 제어기 허브(MCH; 2310)에 주변기기로 결합되고 디스플레이

장치(2322)에도 결합된 비디오 그래픽 어댑터 카드(2320)를 포함한다.

예시적인 프로세서 시스템(2300)은 예를 들어, 종래 데스크톱 개인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네트워크 서버,

또는 임의의 다른 컴퓨팅 장치들일 수 있다. 프로세서들(2305A-C)은 Intel® Pentium® 계열의 마이크로프로세서들,

Intel® Itanium® 계열 마이크로프로세서들, Intel® XScale® 계열 프로세서들, AMD® AthlonTM 계열 프로세서들, 및/또는

AMD® OpteronTM 계열 프로세서와 같은 임의 형식의 프로세싱 유닛일 수 있다. 프로세서들(2305A-C)은 MECD(200),

프리-프로세서(308), 여행 경로 프로세서(310),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320), 통행 프로세서(328), 통계 처리 장치(397),

데이터 조화 프로세서(1805),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1810), 및/또는 횟수 및 범위 프로세서(1815)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

6a-c, 15-17 및 20-22의 예시적인 판독가능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다.

시스템 메모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형성하는 메모리들(2315 및 2317)은 임의의 적절한 메모리 또는 메모리 장치일 수 있

으며, 시스템(2300)의 저장 요구들을 만족시키는 크기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대용량 저장 장치(2340)는 예를 들면, 프로

세서들(2305A-C)에 의해 판독가능한 임의의 자기 또는 광학 매체일 수 있다. 시스템 메모리는 기록된 여행 경로 데이터

(305), 향상된 여행 경로 데이터(315), 및/또는 데이터베이스(130)를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메모리는

또한 도 6a-c, 15-17 및 20-22에 도시된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을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입력 장치(2327)는 키보드, 마우스, 터치 스크린, 트랙 패드, 또는 사용자가 프로세서들(2305A-C)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게 하는 임의의 다른 장치들로 구현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장치(2322)는 예를 들면, 액정 디스플레이(LCD) 모니터, 음극선 튜브(CRT) 모니터, 또는 비디오 그래픽 어댑

터(2320)를 통하여 프로세서들(2305A-C)과 사용자들 사이의 인터페이스로 동작하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장치일 수 있

다. 비디오 그래픽 어댑터(2320)는 디스플레이 장치(2322)를 MCH(2310)로 인터페이스하는데 사용되는 임의의 장치이

다. 그러한 카드들은 예를 들면, Creative Labs 및 다른 유사 상인들로부터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하다.

제거가능한 저장 장치 드라이브(2357)는 예를 들면, 콤팩트 디스크-기록가능(CD-R) 드라이브, 콤팩트 디스크-재기록가

능(CD-RW) 드라이브,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 드라이브 또는 임의의 다른 광학 드라이브와 같은 광학 드라이브일 수

있다. 선택적으로, 그것은 자기 매체 드라이브일 수 있다. 제거가능한 저장 매체(2358)는 그것이 드라이브(2357)로 동작

하도록 선택될 수 있는 한, 제거가능한 저장 매체(2357)를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약 제거가능한 저장 장치 드라이

브(2357)가 광학 드라이브라면, 제거가능한 저장 매체(2358)는 CD-R 디스크, CD-RW 디스크, DVD 디스크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광학 디스크일 수 있다. 한 편, 만약 제거가능한 저장 장치 드라이브(2357)가 자기 매체 드라이브라면, 제거가

능한 저장 매체(2358)는 예를 들면, 디스켓,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자기 저장 매체일 수 있다. 제거가능한 저장 매체

(2358)는 또한 다운로드 서버(120)에 의해 기록된 위치 결정점들을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130)를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시적인 프로세서 시스템(2300)은 또한 예를 들면, 이더넷 카드 또는 무선이나 유선일 수 있는 임의의 다른 카드와 같은

네트워크 포트(2355)(예를 들면, 프로세서 주변 기기들)를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 포트(2355)는 프로세서(2305A-C)

와 지역 네트워크(LAN), 광역 네트워크(WAN), 인터넷,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네트워크일 수 있는 네트워크(2360) 사

이의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포트(2355) 및 네트워크(2360)는 또한 다운로드 서버(120)에 의해 기록된 위

치 결정점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예시적인 시스템들 내에 도시된 메모리의 순서, 크기, 비율이 변할 수 있음은 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 특허는 그들 중에, 하드웨어 상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

어를 포함하는 예시적인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시스템들은 단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제한적인 것으로 고

려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러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의 일부 또는 전부는 배타적으로 하드웨어로,

배타적으로 소프트웨어로, 배타적으로 펌웨어로 또는 하드웨어, 펌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의 일부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상술한 예들은 그러한 시스템들을 구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님이 본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상술한 예시적인 방법들,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 및 또는 장치들 중 적어도 일부는 컴퓨터 프로세서 상에서 동작하는 하

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및/또는 펌웨어 프로그램에 의해 구현된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특정 집적 회로들, 프로그램가능

한 로직 어레이들 및 다른 하드웨어 장치들을 포함하나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 전용 하드웨어 구현들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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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시된 예시적인 방법들 및/또는 장치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성될 수 있

다. 게다가, 분산 프로세싱 또는 구성요소/객체 분산 프로세싱, 병렬 프로세싱, 또는 가상 머신 프로세싱을 포함하나 여기

에 제한되지 않는 선택적인 소프트웨어 구현들이 여기에 개시된 예시적인 방법들 및/또는 장치들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성

될 수 있다.

여기에 개시된 예시적인 소프트웨어 및/또는 펌웨어 구현들이 자기 매체(예를 들면, 디스크 또는 테이프); 자기광학 또는

디스크와 같은 광학 매체; 또는 메모리 카드와 같은 고체 상태 매체 또는 하나 이상의 리드 오니(비휘발성) 메모리들, 랜덤

액세스 메모리들 또는 다른 재기록가능한(휘발성) 메모리들을 수용하는 다른 패키지들; 또는 컴퓨터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신호들과 같은 유형 전자 매체 상이 저장될 수 있다. 이메일로의 디지털 파일 첨부 또는 다른 자가-포함 정보 아카이브

(archive) 또는 아카이브들의 세트는 유형 저장 매체와 등가인 분산 매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여기에 설명된 예시적인 소

프트웨어 및 펌웨어는 여기 상술되거나 등가인 대체 매체와 같은 유형 저장 매체 또는 분산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상술한 설명은 특정 표준 및 프로토콜에 대하여 예시적인 구성요소들 및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개시된 기술사상은 그

러한 표준 및 프로토콜들에 제한되지 않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 및 다른 패킷 교환 네트워크 전송에 대한

각 표준들(예를 들면,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IP,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DP)/IP, 하이퍼텍스트 작성 언어

(HTML),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 및 컴퓨터 사이 및 장치 사이의 통신들(예를 들면, USB)은 본 기술의 현재

상태의 예를 나타낸다. 그러한 표준들은 주기적으로 동일한 범용 기능을 가진 빠르고 좀 더 효율적인 등가물에 의해 대체

된다. 따라서,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 표준들 및 프로토콜들은 본 발명의 개시된 기술사상으로 간주되는 등가물이며, 첨

부되는 청구항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기술사상은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기계 판독가능 매체들, 또는 네트워크 환경과 연결된 장치가 명령

어들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와 음성, 비디오 또는 데이터 통신을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도록 전파 신호로부터 명령어들을 수

신 및 실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한 장치들은 전화기, 무선 전화기, 이동 전화기, 셀룰러 폰, 휴대용 개인 보조 단말기

(PDA), 셋톱 박스, 컴퓨터, 및/또는 서버와 같은 음성, 비디오 또는 데이터 통신을 제공하는 전자 장치에 의해 구현될 수 있

다.

특정 예시적인 방법들, 장치들 및 제조품들이 여기에 설명되고 있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그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반대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의 범위 내에 문자적으로 포함되거나 등가 기술사상 아래 있는 모든 방법들, 장치들 및 제조품들을

포함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명세서 내에 포함되어 있음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공지된 전자 매체 노출 측정 시스템의 예이다.

도 2는 SPS가 장착된 장치를 구현하는 예시적인 방법의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기술에 따라 구성된 예시적인 매체 노출 컴퓨팅 장치의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4a는 도 3의 여행 경로 프로세서를 구현하는 예시적인 방법을 나타낸다.

도 4b는 도 4a의 예시적인 프로세싱 엔진을 구현하는데 사용되는 예시적인 필터 구성을 나타낸다.

도 5는 도 3의 예시적인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를 구현하는 예시적인 방법의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6a는 도 3의 예시적인 프리-프로세서(pre-processor)를 구현하기 위하여 실행될 수 있는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

령어들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6b는 도 2의 예시적인 매체 사이트 프로세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실행될 수 있는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을 나

타내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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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c는 도 3의 예시적인 여행 경로 프로세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실행될 수 있는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을 나타내는 흐름

도이다.

도 7a는 예시적인 여행 경로의 위치를 나타낸다.

도 7b는 도 7a의 예시적인 여행 경로로부터 구성된 예시적인 결정 경로를 나타낸다.

도 7c는 도 7a의 예시적인 여행 경로로부터 구성된 예시적인 결정 트리를 나타낸다.

도 8a는 기록된 여행 경로 데이터의 예를 나타낸다.

도 8b 및 8c는 도 8a의 예시적인 여행 경로 데이터를 사용한 2개의 데이터 모멘트(moment)의 계산을 나타낸다.

도 9a는 도 4b의 예시적인 도로 제한 필터에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문맥 분석 보너스를 나타낸다.

도 9b 내지 9g는 도 4b의 예시적인 도로 제한 필터에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문맥 분석 벌점을 나타낸다.

도 10은 매체 사이트와 관련된 예시적인 영향 영역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1은 도 10의 예시적인 영향 영역을 가로지르는 직선 여행 경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3은 이동 버스와 관련된 영향 영역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4는 버스와 관련된 영향 영역이 조정되는 예시적인 방법을 나타낸다.

도 15 내지 17은 도 3의 예시적인 통행 프로세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실행될 수 있는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8은 도 3의 예시적인 통계 처리 장치를 구현하는 예시적인 방법의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19는 예시적인 데이터 조화 전 후의 예시적인 통행 데이터를 나타낸다.

도 20은 도 3의 예시적인 통계 처리 장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실행될 수 있는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1은 도 18의 예시적인 데이터 통합 프로세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행될 수 있는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2는 도 18의 예시적인 횟수 및 범위 프로세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행될 수 있는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을

나타내는 흐름되이다.

도 23은 도 6a-c, 15-17 및 20-22에 표현된 예시적인 기계 판독가능 명령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예시적인 프로세서 플랫

폼의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면

공개특허 10-2007-0083530

- 45 -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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