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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위치 및 정밀도 인코딩을 위해 그리드 인덱스를 사용하는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시스템 및 방법은 데이타베이스 엔트리의 좌표값의 정밀도 추정치를 조합하여 정밀도 정보가 1차원 인덱스의 일

부로서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그리드의 크기가 좌표값의 정밀도와 관련된 계층적인 인덱스를 구성함

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드 인덱스는 n차원 공간을 그리드 공간의 그리드 유닛으로의 규칙적인 파티션으로 그리딩하

는 것이며, 이 때 공간 내의 한 점 x에 있어서, 점 x를 포함하는 그리드에 대한 고유 정수값을 검색하는 함수 index(x)

, 및 스케일 s에서 인덱스 y와 관련된 한 점을 되돌리는 함수 coordinate(y,s)가 존재한다. 계층적인 그리드 인덱스는 

실제로 상이한 크기의 그리드 유닛을 갖는, 동일한 공간 상에 놓인 다수의 그리드 인덱스이다. 이러한 경우에, 각각의 

함수는 사용하는 그리드 유닛의 크기를 지정하는 추가 인수를 사용하다. 따라서, 그리드 크기 s는 그리드 크기의 집합

S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면, Index(x,s)는 점 x를 포함하는 크기 s의 그리드에 대한 고유 정수값을 되돌린다. 

계층적인 인덱스는 데이타베이스 질의의 성능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작은 그리드 크기 s small 로부터 결과를 

찾는 질의는 큰 그리드 크기 s large 에서 일치를 찾지 못한다. 유사한 계산이 유한 지역 A에 대하여 수행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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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예시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범용 컴퓨팅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각 점이 그리드 시리즈로 표현되는, 그리드 인덱스 시리즈를 계산하는 데이타베이스를 생성하

는 전반적인 처리의 단순화된 흐름도.

도 3a은 위도 및 경도가 유클리드 좌표 시스템 상에서 x-y 쌍으로서 나타나고 지구가 20개의 상이한 해상도로 그리

딩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단순화된 흐름도.

도 3b는 래스터 주사 순서로 도 3a의 각각의 그리드를 인덱싱하는 처리 동작의 단순화된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좌표 및 정밀도 인덱싱에 대한 그리딩을 도시. 도 4(a)에서 굵게 윤곽이 그

려진 유사 직사각형 영역은 지구 상의 20도×20도 '사각형'을 나타낸다. 도 4(b)에서, 동일한 그리드가 등직사각형 투

영법(equirectangular projection)을 이용하여 투영되어, 어두운 선은 10도 사각 그리드로 세분하고, 회색 선은 5도 

그리드로 분할한다. 도 4(c)는 주어진 정밀도에서 더 높은 점 정확도를 위해 사용되는 중복된 그리드를 도시한다. 더 

큰 사각형 각각은 동일한 정밀도를 갖지만, 중복된 그리드 유닛으로부터 얻어지는 단일 그리드이다. 도트들이, 도시된

정밀도에서의 항목의 위도/경도 좌표를 나타낸다면, 굵은 도트들만이 왼쪽 꼭대기의 그리드에 속할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방법에서 사용되는 데이타베이스 질의의 흐름도를 도시.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방법의 일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예시적인 데이타베이스 구조를 도시.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602 : 위치 엔터티 ID

604 : 위도 및 경도

606 : 그리드 스케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위치 및 정밀도 인코딩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데이타베이스 엔

트리의 좌표값의 정밀도 추정치를 조합하여 정밀도 정보가 1차원 인덱스의 일부로서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지리 정보 시스템(GIS)은 부분적으로 그의 지리학 관련성에 의해 목록화된 체계화된 정보 데이타베이스이다. 종종, 

이러한 데이타베이스는 수 100만 또는 수 10억(또는 그 이상) 개 정도의 데이타 요소를 포함하고, 그 각각은 특정 지

리학적 위치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각각의 사진이 찍혀진 위치와 관련된 국제 사진 데이타베이스를 생각해보자.

최신 관계형 데이타베이스가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데이타의 검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알고리즘 최적화를 

수행하더라도, 특정 태스크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데이타베이스는 2차원 이상에서 범위를 정

하는 질의를 수행하는 데 비교적 취약하다. 이것은 '값 X가 x1과 x2 사이에 있고, 값 Y가 y1과 y2 사이에 있고, 값 Z

가 z1과 z2 사이에 있는 모든 데이타를 검색'하는 형식의 질의다(다시, 데이타 요소의 수가 비교적 작다면 최신의 데

이타베이스는 이러한 유형의 질의도 잘 다룰 수 있지만, 연역적으로 데이타의 형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 대신

에 부득이 일반성을 위하여 설계되며, 많은 양의 데이타에 대하여는 아직도 비효율적이다).

더욱이, 일부 GIS 시스템에서, 요소는 지리적학적으로 상이한 스케일에서 지리학적 영역과 관련하고, 질의는 일정 범

위의 스케일에 대해 상에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진 데이타베이스에서, 한 항목은 뉴욕시 전체와, 또는 더 상

세하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나타내는 도시 블록과 관련될 수 있다. 특정 유형의 질의에서, 뉴욕시에서 찍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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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대하여 질의할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찍은 모든 항목을 검색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바

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뉴욕시에서 찍은 모든 사진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대한 질의와 관련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데이타베이스의 대형화와 관계없이, 특정 스케일 및 finer에서의 위치 기반 질의에 대한 검색 성능이 최적

화되는 위치-태그된 데이타의 데이타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데이타베이스의 용량과 관계없이, 특정 스케일 및 더 미세한 스케일에서 위치 기반 질의에 대한 검색 성능이 최적화

되는 위치-태그된 데이타의 데이타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데이타베이스 엔트리의 좌표값의 정밀도 추정치를 조합하여 그리드의 크기가 좌표값의 정밀도와 관련된 

계층적인 인덱스를 구성함으로써 정밀도 정보가 1차원 인덱스의 일부로서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리드 인덱스는 n차원 공간을 그리드 유닛을 형성하는 그리드 공간의 규칙적인 파티션으로 그리딩하는 것이며, 이 

때 공간의 한 점 x에 있어서, 점 x를 포함하는 그리드에 대한 고유 정수 값을 검색하는 함수 index(x)가 존재한다. 계

층적인 그리드 인덱스는 실제로 상이한 크기의 그리드 유닛을 갖는, 동일한 공간 상에 놓인 다수의 그리드 인덱스이

다. 이러한 경우에, 각각의 함수는 사용하는 그리드 유닛의 크기를 지정하는 추가 인수를 필요로한다. 따라서, 그리드 

크기 s가 그리드 크기의 집합 S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면, Index(x,s)는 점 x를 포함하는 크기 s의 그리드에 

대한 고유 정수 값을 되돌린다. 계층적인 인덱스는 데이타베이 스 질의의 성능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작은 그리

드 크기 s small 로부터 결과를 찾는 질의는 큰 그리드 크기 s large 에서 일치를 찾지 못한다.

유사한 계산이 유한 지역 A에 대하여 수행될 수 있다. 즉, 공간 내의 유한 지역 A에 있어서 지역 A를 전부 포함하는 

그리드에 대한 고유 정수 값을 검색하는 함수 index(A)가 존재하는 그리드 인덱스가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타베이스 엔트리의 좌표값의 정밀도 추정치가 조합되어 정보가 1차원 인덱스의 일부로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타베이스를 획득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위치 엔터티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발명에 입력된

다. 그 후에 그리드 인덱스 시리즈가 계산되는데, 각각의 그리드는 각각의 위치 엔터티의 위치를 통합시키는 그리드 

시리즈로서 나타난다. 이 그리드 인덱스 시리즈는 데이타베이스로 출력될 수 있다.

더 상세하게,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방법의 일 실시예는 등직사각형 투영법('투영되지 않은 위도/경도'라고도 알

려짐)을 사용하며, 이 때 위치 엔터티의 위도/경도(lat/long) 값은 유클리드 좌표 시스템 상의 직선 x-y 쌍으로서 취해

져 시스템에 입력된다. 다음으로, 지구는 20개의 상이한 해상도로 변(side)이 20×(1/2) r 도(0≤r＜20)에 대응하는 '

사각' 유닛으로 그리딩된다. 적도에서, 이러한 값은 ~240㎞에서 ~0.5m에 이르는 스케일에 대응한다. 다음으로, 각각

의 그리드는 래스터 주사 순서로 인덱스된다. 따라서, 측정 오류가 주로 표준 편차 미터로 정상 분포되는 것으로 예

상되는 주어진 위도/경도 좌표 (long, lat)는 다음과 같이 인덱스될 것이다. 먼저, 3 미터에 대응하는 각도에서의 경

도 범위 d=[180(3 )cos(lat)]/kπ가 결정되며, 이 때 k는 미터 단위의 지구의 원주(4×10 8 m)이다. 다음으로, 정

밀도의 각도-스케일 r은 d보다 큰 해상도의 이산 유닛인 것으로 결정된다. 즉 이다. 마지막으로, 좌표 (l

ong, lat)는 인덱스 l에 맵핑된다.

이 인덱스에 맵핑된 좌표는 데이타베이스로 출력될 수 있다. 위도/경도 값을 복구하기 위하여, 이 연산은 다음과 같이

변환되며, 이 때 '%'는 계수 연산자이고 r/2항은 그리드에서 되돌려진 값의 중심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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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된 표현은 2D 위도/경도 좌표를 정밀도와 함께 편리하게 패키지화하며, 그것은 단일 8바이트 인덱스를 갖는 데

이타베이스 내의 항목을 인덱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질의가 특정 그리드 내의 전체 항목에 대하여 발생되면, 주어

진 그리드보다 더 정밀한 위치 태그를 가진 항목을 검색하도록 복수의 질의를 해야할 것이다. 넓은 지역에 대하여 취

해진 모든 항목에 대한 질의는 계산상 비용 및 시간 소모적이다.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20개의 필드(그리드 해상도 

당 하나)가 사용되어, 그 각각은 특정 정밀도에서의 항목의 위치를 나타낸다. (long, lat) 및 정밀 도 r * 을 갖는 주어

진 항목에 있어서, r≥r * 인 모든 r에 대하여 l r 이 계산되고, r＜r * 에 대하여는 널값이 할당된다. 이러한 스킴은, 

정밀도 r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필드에 대한 단일 일치 질의로, 정밀도 r에서 특정 그리드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항목 전체에 대해 질의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드가 교차하더라도 위치-태그 정밀도가 질의받는 것보다 떨

어지는 항목은 되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한다.(이것은 계층적인 그리드 인덱스의 표준 사용법을 변환함).

전통적인 데이타베이스 스키마에서 일반적인 것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방법은 다 차원의 질의를 생성하

는 데 걸리는 시간의 극히 일부에 매우 방대한 데이타베이스에 질의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을 갖는다.

전술한 장점 외에, 본 발명의 다른 장점이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이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은 괄호 안의 번호 지시자에 의해 식별되는 다양한 개별 표시를 참조한다는 것을 유념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참조는 '참조[1]' 또는 간단히 '[1]'을 기술함으로써 식별될 수 있다. 각각의 지시자에 대응하는 표시의 

목록은 본 섹션의 마지막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발명의 상세한 특징, 양태 및 장점은 다음의 설명, 첨부 청구항 및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더 잘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다음 설명에서, 본 발명의 일부를 형성하는 첨부 도면을 참조하며, 이 때 본 발명이 실

행될 수 있는 특정 실시예의 방법에 의해 도시된다. 다른 실시예가 사용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

는 구조적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된다.

1.0 예시적인 오퍼레이팅 환경

도 1은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적합한 컴퓨팅 시스템 환경의 예(100)를 도시한다. 컴퓨팅 시스템 환경(100)은 적

합한 컴퓨팅 환경의 일례일 뿐이며, 본 발명의 사용 또는 기능의 범주에 관하여 어떤 제한도 제시하지 않는다. 컴퓨팅 

환경(100)은 예시적인 오퍼레이팅 환경(100)에서 도시되는 임의의 컴포넌트 또는 그 조합에 관련하여 어떤 종속성 

또는 요구 사항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면 안된다.

본 발명은 다수의 기타 범용 또는 특수 목적 컴퓨팅 환경 또는 구성과 함께 동작한다. 본 발명과 함께 사용하는 데 적

합할 수 있는 잘 알려진 컴퓨팅 시스템, 환경, 및/또는 구성의 예는 퍼스널 컴퓨터, 서버 컴퓨터, 핸드헬드 또는 랩탑 

장치, 멀티프로세서 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기반 시스템, 셋탑 박스,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제품, 네트워크 PC, 미

니컴퓨터, 미니프레임 컴퓨터, 임의의 전술한 시스템 또는 장치를 포함하는 분산 컴퓨팅 환경 등을 포함하지만, 이것

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은 프로그램 모듈과 같이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의 일반 문맥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특정 추상 데이타 타입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오브젝트

, 컴포넌트, 데이타 구조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는 원격 처리 장치에 의해 태스크가

처리되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도 실용적일 수 있 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그램 모듈은 메모리 저장 장치를 포

함하는 로컬 및 원격 컴퓨터 저장 매체 양자 내에 위치될 수 있다.

도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예시적인 시스템은 컴퓨터(110) 형식의 범용 컴퓨팅 장치를 포함한다. 컴

퓨터(110)의 컴포넌트는 프로세싱 유닛(120), 시스템 메모리(130), 및 시스템 메모리를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 컴포넌

트를 프로세싱 유닛(120)에 연결하는 시스템 버스(121)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버스(121)는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제어기, 주변 장치 버스, 및 다양한 버스 아키텍쳐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로

컬 버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유형의 버스 구조 중 임의의 것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아키텍쳐는 ISA(Industr

y Standard Architechture) 버스, MCA(Micro Channel Architechture) 버스, EISA(Enhanced ISA) 버스, VESA(Vi

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 로컬 버스, 및 메자닌 버스로서도 알려진 PCI(Peripheral Component Inte

rconnect) 버스를 포함하지만, 이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110)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110)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사용가능한 매체일 수 있으며,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와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 양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타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기타 데이타와 같은 정보의

저장에 대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에서 구현되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 체 양자를 포함한다. 



공개특허 10-2004-0095751

- 5 -

컴퓨터 저장 매체는 RAM, ROM, EEPROM, 플래시 메모리 또는 기타 메모리 기술, CD_ROM, DVD(Digital Versatile

Disks) 또는 기타 광 디스크 저장장치, 자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장치 또는 기타 자기 저장장치, 또

는 요구되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고 컴퓨터(110)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기타 매체를 포함하지만, 이

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 매체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타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반송

파 또는 기타 전송 매커니즘과 같은 변조된 데이타 신호 내의 기타 데이타를 포함하며,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

한다. 용어 '변조된 데이타 신호'는 하나 이상의 특성 집합을 갖거나 신호 내의 정보를 부호화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신

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통신 매체는 유선 네트워크 또는 직접 유선 접속과 같은 유선 매체, 및 음향, RF, 적외선 및

기타 무선 매체와 같은 무선 매체를 포함하지만, 이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술된 것의 임의의 조합도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범주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스템 메모리(130)는 ROM(Read Only Memory)(131) 및 RAM(Random Access Memory)(132)과 같은 휘발성 및

/또는 비휘발성 메모리 형태의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시작 동안과 같이 컴퓨터(110) 내의 요소 간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돕는 기본 루틴을 포함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133)(BIOS)은 일반적으로 ROM(131)에 저장된다. R

AM(132)은 일반적으로 프로세싱 유닛(120)에 의해 즉시 액세스 가능하며/가능하거나 현재 수행되고 있는 데이타 및

/또는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도 1은 오퍼레이팅 시스템(134),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35), 기타 프

로그램 모듈(136), 및 프로그램 데이타(137)를 도시하지만, 이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110)는 기타 분리형/비분리형,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1은 비

분리형, 비휘발성 자기 매체로부터 판독하거나 그것에 기록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 분리형, 비휘발성 자기 

디스크(152)로부터 판독하거나 그것에 기록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51), 및 CDROM 또는 기타 광 매체와 같은 

분리형, 비휘발성 광 디스크(156)로부터 판독하거나 그것에 기록하는 광 디스크 드라이브(155)를 도시한다. 예시적

인 오퍼레이팅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타 분리형/비분리형, 휘발성/비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는 자기 테이프 카

세트, 플래시 메모리 카드, DVD,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 반도체 RAM, 반도체 ROM 등을 포함하며, 그것으로 제한되

는 것은 아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는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140)와 같은 anon-분리형 메모리 인터페이스

를 통하여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되고,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151) 및 광 디스크 드라이브(155)는 일반적으로 인터

페이스(150)와 같은 분리형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의해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된다.

도 1에서 도시되고 전술된 드라이브 및 그와 관련된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110)에 대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타 구조, 프로그램 모듈 및 기타 데이타의 저장을 제공한다. 도 1에서,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141)는 

오퍼레이팅 시스템(144),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45), 기타 프로그램 모듈(146), 및 프로그램 데이타(147)로서 도

시된다. 이러한 컴포넌트는 오퍼레이팅 시스템(134),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35), 기타 프로그램 모듈(136), 및 프

로그램 데이타(137)와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144),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45), 기타 프로

그램 모듈(146), 및 프로그램 데이타(147)는 적어도 그들이 복사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기서 상이한 참조

번호를 부여 받는다. 사용자는 키보드(162) 및 주로 마우스, 트랙볼, 또는 터치 패드로 나타나는 포인팅 장치(161)와 

같은 입력 장치를 통하여 명령 및 정보를 컴퓨터(110)에 입력할 수 있다. 기타 입력 장치(도시되지 않음)는 조이 스틱,

게임 패드, 위성 접시, 스캐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및 기타 입력 장치는 보통 시스템 버스(121)에 연결된 사

용자 입력 인터페이스(160)를 통해 프로세싱 유닛(120)에 접속되지만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또는 USB(Universal S

erial Bus)와 같은 기타 인터페이스 및 버스 구조에 의해 접속될 수 있다. 모니터(191) 또는 기타 유형의 디스플레이 

장치도 비디오 인터페이스(190)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된다. 모니터 뿐만 아니라, 컴

퓨터는 출력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195)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스피커(197) 및 프린터(196)와 같은 기타 주변 출

력 장치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 취지로, 일련의 이미지를 캡쳐링(164)할 수 있는 디지털/전자 사진 또는 비

디오 카메라, 또는 영화/사진 스캐너와 같은 카메라(163)도 퍼스널 컴퓨터(110)에 입력 장치로서 포함될 수 있다. 더

욱이, 하나의 카메라만 도시되었지만, 복수의 카메라가 퍼스널 컴퓨터(110)에 입력 장치로서 포함될 수 있다. 하나 이

상의 카메라로부터의 이미지(164)는 적합한 카메라 인터페이스(165)를 통하여 컴퓨터(110)에 입력될 수 있다. 마이

크로폰(168)도 카메라와 관련되어 하나 이상의 카메라와 관련된 인터페이스(165)로 컴퓨터(110)에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165)는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되므로, 이미지가 RAM(132) 또는 컴퓨터(110)와 관련된 기타 

데이타 저장 장치 중 하나에 라우트되고 저장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미지 데이타는 카메라(163)의 사용을 요

구하지 않고 전술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부터 컴퓨터(110)에 입력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한다.

컴퓨터(110)는 원격 컴퓨터(180)와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로의 논리적 접속을 사용하는 네트워크화된 환경에

서 동작할 수 있다. 원격 컴퓨터(180)는 퍼스널 컴퓨터,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PC, 피어 장치 또는 기타 흔한 네트워

크 노드일 수 있으며, 단일 메모리 저장 장치(181)만 도 1에 도시되었지만, 컴퓨터(110)과 관련하여 전술된 다수의 

또는 전부를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되는 논리적 접속은 LAN(local area network)(171) 및 WAN(wide a

rea network)(173)을 포함하지만, 기타 네트워크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네트워킹 환경은 사무실, 기업형 컴퓨터 

네트워크, 인트라넷, 및 인터넷에서 흔하다.

LAN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될 때, 컴퓨터(11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답터(170)를 통해 LAN(171)에 접

속된다. WAN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될 때는, 컴퓨터(110)는 일반적으로 모뎀(172), 또는 인터넷과 같은 WAN(173

) 상의 통신을 수립하기 위한 기타 수단을 포함한다. 외장형 또는 내장형일 수 있는 모뎀(172)는 사용자 입력 인터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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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160), 또는 기타 적합한 메커니즘을 통해 시스템 버스(121)에 접속될 수 있다.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 컴퓨터(

110)와 관련하여 도 시된 프로그램 모듈, 또는 그것의 부분은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 내에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은 원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85)을 메모리 장치(181) 상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도시하지만, 이것으로 제한되

는 것은 않는다. 네트워크 접속이 예시적인 것이며 컴퓨터 간의 통신 연결을 수립하는 기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이 

알려질 것이다.

예시적인 오퍼레이팅 환경이 지금까지 설명되었고, 이 설명 섹션의 남은 부분에서는 본 발명을 구현하는 프로그램 모

듈에 대하여 설명될 것이다.

2.0 위치 및 정밀도 코딩에 대하여 그리드 인덱스를 사용하는 시스템 및 방법.

2.1 개관

본 발명은 데이타베이스 엔트리의 좌표값의 정밀도 추정치를 조합하여 그리드의 크기가 좌표값의 정밀도와 관련된 

계층적인 인덱스를 구성함으로써 정밀도 정보가 1차원 인덱스의 일부로서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계층적인 그리드 인덱스는 동일한 공간 상에 놓여진 다수의 그리드 인덱스로부터 형성된다. 그리드 인

덱스는 n차원 공간을 그리드 공간의 그리드 유닛으로의 규칙적인 파티션으로 그리딩하는 것이며, 이 때 공간 내의 한 

점 x에 있어서, 점 x를 포함하는 그리드에 대한 고유 정수값을 검색하는 함수 index(x)가 존재한다. 계층적인 그리드 

인덱스는 실제로 상이한 크기의 그리드 유닛을 갖는, 동일한 공간 상에 놓여진 다수의 그리드 인덱스이다. 이러한 경

우에, 각각의 함수는 사용하는 그리드 유닛의 크기를 지정하는 추가 인수를 사용한다. 따라서, 그리드 크기 s가 그리

드 크기 집합 S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면, Index(x,s)는 점 x를 포함하 는 크기 s의 그리드에 대한 고유 정수

값을 되돌린다. 계층적인 인덱스는 데이타베이스 질의의 성능을 높히는 데 사용된다. 작은 그리드 크기 s small 로부터

결과를 찾는 질의는 큰 그리드 크기 s large 에서 일치를 찾지 못한다.

유사한 계산이 유한 지역 A에 대하여 수행될 수 있다. 즉, 그리드 인덱스가 사용되어, 공간 내의 유한 지역 A에 있어

서, 지역 A를 전부 포함하는 그리드에 대한 고유 정수값을 검색하는 함수 index(A)가 존재할 수 있다.

도 2는 , 데이타베이스를 생성하는 처리 동작의 단순화된 흐름도를 도시하며, 여기서 데이타베이스 엔트리의 좌표값

의 정밀도 추정치가 조합되어 정보가 1차원 인덱스의 일부로서 포함되도록 한다. 이것은 그리드의 크기가 좌표값의 

정밀도와 관련되는 계층적인 인덱스를 구성함으로써 행해진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처리 동작(202)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위치 엔터티가 입력된다. 위치 엔터티는 한 점 또는 유한한 지역일 수 있다. 그 후 그리드 인덱스 시리즈가 

계산되며, 이 때 각각의 그리드는 각각의 위치 엔터티{처리 동작(204)}의 위치를 통합시키는 그리드 시리즈로서 나타

난다. 이 인덱스 시리즈는 데이타베이스{처리 동작(206)}로 출력될 수 있다.

다음 단락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방법을 더 상세하게 논의한다.

2.2 위치 표현

현실 세계의 오브젝트를 유일하게 위치시키기 위하여 2차원 위치 (및 시간) 외의 매개변수가 필요하다. 이것은 방위 

지정의 3도에 달하는 고도를 포함하며, 해당 오브젝트가 무엇인지에 따라 기타 매개변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고찰은 남아있는 매개변수를 통합시키는 보다 넓은 이해를 위한 처리하기 쉬운 제1 단계이므로, 2D 위치로

제한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방법은 멀티-차원의 위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지리 참조, 또는 위치가 표시되는 방법은 GIS에서 근본적인 이슈이다. 위치는 설립된 장소 이름('샌프란시스코'), 사용

자 의존적인 장소 이름('Grandma's house'), 도로 주소, 우편 번호, 위도/경도 좌표, 임의의 기원과 관련한 유클리드 

조합 등의 다수의 방법으로 표시될 수 있다.

대다수의 지리 정보 시스템(GIS) 프로젝트는 지리적 지점 좌표를 지정하는 WGS84 기준과 관련하여 정의된 좌표와 

함께 위도 및 경도 좌표(차후 위도/경도로 표기)를 사용한다. 이 스킴은 지점 위치를 나타내는 간결하고 입증된 방법

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구 상의 지점을 지정하는 방법으로서 뒤따른다.

열람 및 상호 작용을 위하여, 2개의 추가적인 유형의 위치 데이타 구조가 필요하다. 그 중 하나는 지도 및 질의를 위한

것으로서, 디스플레이 시 지도에 대응하는 물리적 영역의 개념이다. 다른 하나는 메타데이타-태그를 위한 것으로서, 

위도/경도 좌표와 정밀도 또는 해상도의 측정방법 양자를 포함하는 데이타 타입이다.

지도는 대부분 2D 화면 상에서 직사각형으로서 디스플레이된다. 그래서, 지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역 타입이라고 

칭해지고 중심의 위도/경도에 의해 정의되는 구조가 사용되며, 킬로미터 단위의 폭 및 높이가 각각 중심 지점으로부

터 측정되고 위도 및 경도의 선을 따른다. 이것은 3D 지구 상의 4개의 대권 호에 의해 둘 러쌓인 '직사각형'인 지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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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일한 지역을 정의한다. 2D에 투영시, 지역은 투영법 유형, 스케일 및 지구 상의 위치에 따라서 직선으로부터 약

간 빗나갈 수 있는 변을 갖는 사각형으로 개략적으로 나타난다.

데이타 항목의 위치 태그에 대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관련된 항목과 더 정밀하지 않은 레벨인 뉴욕 시티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항목을 구별하기 위하여, 위도/경도 및 정밀도의 일부 표시를 나타내고자 한다. 우선적인 일은 

대량일 수 있는 항목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로부터의 신속한 검색이다. 선반 재고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에서, 데이타베

이스 엔트리가 단일 숫자에 의해 인덱스될 수 있는 경우, 질의는 최적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방법은 위도/경도 및 정밀도의 3개의 연속적인 변수를 단일 이산 인덱스로 축소시킬 수 있는 스킴을 사용한다. 이 기

준을 수행하는 공간 데이타 구조는 DGGSs(discrete global grid system)라 칭해지며, 그 일부 예가 테이블 1에서 주

어진다.

도 3a, 도 3b, 및 도 4와 관련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발명의 일 실시예는 직사각형 유사 투영법('프로젝트되

지 않은 위도/경도'라고도 알려짐)을 사용하며, 여기서 위도/경도 값은 유클리드 좌표 시스템{도 4(b)를 참조} 상의 

직선 x-y 쌍으로서 취해져 시스템에 입력된다{도 3a의 처리 동작(302)}. 처리 동작(304)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지구는 20개의 상이한 해상도로 변(side)이 20×(½) r 도(0≤r＜20)에 대응하는  '사각형' 유닛으로 그리딩된다. 적

도에서는, 이러한 값은 ~240㎞에서 ~0.5m에 이르는 스케일에 대응한다. 더 높은 또는 더 낮은 정밀도가 요구되면, 

그리딩은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해상도로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처리 동작(306)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각각의 그리드는 래스터-주사 순서로 인덱스된다. 따라서, 측정 

오류가 주로 표준 편차 미터로 분포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주어진 경도/위도 좌표 (long,lat)는 다음과 같이 인덱스

될 것이다. 우선, 도 5의 처리 동작(306a)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3 미터에 대응하는 각도에서의 경도 범위 d:[1

80(3 )cos(lat)]/kπ가 결정되며, 이 때 k는 미터 단위의 지구의 원주(4×10 8 m)이다. 다음으로, 처리 동작(306b)

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정밀도의 각도-스케일 r은 d보다 큰 해상도의 이산 유닛인 것으로 결정된다( 

). 마지막으로, 처리 동작(308)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좌표 (long,lat)은 인덱스 ｌ에 맵핑된다.

수학식 1

인덱스에 맵핑된 좌표는 데이타베이스로 출력{처리 동작(310)}될 수 있다. 위도/경도 값을 복구하기 위하여, 이 연산

은 수학식 (2)로 변환되며, 이 때 '%'는 계수 연산자이고 r/2는 그리드에서 되돌려진 값의 중심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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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

물론, 수학식 1의 플로어 연산으로 인해, 값을 편리하게 항목의 위치 측정의 정밀도인 ±r/2로만 복구시킬 수 있다. r

이 감소함에 따라, 정밀도는 요구되는 대로 0에 수렴한다. 이러한 그리드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지역 오브젝트에 대

응하지 않지만,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리드 유닛은 지역과 중복되는 유닛을 열거함으로써 쉽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한다. 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면, 좌표가 그 중심이 가장 근접한 사각형에 맵핑되어, 각각의 스케일에서의 

그리드를 중복시킨다(도 3c 참조).

2.3 그리드 유형

직사각형 유사 투영법으로 사각형 그리드를 사용하는 것은 직관적인 것이며 데이타베이스 질의를 효율적으로 유지시

킨다. 그러나, 그것은 동일한 인덱싱 스케일에서의 그리드 유닛의 물리적인 크기 및 모양이 특히 극 주위에서 왜곡된

다는 점 에서 세련되지 못하다. 그러나, 다른 그리딩 스킴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최소의 지역 변

화 및 모양 왜곡을 갖고, 플라톤의 입체에 포함되는 계층적인 등변 다각형 시리즈를 사용하는 그리딩 스킴이 사용된

다. 이 그리딩 스킴의 주요 장점은, 고정 스케일에서, 유닛이 유사한 크기와 모양을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그리드 인

덱스가 부여된 좌표, 및 좌표가 부여된 그리드 인덱스를 결정하기 위한 수학식이 이러한 대안적인 스킴에 적응되어야

한다.

2.3 위치 데이타베이스 스키마 설계

편리하게 전술된 표현은 2D 위도/경도 좌표를 정밀도와 함께 패키지화하며, 그것은 단일 8바이트 인덱스를 갖는 데

이타베이스 내의 항목을 인덱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질의가 특정 그리드 내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발생하면, 복수의 질의가, 주어진 그리드보다 더 정밀한 위치 태그를 갖

는 항목을 검색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넓은 지역에 대하여 취해진 모든 항목에 대한 질의는 계산상 비용 및 시간 소모

적일 것이다.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20개의 필드(그리드 해상도 당 하나)가 사용되어, 일 실시예에서, 그 각각은 특정 정밀도에서

의 항목의 위치(예를 들어, 위치 엔터티)를 나타낸다. (long,lat) 및 정밀도 r * 에서의 주어진 항목 l r 에 있어서, r≥r
* 인 모든 r에 대하여 수학식 (1)이 계산되고,  r＜r * 에 대하여는 널 값이 할당된다. 이러한 스킴은, 정밀도 r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필드에 대한 단일 일치 질의로, 정밀도 r 에서 특정 그리드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항목 전

체에 대해 질의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드가 교차하더라도 위치-태그 정밀도가 질의받는 것보다 떨어지는 항목은 

되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한다.(이것은 계층적인 그리드 인덱스의 표준 사용법을 변환함). 즉, 임의의 맨하탄 블

록 내에서 취해진 모든 항목에 대하여 검색한다면, 해당 그리드 유닛에 대한 질의는 뉴욕 시티 내의 임의의 장소와 관

련된 것으로만 알려진 항목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다.

도 5에서,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에 의해 구성된 데이타베이스의 데이타베이스로부터의 요구되는 데이타를 검색

하는 처리 동작의 흐름도가 도시된다. 처리 동작(502)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주어진 스케일 S에서의 주

어진 셀 y 내의 모든 위치 엔터티를 되돌리도록 데이타베이스에 질의한다. 그러면, 요구되는 스케일에 대응하는 데이

타베이스의 열 S에서 셀 y의 값이 검색되고{처리 동작(504)}, 이 값들은 되돌려진다{처리 동작(506)}. 셀 y에 의해 

나타나는 그리드에서 발생하는, 심지어 셀 y보다 더 미세한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데이타베이스 테이블 내의 모든 엔

터티가 검색 결과에 포함될 것임을 유념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대한 예시적인 데이타베이스 포맷이 도 6에서 도시된다. 데이타베이스는 데이타베이스 내의 

각각의 엔트리에 대하여 위치 엔터티 ID(602)를 갖는다. 선택적으로, 위도 및 경도 좌표(604) 뿐만 아니라 그리드 스

케일(606)을 나타내는 표시자도 기록될 수 있다. 스케일 1에서의 스케일 인덱스는, 전체적으로 위치 표현을 포함하거

나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위치 표현이 유한한 지점 대신에 유한한 지역 또는 영역인 경우일 때) 널로 설정되는 

스케일 1에서 의 그리드인 단일 정수를 제공한다. 스케일 2에서의 스케일 인덱스는 스케일 1보다 더 미세한 해상도로

그리드 셀을 나타내는 단일 정수를 제공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스케일 N까지 진행된다. 유한한 지역이 주어진 그리드

셀 내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스케일 인덱스는 위치 표현에 대하여 널 값으로 설정된다.

이 표현이 데이타베이스 내에 추가적인 필드를 요구하더라도, 성능에서의 이익이 이것을 능가한다(100만 개 이상의 

행에 대하여 거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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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전술은 실례 및 설명을 위하여 제시된 것이다. 그것은 소모적이거나, 개시된 정확한 형식으로 본 발명을 제

한하지 않을 것이다. 전술된 설명 측면에서 다수의 수정 및 변화가 가능하다. 본 발명의 범주가 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 제한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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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데이타베이스 엔트리의 좌표값의 정밀도 추정치를 조합하여 정밀도 정보가 1차원 인덱스의 일부로서 포함되도록 함

으로써 데이타베이스 질의의 성능 및 정확도를 높힌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타베이스 엔트리의 좌표값의 정밀도 추정치를 상기 좌표값과 함께 단일 인덱스로 조합하기 위한 컴퓨터 구현 방

법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위치 엔터티를 입력하는 단계; 및

그리드 인덱스 시리즈를 계산하는 단계 - 상기 위치 엔터티 각각은 각각의 위치 엔터티의 위치를 통합시키는 그리드 

시리즈로서 표현됨 -

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그리드 인덱스 시리즈를 데이타베이스에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위치 엔터티가 점인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위치 엔터티가 지역인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지역은 중심 위도 및 경도와, 상기 중심 위도 및 경도로부터, 그리고 위도 및 경도의 선을 따라 측정되는 폭 및 

높이에 의해 정의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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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리드 좌표 시스템 상의 x-y 쌍으로서 상기 하나 이상의 위치 엔터티의 위도 및 경도 값을 입력하기 위해 등직사

각형 투영법(equirectangular projection)이 이용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그리드 인덱스 시리즈를 계산하는 단계는

지정된 수의 해상도로 지구를 그리딩하는 단계;

래스터 주사 순서로 각각의 그리드를 인덱스하는 단계; 및

상기 각각의 위치 엔터티의 위도 및 경도 좌표를 상기 인덱스에 맵핑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지정된 해상도 수는 20개인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그리드를 상기 래스터 주사 순서로 인덱싱하는 단계는

상기 각각의 그리드에 대하여,

3 표준 편차가 대응하는 각도에서의 경도 범위 D를 결정하는 단계 - 상기 표준 편차 는 주어진 위도, 경도 좌표의 

측정 오류임 -; 및

정밀도의 각도-스케일 R을 D보다 큰 해상도의 이산 유닛인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3 미터가 대응하는 각도의 경도 범위는 d=[180(3 )cos(latitude)]/kπ임 - 이때 k는 미터 단위의 지구의 

원주 - 이 결정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정밀도의 각도-스케일 R을 D보다 큰 해상도의 이산 유닛인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는 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지구는 정확도를 높히기 위하여 각각의 스케일에서의 그리드를 중복시 켜 그리딩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엔터티의 좌표는 중심이 가장 근접한 사각형에 맵핑되는 컴퓨터 구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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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엔터티는 지리적 위치 데이타인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엔터티는 위도 및 경도에 의해 기술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위도 및 경도 값은 유클리드 좌표 시스템 상의 직선 x-y 쌍으로서 취해지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엔터티는 위도, 경도, 및 고도에 의해 기술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위도, 경도, 및 고도 값은 유클리드 좌표 시스템 상의 (x,y,z) 쌍으로서 취해지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19.
제7항에 있어서,

위도(lat) 및 경도(long)에서의 상기 위치 엔터티의 좌표는 에 의해 인덱스에 맵핑 - r은 정밀

도의 각도-스케일이고, l은 좌표를 위치 엔터티에 맵핑시킴 - 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위도 및 경도 값을 복구하기 위하여, 상기 위도(lat) 및 경도(long)가

로서 계산 - r은 정밀도의 각도-스케일이고, l은 좌표를 위치 엔터티에 맵핑시키며, %는 계수 연산자임 - 되는 컴퓨

터 구현 방법.

청구항 21.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베이스는 위치 엔터티 식별자, 및 상이한 그리드에 각각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스케일을 위한 스케일 인

덱스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2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질의가

어느 위치 엔터티가 주어진 그리드 스케일에서 주어진 그리드 셀 내에 있는 지를 질의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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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어진 그리드 스케일의 데이타 내에서 상기 주어진 그리드 셀의 값을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주어진 그리드 스케일에서 상기 주어진 그리드 셀의 값을 되돌리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23.
1차원 값으로 다 차원 공간을 인덱싱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범용 컴퓨팅 장치; 및

상기 컴퓨팅 장치에 의해 실행가능한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상기 컴퓨팅 장치는 상이한 크기의 그리드 유닛을 갖는 동일한 공간 상에 놓인 다수의 그리드 인덱스로부터 계층적인

그리드 인덱스를 구성하도록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모듈에 의해 지시를 받으며

각각의 그리드의 크기는 데이타베이스 엔트리의 좌표값의 정밀도와 관련되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베이스 엔트리는 지리적 위치인 시스템.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베이스 엔트리는 시간인 시스템.

청구항 26.
데이타베이스 엔트리의 좌표값의 정밀도 추정치를 상기 좌표값과 함께 단일 인덱스로 조합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

능 명령을 갖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위치 엔터티를 입력하는 단계; 및

그리드 인덱스 시리즈를 계산하는 단계 - 상기 위치 엔터티 각각은 각각의 위치 엔터티의 위치를 통합시키는 그리드 

시리즈로서 표현됨 -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그리드 인덱스 시리즈를 계산하는 명령이 등직사각형 투영법을 이용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그리드 시리즈는, 20개의 상이한 해상도로 변(side)이 20×(1/2) r 도(0≤r＜20)에 대응하는 '사각형' 유닛으로 

그리딩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그리드 시리즈는 플라톤의 입체(Platonic solid)에 내재하는 계층적인 등변 다각형 시리즈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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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그리드 시리즈는 지구를 그리딩하는 계층적인 다각형 시리즈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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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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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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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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