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53649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7

G08G 1/0968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2년09월28일
10-0353649
2002년09월10일

(21) 출원번호 10-2001-0045851 (65) 공개번호 특2002-0014688
(22) 출원일자 2001년07월30일 (43) 공개일자 2002년02월25일

(30) 우선권주장 1020000047955
1020000062283

2000년08월18일
2000년10월23일

대한민국(KR)
대한민국(KR)

(73) 특허권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72) 발명자 박상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932-7꿈마을현대아파트601동1201호
김정수
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청솔마을계룡아파트111동1201호
정세영
경기도수원시권선구금곡동엘지빌리지아파트303동304호

(74) 대리인 이건주

심사관 : 서호선

(54) 무선망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시스템 및 그에 의한 경로안내 방법

요약

    
무선망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시스템 및 그에 의한 경로 안내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
비게이션 시스템은 정보센터와, 네비게이션 단말기와, 무선망을 포함한다. 상기 정보센터는,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로
부터의 현재지 정보와 목적지 정보가 입력될 시 상기 현재지와 상기 목적지간의 최적의 주행 경로를 지도데이터 및 실
시간 교통정보를 근거로 하여 검색하고, 상기 최적의 주행 경로상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노드점을 안내하기 위한 경로 
유도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무선망으로 전송한다.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는, 상기 경로 유도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
기 차량이 상기 노드점을 주행하기 전 미리 설정된 이전 구간에서 상기 노드점을 통과하여 주행할 정보를 음성으로 안
내한다.
    

대표도
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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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라 이동 통신단말기를 통해 네비게이션 기능이 제공됨을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이동 단말기를 통해 네비게이션 정보가 제공됨을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정보센터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TS 단말기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TFT-LCD부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경로 안내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센터의 기능 블록 다이아그램.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경로 안내 기능을 제공하는 이동 단말기 및 ITS 단말기의 기능 블록 다이아그램.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의한 경로 안내 동작의 처리 흐름을 보여주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단말기에서 무선망을 통해 정보센터측으로 전송되는 경로 안내 요청 데
이터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유도 데이터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유도 데이터의 생성 방식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유도 데이터의 생성 방식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유도 데이터의 도엽 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유도시 경로 이탈을 판단하기 위한 지도 추적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유도시 사용되는 교차로 이미지 데이터 집합의 예를 보여주는 도면.

도 2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유도시 사용되는 음성 데이터의 예를 보여주는 도면.

도 2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단말기에서의 경로 유도 동작의 일 예를 보여주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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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안내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각종 메뉴들을 보여주는 도면.

도 2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안내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네비게이션 모드의 초기 화면을 보여주
는 도면.

도 2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안내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목적지 설정 메뉴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

도 2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목적지 설정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

도 2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찾기(검색)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

도 2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안내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안내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

도 2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찾기 완료 후 안내 시작을 선택할 경우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

도 2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행중 안내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

도 3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이탈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

도 3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교통 정보 변경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비게이션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망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시스템 및 그에 의한 경로 안내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형적인 네비게이션(Navigation) 시스템은 표시화면에 표시되는 지도상에 위치측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
m: 이하 "GPS"라 칭함)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된 이동체의 현재위치를 표시하여 준다. 또한 상기 네비게
이션 시스템은 이동체의 진행방향,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거리, 이동체의 현재 이동속도, 운전자가 주행 전에 설정
한 경로, 목적지까지의 최적경로 등을 표시하여 주는 등 주행에 필요한 각종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네
비게이션 시스템(혹은 GPS 측위장치)은 현재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과 같은 각종의 이동체들에 탑재되어 이동체의 
현재위치와 이동속도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상기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이
동체의 현재위치를 GPS에 속하는 복수개의 인공위성으로부터 위도, 경도, 고도 등을 나타내는 전파를 수신하여 연산한 
후 이 현재위치가 포함되는 지도정보를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표시시켜 주거나 청각적으로 알려준다.
    

도 1은 일반적인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하기에서는 이러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이 차량에 탑재
되어 이용되는 경우로 국한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GPS수신기 12는 GPS에 속하는 복수개의 인공위성으로부터의 전파를 안테나(도시하지 않음)
를 통해 수신한다. 자이로센서(Gyro Sensor) 14 및 속도센서(Velocity Sensor) 16은 센서부를 구성하는데, 상기 센
서부는 자이로센서 14 및 속도센서 16에 의해 각각 차량의 회전각 및 속도를 감지한다. 지도데이터 저장부 18은 지도
데이터와 기타 부가 정보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데이터 저장부 18은 CD-ROM(Compact Disk - Read 

 - 3 -



등록특허 10-0353649

 
Only Memory)으로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어부 10은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예를 들어, 상기 제어부 10은 상기 센서부로부터 전달되
는 차량의 회전각 및 속도를 근거로 하여 차량의 현재 의사위치를 계산하고, 또한 GPS수신기 12로부터 전달되는 현재
위치의 의사좌표값과 상기 계산된 의사위치값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때 선택의 기준은 상기 센서부로부터 누적오차가 
작을 때에는 계산된 값을 따르고, 누적오차가 커지면 GPS수신기 12에서 전달되는 값으로 누적오차를 보정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 10은 차량의 현재위치 뿐만 아니라 차량의 속도 및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주행정보를 계산한다. 상기 제
어부 10은 계산된 주행정보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지도데이터를 지도데이터 저장부 18에서 읽어내어 표시부 26에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스피커 29를 통해 청각적으로 출력한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상기 제어부 10은 
현재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최적경로를 안내하는 기능도 서비스한다. 롬(ROM: Read Only Memory) 20 및 램(R
AM: Random Access Memory) 22는 상기 제어부 10의 동작을 위한 프로그램 및 동작중에 처리되는 데이터를 일시
적으로 저장한다. 그래픽 처리기 24는 상기 제어부 10에 의해 계산된 주행정보를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표시데이터로서 처리한다. 표시부 26은 상기 그래픽 처리기 24에 의해 처리된 표시데이터를 표시한다. 이러한 표시
부 26은 CRT(Cathode Ray Tube) 또는 LCD(Liquid Crystal Display)로 구현될 수 있다. 음성 처리기 28은 상기 제
어부 10에 의해 계산된 주행정보를 운전자가 청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데이터로서 처리한다. 스피커 29는 상
기 음성 처리기 28에 의해 처리된 음성데이터를 출력한다. 상기 그래픽 처리기 24 및 음성 처리기 28은 지도데이터 저
장부 18에서 읽혀지는 지도데이터 및 각종 기능 수행중에 발생하는 상태를 표시데이터 및 음성데이터로서 처리한다.
    

    
상기와 같이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차량 등의 이동체에 별도의 장비로서 탑재되어 운전자에게 경로 안내와 같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실시간 변화하는 도로의 교통 상황을 반영한 경로 안내가 어렵고, 
새로이 개통되거나 공사중인 도로 변화에 따른 동적인 지도데이터(Map Data)의 변경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도로의 교통 상황을 별도의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휴대폰(HHP: Hand Held Ph
one)과 같은 이동 통신단말기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도 있다.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라 이동 통신단말기를 통해 네비게이션 기능이 제공됨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즉, 이러한 네비게
이션 기능은 무선망을 통해 제공되는 기능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이동 통신단말기(이하 "이동 단말기"라 칭함)를 통해서 사용자는 교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교통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기의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청각적으로 제공받거나, 표시창(예: LCD)을 
통해 시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제공되는 교통 정보는 단순히 특정 도로의 정체 상황에 관한 정보이지, 
정체된 도로를 회피하여 경로를 안내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이동 단말기 내에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경로가 안내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 데이터베이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용량의 메모리가 상기 이동 단말기에 탑재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경로 안내 기능이 수행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국에 대한 지도 데이터를 구성하는 경우, 디지털 지도 데
이터베이스마다 차이는 있지만 30∼300MB(Mega Byte)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용량의 메모리를 이동 단말기에 탑재하는 것은 점점 이동 단말기를 소형화하려는 추세에 거스르는 
것이고, 또한 이동 단말기의 비용을 매우 높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동 단말기에 지도 데이터베이스로서의 CD-RO
M, 플래쉬 메모리(Flash Memory), 마스크 롬(Mask ROM), 하드디스크(Hard Disk)와 같은 고정된 메모리를 사용하
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현실 세계의 도로 혹은 교통 규제의 변경에 따른 지도 데이터의 업데이트(update)를 어렵게 
하며, 실시간 교통량을 반영한 경로 안내를 제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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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단말기를 통해 이동체의 경로가 안내되도록 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 및 그에 의한 경로 
안내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소형화된 이동 단말기를 이용하여 이동체의 경로가 안내되도록 하는 시스템 및 그에 의한 경로 
안내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적은 비용으로 구현된 이동 단말기를 이용하여 이동체의 경로가 안내되도록 하는 시스템 및 
그에 의한 경로 안내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 단말기를 이용하여 이동체의 경로를 안내할 시 업데이트된 지도데이터에 따라 정확한 
경로가 안내되도록 하는 시스템 및 그에 의한 경로 안내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 단말기를 이용하여 이동체의 경로를 안내할 시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한 경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 및 그에 의한 경로 안내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에 대용량의 메모리 등의 추가없이 이동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경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도로 정보 및 현재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
영한 경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 및 그에 의한 경로 안내 방법을 제안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지도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는 정보센터와, 차량에 위
치하고 상기 차량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는 네비게이션 단말기와, 상기 정보센터와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무선 접속
하는 무선망을 포함한다. 상기 정보센터는,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로부터의 현재지 정보와 목적지 정보가 입력될 시 
상기 현재지와 상기 목적지간의 최적의 주행 경로를 상기 지도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검색하고, 상기 최적의 주행 경로
상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노드점을 안내하기 위한 경로 유도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무선망으로 전송한다. 상기 네비
게이션 단말기는, 상기 경로 유도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차량이 상기 노드점을 주행하기 전 미리 설정된 이전 구간에
서 상기 노드점을 통과하여 주행할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지도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는 정보센터와, 차량에 위치하고 상기 차량
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는 네비게이션 단말기와, 상기 정보센터와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무선 접속하는 무선망을 포
함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상기 차량의 주행을 안내하기 위한 방법은,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에서 현재지 정보와 
목적지 정보를 입력하여 상기 무선망을 통해 상기 정보센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정보센터에서 상기 현재지와 상기 
목적지간의 최적의 주행 경로를 상기 지도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검색하는 과정과, 상기 정보센터에서 상기 최적의 주행 
경로상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노드점을 안내하기 위한 경로 유도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무선망을 통해 상기 네비게이
션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에서 상기 경로 유도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차량이 상기 노드
점을 주행하기 전 미리 설정된 구간에서 상기 노드점을 통과하여 주행할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참조번호들 및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
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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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서 설명될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이동 통신단말기와 같은 휴대용 단말기에 별도의 대용
량 메모리를 구비시키지 않고, 경로 안내를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를 무선망을 통해 전송받아 실시간 교통 정보가 반영
된 네비게이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네비게이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로 안내만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전송받아 경로 추적을 수행하고, 사용자가 시각적 및/또는 청각적으로 이동체(차량)의 경로
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러한 본 발명은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있는 주요 구성요소들중
에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구성요소들은 경로 안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센터로 이동시켜, 단말기의 가격
을 대폭 낮추고, 또한 정보센터도 많은 사용자가 공유하도록 하여 사용자 개별 비용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함으로써 기
존의 네비게이션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인 대중화 걸림돌을 제거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 및 그에 의한 경로 안내 방법
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하기에서는 단말기에 구비시켜야 할 구성요소들과 정보센터에 구비시켜야 할 구성요소들을 가
장 효과적으로 분리 및 설치하는 내용이 설명될 것이다. 또한, 단말기와 정보센터간에 정보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이때 
통신 횟수, 통신 시간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효과적인 통신 방식이 설명될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이동 단말기를 통해 네비게이션 정보가 제공됨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차량이 교통의 정체를 회피하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가 이동 단말기를 통해 청
각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안내된다. 상기 이동 단말기의 표시부(예: LCD)에는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에 대한 정보("남
은 거리 약 17.5Km")와 예상 소요시간에 대한 정보("예상소요 약25분")가 표시되고, 또한 목적지까지 교통의 정체를 
회피하여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에 대한 정보("삼성사거리+우회전을 나타내는 이미지+500m")가 표시된다. 게다
가, 상기 이동 단말기의 스피커를 통해서는 차량이 목적지까지 교통의 정체를 회피하여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에 대
한 정보가 음성("500m앞에서 우회전입니다.")으로 출력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단말기를 통해 네비게이션 기능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정보센터 100과, 무선망 200과, 이동 단말기 300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단말기 400으로 구성된다.

    
상기 정보센터 100은 지도데이터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상기 이동 단말기 300으로부터 네비게이션 
기능이 요청될 시 상기 지도데이터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네비게이션 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무선망 
200을 통해 상기 이동 단말기 300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상기 이동 단말기 300으로부터 차량의 현재 위치에서부
터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 안내가 요청될 시 상기 정보센터 100은 상기 지도데이터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참조하여 상
기 현재 위치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안내하기 위한 정보를 생성한다.
    

    
상기 무선망 200은 상기 정보센터 100과 상기 이동 단말기 300간 정보 전달의 경로이다. 상기 무선망 200으로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인휴대통신(PCS: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방식의 통신시스템이나 IS-95A,95B,9
5C 방식의 디지털 셀룰라(digital cellular)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무선망 200으로는 최근에 널리 연구
되고 있는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2000)이나 UMTS(Universal Mobile Teleco
mmunication Systems)와 같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방식의 디지털 셀룰라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이동 단말기 300은 사용자에게 전형적으로 음성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드로서 동작할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모드로도 동작한다. 상기 네비게이션 모드시 상기 
이동 단말기 300은 상기 무선망 200에 접속되어 상기 정보센터 100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네비게이션 정보를 수신하
고, 상기 ITS 단말기 400과 연동하여 상기 수신된 네비게이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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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네비게이션 모드시 사용자는 상기 이동 단말기 300상에서 차량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설정하여 상기 정보센터 
100으로 최적 주행 경로 안내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설정에 따라 상기 정보센터 100으로부터 전형적인 네비게이션 
기능인 상기 현재 위치와 목적지간 최적의 주행 경로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목적지를 나타내는 시
설물 명칭, 지역 카테고리, 행정 명칭, 전화번호, 경도 및 위도를 음성 또는 문자 입력으로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네비게이션 모드시 사용자는 상기 정보센터 100으로부터 교통 정보(예: 주행 전방정보, 시내 정보, 국도 정보, 고속도
로 정보, 즐겨찾기 지점 정보 등)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상기 네비게이션 모드시 사용자는 상기 이동 단말기 300을 
통해 상기 정보센터 100에 접속하여 주변 시설물(예: 주유소, 휴게소, 정비센터, 은행, 병원/약국, 숙박업소, 관광명소, 
음식점/카페, 극장/공연장 등)을 검색할 수 있고, 긴급(emergency) 상황 발생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상기 정보센
터 100으로부터 생활정보(뉴스, 날씨, 여행, 방송/영화/연극/공연, 운세, 유머 등)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 예로, 사용자가 상기 이동 단말기 300의 네비게이션 모드에서 차량의 현재 위치와 주행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설정하
고 최적의 주행 경로 안내를 요청하면, 이러한 설정에 따른 정보가 상기 무선망 200을 통해 상기 정보센터 100으로 제
공된다. 상기 정보센터 100은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내부에 저장된 지도데이터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현
재 위치와 상기 목적지간의 최적의 주행 경로를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최적의 주행 경로를 안내하기 위한 정보를 상기 
무선망 200을 통해 상기 이동 단말기 300으로 제공한다. 상기 최적의 주행 경로 안내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이동 단말
기 300은 상기 ITS 단말기 400과 연동하여 수신된 경로 안내 정보를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및/또는 청각적으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공한다. 이때 시각적으로 제공되는 경로 안내 정보는 상기 이동 단말기 300의 표시부상에 표
시되고, 청각적으로 제공되는 경로 안내 정보는 상기 이동 단말기 300의 스피커 또는 상기 ITS 단말기 400의 스피커
(또는 상기 이동 단말기 300과 상기 ITS 단말기 400의 모든 스피커들)를 통해 외부로 송출된다. 이러한 주행 경로 안
내 서비스시 유도방향 표시, 음성 안내, 유도지점 및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 정보가 제공된다.
    

    
상기 도 4에서 이동 단말기 300과 ITS 단말기 40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동작을 위해서 하나의 단말
기로서 구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휴대폰과 같은 단말기들과의 호환성을 고려한다면, 도면이 도시한 바
와 같이 상기 이동 단말기 300으로부터 상기 ITS 단말기 400을 분리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기 ITS 
단말기 400은 후술될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이동 단말기 300에 접속될 수 있고, 상기 ITS 단말기 40
0에는 TFT-LCD부 40이 접속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정보센터 100과, 무선망 200과, 이동 단말기 300과, ITS 단말기 400을 
포함한다. 차량내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 300은 크레이들(Cradle) 30에 장착되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이동 단말기 3
00은 상기 ITS 단말기 400에 접속된다. 상기 ITS 단말기 400은 상기 이동 단말기 300 및 상기 무선망 200을 통해 
상기 정보센터 100에 접속되어 네비게이션 기능을 제공받는다. 상기 ITS 단말기 400은 상기 이동 단말기 300과 연동
하여 상기 정보센터 100에 접속되어 사용자가 네비게이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기 네비게이션 정보에는 
경로 안내를 위한 정보, 교통 정보, 주변 시설물 검색에 따른 지리 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ITS 단말기 400에 대한 
보다 구체적 구성 및 설명은 후술되는 도 8의 설명으로부터 명확해질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도 5에 도시된 네비게이션 시스템과 동일하게 정보센터 100과, 무선망 2
00과, 이동 단말기 300과, ITS 단말기 400을 포함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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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단말기 400에는 초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기(TFT-LCD: Thin Film Transistor LCD)부 40이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TFT-LCD부 40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성 및 설명은 후술되는 도 9의 설명으로부터 명확해질 
것이다.
    

    
상기 도 5에 도시된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보급형" 네비게이션 시스템이라 불리우고, 상기 도 6에 도시된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고급형" 네비게이션 시스템이라 불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상기 도 6에 도시된 TFT-LCD부 40은 고가이고 
이 TFT-LCD부 40을 포함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입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은 가격 부담을 매우 크게 느낄 것이지
만, 반면에, ITS 단말기 400만을 포함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입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을 
적게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정보센터 100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정보센터 100은 컴퓨터 110과, 교통정보 서버 120과, 경로계산 서버 130과, 네트워크 서
버 140과, 지도데이터 저장부 112와, 실시간 교통정보 저장부 122를 포함한다. 상기 컴퓨터 110은 사전에 조사된 도
로 및 교통 규제 상황(예: 전국 도로, 교통 규제 내용 등)에 따른 지도 데이터(map data)를 제작한다. 상기 컴퓨터 11
0에 의해 제작된 지도데이터는 지도데이터 저장부(또는 지도 데이터베이스(DB: Database)) 112에 저장된다. 상기 교
통정보 서버 120은 각종 교통정보 취득(또는 수집) 센서들로부터 수집되는 교통정보를 입력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생
성하고, 이 실시간 교통정보를 실시간 교통정보 저장부 122에 저장한다. 여기서 실시간 교통정보란 도로상에서 설치된 
각종 교통정보 취득 센서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이다. 예를 들어, 상기 교통정보 취득 센서는 도로상의 주행속도를 주기
적으로 감지하여 상기 교통정보 서버 120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상기 교통정보 서버 120은 실시간으로 도로의 정체 
상황을 나타내는 교통 정보를 생성한다. 상기 경로계산 서버 130은 상기 네트워크 서버 140으로부터의 데이터 요청시 
상기 지도데이터 저장부 112 및 상기 실시간 교통정보 저장부 122에 각각 저장된 지도데이터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참
조하여 차량이 주행할 현재 위치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계산하고, 계산 결과에 따른 최적 경로를 안내(유
도)하기 위한 정보를 생성한다. 상기 네트워크 서버 140은 상기 무선망 200과의 접속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상기 정보센터 100은 지도데이터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상기 이동 단말기 300이 위치하는 
차량이 주행할 현재 위치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기 위한 정보를 상기 지도데이터 및 실시간 교통
정보를 참조하여 생성하여 상기 무선망 200으로 전송한다.

    
상기 무선망 200은 상기 이동 단말기 300이 접속하여 차량의 현재 위치 및 목적지 위치 정보를 전송할 시 상기 정보센
터 100으로 상기 전송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무선망 200은 상기 정보 센터 100으로부터 제공되는 최적 경로 
유도를 위한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기 300이 다운로드 요청할 시 제공한다. 이러한 무선망 200은 상기 이동 단말기 3
00을 무선 접속하고 무선 접속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CDMA방식의 디지털 셀룰라 시스템이
나 PCS 시스템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무선망 200은 최근에 많은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IMT-200
0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이동 통신단말기(휴대용 단말기) 200은 GPS 안테나 202와, GPS 엔진(Engine) 204와, 램(RAM) 206과, 롬(
ROM) 208과, 중앙처리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 210과, 음성처리기 211과, 자이로 센서(Gyro Senso
r) 212와, 속도 센서(Speed Sensor) 214와, 마이크(MIC: Mircrophone) 216과, 스피커(Speaker) 218과, 표시부 
220과, 기존 통신 단말기 블록 230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구성요소들중 네비게이션 기능을 위해 구비된 GPS 안테나 
202, GPS 엔진 204, 자이로 센서 212 및 속도 센서 214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기존의 휴대용 단말기에서 사
용되는 구성요소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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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TS 단말기 400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상기 ITS 단말기 400은 프로세서(Processor) 410, 전원부 412, 자이로 센서(Gyro Sensor) 
414, 속도 센서(Speed Sensor) 416, GPS 안테나 418, GPS 엔진(Engine) 420, 음성안내 집적회로(IC: Integrate
d Circuit) 422, 스피커(Speaker) 424, 핸즈프리(Hands-Free)부 426, 마이크(Microphone) 428 및 긴급상황(E
mergency) 처리부 43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전원부 412는 차량으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입력하여 상기 ITS 단말기 400의 각 구성요소들에 전원을 공급한다. 
또한 상기 전원부 412는 내부에 충전회로(도시하지 않음)를 구비하고, 상기 프로세서 410의 제어하에 상기 이동 단말
기 300의 배터리(도시하지 않음)를 충전한다. 상기 충전회로에는 공지의 충전회로가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자이로 센서 414는 차량의 회전각을 감지한다. 상기 속도 센서 416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감지한다. 상기 GPS 
안테나 418은 GPS에 속하는 복수개의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한다. 상기 GPS 엔진 420은 상기 GPS 안테나 418에 
수신된 전파를 이용하여 차량의 현재 위치의 의사좌표값을 계산한다. 상기 프로세서 410은 상기 센서들 412,414로부
터 전달되는 차량의 회전각 및 속도를 근거로 하여 차량의 현재 의사위치를 계산하고, 이 계산된 의사위치와 상기 GPS 
엔진 420에 의해 계산된 의사좌표값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때 선택의 기준은 상기 센서들 412,414로부터 누적오차가 
작을 때에는 계산된 값을 따르고, 누적오차가 커지면 상기 GPS 엔진 420에서 전달되는 값으로 누적오차를 보정한다.
    

상기 음성안내 집적회로 42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기능이 음성으로 안내되도록 한다. 이 집적회로 4
22는 후술될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은 음성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최적의 주행 경로 안내시 해당하는 음성 데이
터가 상기 스피커 424를 통해 출력되도록 한다.

    
상기 스피커 424 및 상기 마이크 428은 사용자와 상기 ITS 단말기 400간 및 상기 이동 단말기 300간을 인터페이스하
기 위한 것이다. 상기 핸즈프리부 426은 상기 이동 단말기 300의 사용자가 핸즈프리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기 스피커 424와 상기 마이크 428의 사이에 접속된다. 상기 마이크 428을 통해서는 사용자의 음성이 입력된다. 상
기 스피커 424를 통해서는 상기 이동 단말기 300의 음성 통화 모드시에는 상대방의 음성이 출력되고, 상기 이동 단말
기 300의 네비게이션 모드에서는 상기 음성안내 IC 422에 의해 생성된 최적 주행 경로 안내를 위한 음성이 출력된다.
    

상기 긴급상황 처리부 430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신호를 발생한다. 여기서 긴급상황은 사용자가 긴급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긴급 상황의 발생을 알리기 위해 상기 ITS 단말기 400상에 설치된 특정 버튼을 누름으로
써 발생한다. 즉, 상기 긴급상황 처리부 430은 특정 버튼을 구비하고, 상기 버튼이 사용자에 의해 눌림에 따라 긴급상
황이 발생하였음을 상기 프로세서 410으로 출력한다.

    
상기 프로세서 4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TS 단말기 400의 동작을 전반적으로 제어한다. 상기 프로세서 410에 
의해 제어되는 동작들로는 차량의 현재 위치 데이터 계산 동작, 상기 이동 단말기 300과의 데이터 송수신 동작, 상기 
핸즈프리부 426 제어 동작, 상기 이동 단말기 300 충전 동작 및 긴급상황 처리 동작이 있다. 상기 프로세서 410은 전
술한 바와 같은 동작들을 제어하고, 이러한 동작들 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또한 상기 동작들의 수행시 처
리되는 데이터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내부의 메모리(도시하지 않음)를 구비하고 있다. 특히, 상기 프로세서 4
10의 메모리에는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은 각종 이미지 데이터가 저장된다.
    

    
상기 프로세서 410은 제1포트(UART1: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and Transmitter 1)와 제2포트(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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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프로세서 410의 상기 UART1에는 상기 GPS 엔진 420이 접속되고, 상기 UART2를 통해
서는 상기 이동 단말기 300이 접속된다. 또한 상기 UART2에는 후술될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은 TFT-LCD부 40이 
접속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기 프로세서 410의 UART2에는 하나의 입력단자(P)와 2개의 출력단자(T1,T2)를 가
지는(single-pole double-through) 스위치(SW)가 접속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시스템이 보급형
인 경우, 즉 상기 ITS 단말기 400에 상기 TFT-LCD부 40이 장착되지 않은 경우, 상기 스위치의 P단자는 T2단자에 
접속되고 상기 T2단자는 상기 이동 단말기 400에 접속된다. 이와 달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시스템이 
고급형인 경우, 즉 상기 ITS 단말기 400에 상기 TFT-LCD부 40이 장착된 경우, 상기 스위치의 P단자는 상기 T1단자
를 통해 상기 TFT-LCD부 40의 CPU 440의 UART1에 접속되고, 상기 스위치의 T2단자에는 상기 TFT-LCD 40의 
CPU 440의 UART2와 상기 이동 단말기 300이 접속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TFT-LCD부 40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상기 TFT-LCD부 40은 중앙처리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 440, 동적램(DRAM
: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442, 그래픽 프로세서(Graphic Processor) 444, 유니버설 직렬버스(USB: 
Universal Serial Bus) 포트(Port) 446, LCD 구동 IC 448, TFT-LCD 450, 마이크로 컴퓨터(μ- COM: Micro C
omputer) 452, 정적램(SRAM: Static Random Access Memory) 454, 동기식 동적램(SDRAM: Synchronous Dy
namic Random Access Memory) 456, 부트 롬(BOOT Read Only Memory) 458, 플래쉬 메모리(Flash Memory) 
460 및 전원부 462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DRAM 442는 그래픽용 메모리로서, 상기 그래픽 프로세서 444에서 처리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상기 DRA
M 442로는 8MByte의 SDRAM(Sync-DRAM)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SRAM 454는 상기 CPU 440에 의해 처리되
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이다. 상기 SDRAM 456은 상기 CPU 440에서 사용하는 주 시스템 메모
리(Main System Memory)이다. 상기 부트 롬 458은 전원이 인가되었을 때 부팅(Booting)을 위한 프로그램과 운영
체제(OS: Operating System), 각종 하드웨어 드라이버(Hardware Driver), 응용 프로그램 및 폰트, 아이콘 등을 저
장하고 있다. 상기 플래쉬 메모리 460은 지도 데이터와 네비게이션 기능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다. 상기 
USB 포트 446은 외부로부터 지도데이터, 네비게이션 프로그램 등을 입력하기 위한 포트이다. 여기서, 외부는 USB 단
자를 가지는 노트 PC나 데스크탑 PC가 될 수 있다. 상기 전원부 462는 상기 TFT-LCD부 40의 각 구성요소들에 전원
을 공급한다. 예를 들어, 상기 전원부 462는 9V, 5V, 3.3V, 1.8V를 공급한다. 상기 TFT-LCD 450은 상기 플래쉬 메
모리 460에 저장된 지도데이터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상기 TFT-LCD 450으로는 5.8" 폭의 TFT-LCD가 사용될 
수 있다. 상기 TFT-LCD 450의 외부에는 터치 스크린(touch screen) 451이 실장되어 있어 사용자는 상기 TFT-L
CD 450에 표시되는 지도데이터로부터 목적지와 같은 특정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상기 LCD 구동 IC 448은 상기 TF
T-LCD 450의 구동을 제어하는 것으로, 상기 그래픽 프로세서 444로부터 RGB(Red Green Blue) 신호를 입력하고 
외부 비디오신호 단자(V.AUX)를 통해 복합 영상신호인 컴포지트(composite) 신호를 입력하여 이러한 입력 신호들에 
따라 상기 TFT-LCD 450을 구동한다. 상기 그래픽 프로세서 444는 상기 TFT-LCD 450에 표시될 그래픽, 즉 RGB 
신호를 처리한다. 상기 마이크로 컴퓨터 452는 상기 LCD 구동 IC 448을 제어한다. 또한 상기 마이크로 컴퓨터 452는 
상기 터치 스크린 451상에서 터치되는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CPU 440으로 제공한다. 상기 CPU 440은 상기 TFT-L
CD부 4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즉, 상기 CPU 440은 상기 ITS 단말기 300으로부터의 수신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래픽을 처리하고,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지도 데이터를 처리한다. 또한, 상기 CPU 440은 웹 브라우저(W
eb Browser)를 탑재하고 있다.
    

    
상기 도 9에 도시된 TFT-LCD부 40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ITS 단말기 300에 장착되어 고급형 네비게이션 시스템
을 구성한다. 이러한 고급형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지도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플래쉬 메모리를 내부에 구비하고 있으
며, 지도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TFT-LCD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기 고급형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보다 정확한 지도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는 가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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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술한 도 4 내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정보센터 100, 무선망 200, 
이동 단말기 300 및 ITS 단말기 400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에 따른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하기
의 < 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기능들을 제공한다. 즉 사용자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TS 단말기 400을 사용하면
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정리해보면 하기의 < 표 1과 같다.

[표 1]
기능 내용
네비게이션 (경로 안내) - 고성능 하이브리드방식 네비게이션 기능 - 다양한 목적지 설정 방식 - 최적의 경

로안내 서비스 - 실시간 교통정보, 정체정보를 반영한 경로 계산 - 매일 업그레이드
에 의한 최신 지도 정보

주변 시설물 검색 - 주유소, 휴게소, 정비센터, 주차장, 은행/약국, 숙박업소, 관광명소, 음식점/카페, 
극장/공연장 등

교통 정보 - 주행 전방정보, 시내 정보, 국도 정보, 고속도로 정보, 즐겨찾기 지점 정보
생활 정보 - 뉴스, 날씨, 여행, 방송/영화/연극/공연, 운세, 유머 등
Emergency - 긴급상황 도움
Hands-Free - 핸즈프리 통화 및 충전

상기 < 표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전형적인 네비게이션 기능인 경로 안
내 기능과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물 검색 기능과, 생활 정보 제공 기능과, 긴급상
황 도움 기능과, 핸즈프리 통화 기능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하기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들중에서 경로 안내 기능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안내 기능은 이미 도 4와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센터 100, 무
선망 200, 이동 단말기 300 및 ITS 단말기 400에 의해 수행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경로 안내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센터 100의 기능 블록 다이아그램이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상기 정보센터 100은 송수신부 1010, 포맷(format) 처리부 1020, 경로 계산부 1030, 지도 
독출/기록(map read/write)부 1040, 경로 유도부 1050, 지도 정합(map matching)부 1060, 지도 데이터베이스(m
ap database)부 1070, 기타부 108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송수신부 1010은 송신을 위한 신호를 무선망 200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무선망 200으로 송
신하고, 상기 무선망 200으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한다. 상기 포맷 처리부 1020은 상기 무선망 200 및 상기 정보센터 
100과 사전에 약속된 포맷으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상기 송수신부 1010에 수신된 신호를 상기 약속된 포맷에 따라 해
석하여 데이터화한다. 상기 경로 계산부 1030은 지정된 두 지점간의 최적 경로를 찾아주는 기능, 즉 선택된 현재지와 
목적지간에 가장 최적한 경로를 찾아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지도 데이터베이스(map database)부 1070은 CD-
ROM(Compact Disk Read Only Memory) 또는 메모리와 같은 지도를 저장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지도 독출/기록(
map read/write)부 1040은 상기 지도 데이터베이스부 1070에 저장된 지도중 필요한 지도를 독출하고, 상기 지도 데
이터베이스부 1070에 지도를 기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도 독출/기록부 1040은 실시간으로 지도를 업데이
트한다. 상기 경로 유도부 1050은 상기 경로 계산부 1030에 의해 계산된 최적 경로를 따라 갈 수 있도록 회전 지점, 회
전 방향, 참조 정보 등을 추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상기 경로 유도부 1050은 후술될 네비게이션 단말기의 경로 
유도부 1150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지도 정합(map matching)부 1060은 수신된 좌표
에 해당하는 지도상의 지점을 찾는 기능, 즉 설정된 지점의 위치를 상기 지도 데이터베이스부 1070에서 바르게 찾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기타부 1080은 상기 정보센터 100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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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송수신부 1010과 상기 포맷 처리부 1020은 도 7의 네트워크 서버 140에 해당하고, 상기 경로 계산부 1030과 상
기 경로 유도부 1050과 상기 지도 정합부 1060은 경로계산 서버 130에 해당하고, 상기 지도 독출/기록(map read/w
rite)부 1040은 컴퓨터 110에 해당하고, 상기 지도 데이터베이스부 1070은 지도데이터 저장부 112에 해당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경로 안내 기능을 제공하는 이동 단말기 300 및 ITS 단말기 400의 기능 블록 다이
아그램이다. 상기 도 4에서는 상기 이동 단말기 300과 상기 ITS 단말기 400이 서로 분리되는 것으로 도시 및 설명하
였지만, 이들이 하나의 단말기로서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게다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
로 안내 기능은 상기 이동 단말기 300과 상기 ITS 단말기 400이 연동하여 수행하므로, 도 11에서는 네비게이션 기능
이 수행되는 관점에서 단말기들의 구성을 단지 하나의 단말기에서 수행되는 것과 같이 도시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 300과 상기 ITS 단말기 400을 "네비게이션 단말기"라 통칭하기로 한다.
    

상기 도 11을 참조하면,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부 1110과, 송수신부 1120과, 
표시(display)부 1130과, 포맷(format) 처리부 1140과, 경로 유도부 1150과, 지도 정합(map matching)부 1160과, 
센서(sensor)부 117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110은 사용자가 경로 안내를 받기 위해 네비게이션 기능 모드를 선택하고, 네비게이션 기
능 모드시 현재지 및 목적지를 설정하는 등의 사용자 요구를 입력하는 입력부이다. 즉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110
은 사용자와 정보센터 100간 의사 소통을 위한 것이다. 상기 표시부 1130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110과 마찬가
지로 사용자와 정보센터 100간의 의사 소통을 위한 것으로, 네비게이션 기능 수행에 따른 지도, 목적지, 경로 등을 표
시한다. 상기 송수신부 1120은 무선망 200에 적합한 신호를 발생하여 송신하고, 상기 무선망 200으로부터 신호를 수
신한다. 상기 포맷 처리부 1140은 상기 무선망 200 및 상기 정보센터 100과 사전에 약속된 포맷으로 데이터를 변환하
고 상기 송수신부 1120에 수신된 신호를 상기 약속된 포맷에 따라 해석하여 데이터화한다. 상기 경로 유도부 1150은 
경로 안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도 10의 경로 유도부 1050에 대응하고, 경로 안내에 따른 경로 유도 데이터를 
처리한다. 상기 센서부 1170은 네비게이션 기능을 위해 필요한 차량의 현재 위치 파악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추출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지도 정합부 1160은 변화하는 차량의 현재의 위치를 지도상의 일치하는 지점에 표시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이때 상기 지도 정합부 1160은 상기 정보센터 100에서 제공받은 경로 안내 데이터와 상기 센서부 11
70에서 수신한 위치 데이터를 비교하여 차량의 현재 지점의 이동 상태를 파악한다.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110은 이동 단말기 300의 키입력부 또는 고급형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경우는 터치스크린 
451이 될 수 있고, 상기 표시부 1130은 상기 이동 단말기 300의 표시부 또는 고급형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경우는 TF
T-LCD 450이 될 수 있다. 상기 송수신부 1120은 이동 단말기 300의 송수신부에 해당한다. 상기 포맷 처리부 1140, 
상기 경로 유도부 1150 및 상기 지도 정합부 1160은 도 8의 프로세서 410에 해당한다. 상기 센서부 1170은 도 8의 
GPS 안테나 418, GPS 엔진 420, 자이로 센서 414 및 속도 센서 416에 해당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네비게이션 단말기측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110, 
포맷 처리부 1140, 경로유도부 1150, 지도 정합부 1160, 센서부 1170 등을 구비시키고, 정보센터 100측으로부터 정
보를 받아 사용자에게 경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의한 경로 안내 동작
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통한 사용자의 요구는 무선망 200을 경유하여 정보센터 100에 전달되고, 상기 정보센터 100은 
상기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인식 및 확인하고 그에 적합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무선망 200을 통해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로 전달한다. 이때 목적지의 설정과 같은 경로 안내 요청에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가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부
터 상기 정보센터 100으로 전달되고, 상기 정보센터 100은 경로 안내에 필요한 데이터를 내부에서 생성하여 상기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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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200을 통해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로 전달한다.
    

상기 경로 안내에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는 사용자가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110과 표시부 
1130을 통해 정확하게 요청될 수 있다. 이러한 경로 안내 요청 정보는 포맷 처리부 1140에 의해 포맷화되고, 송수신부 
1120을 거쳐 상기 무선망 200으로 전송된다.

    
상기 무선망 200을 통해 전송된 경로 안내 요청 정보는 상기 정보센터 100의 송수신부 1010에 수신되고, 포맷 처리부 
1020에 의해 해석되어지고, 이 해석된 데이터는 경로 계산부 1030과 경로 유도부 1050에 제공된다. 이에 응답하여, 
상기 경로 계산부 1030은 지도 데이터베이스부 1070과 지도 독출/기록부 1040에 의해 구해진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
여 최적한 경로를 구하고, 상기 경로 유도부 1050은 지도 정합부 1060과, 지도 독출/기록부 1040과, 지도 데이터베이
스부 1070을 통하여 경로 계산부 1030에서 구한 경로 데이터에 관련되는 경로 유도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한다. 상기 
구해진 최적 경로를 유도하기 위한 경로 유도 데이터는 상기 포맷 처리부 1020에 의해 포맷화된 후 상기 송수신부 10
10을 통해 상기 무선망 200을 거쳐 네비게이션 단말기의 송수신부 1120으로 전달된다.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의 송수신부 1120에 의해 수신된 경로 유도 데이터는 포맷 처리부 1140에 의해 해석되고, 해
석된 데이터는 경로 유도부 1150으로 전달된다. 상기 경로 유도부 1150은 상기 센서부 1170과 상기 지도 정합부 11
60에 의해 구해진 현재 위치 데이터와 상기 포맷 처리부 1140으로부터 받은 경로 유도 데이터로 회전 지점과의 거리, 
회전 방향, 경로 이탈 여부, 목적지까지 도착 예정시간, 남은 거리 등의 경로 안내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표시부 
1130상에 표시하고, 또한 음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설정한 목적지로 최적의 경로를 안
내받으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의한 경로 안내 동작의 처리 흐름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12를 참조하면, 1201단계에서 네비게이션 단말기상에서 차량의 현재 위치/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무선망 200
을 통해 정보센터 100으로 전송된다. 상기 차량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는 네비게이션 단말기내 GPS 엔진에 의해 구
해지는 경위도 좌표이고, 목적지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가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상에서 텍스트(text) 또는 음성으로 
입력하는 목적지의 시설물 또는 행정명칭이 될 수 있다. 상기 목적지에 대한 정보는 목적지의 명칭 이외에도 지역 카테
고리의 분류에 의하거나 전화번호가 될 수 있다.
    

    
1202단계에서 상기 정보센터 100은 상기 전송된 현재 위치/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고 이에 응답하여 현재 위치
를 검출하고 경로를 계산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현재 위치 검출 동작은 상기 차량의 현재 위치(경위도)와 목적지 
정보를 수신하고, 지도데이터 저장부 112에서 일치하는 지명/시설정보 항목을 찾아 경위도 좌표로 변환함으로써 수행
된다. 상기 경로 계산 동작은 지도데이터 저장부 112와 실시간 교통정보 데이터 저장부 122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 정보로부터 최적의 경로를 구함으로써 수행된다. 상기 구해진 최적의 경로를 경로 안내를 위한 경
로 유도 데이터로 변환된다.
    

1203단계에서 상기 정보센터 100은 상기 경로 유도 데이터를 상기 무선망 200을 통해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로 전송
한다. 이때 경로 유도 데이터는 예를 들어 최대 200킬로바이트(KBytes)의 크기를 가질 수 있다. 1204단계에서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는 상기 전송된 경로 유도 데이터를 다운로드한다. 상기 다운로드된 경로 유도 데이터는 이동 단말기
의 내부 메모리인 램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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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단계에서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는 상기 저장된 경로 유도 데이터와 GPS 엔진 420, 자이로 센서 414, 속도 센
서 416으로부터 추정되는 차량의 위치를 일정 시간마다 체크한 후, 차량이 진행해야 할 방향을 도 11의 표시부 1130
상에 표시하고, 도 8의 음성안내 IC 422를 제어하여 음성을 조합하여 상황에 맞는 음성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상기 1205단계 수행중에 차량이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1207단계에서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는 새로이 경로 유도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교통정보 업데이트를 요구한다. 즉 상기 1205단계를 수행하는 도중에 차량이 경로를 이탈하였다
고 판단되면, 상기 차량의 새로운 위치를 정보센터 100으로 전송하여 새로이 구성된 경로 유도 데이터의 전송을 요구한
다.

상기 1201단계에서 입력된 목적지의 위치까지 차량이 주행한 경우 1206단계에서 경로 유도의 동작이 종료된다.

전술한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의한 경로 안내 동작은 다음과 같이 
기본 동작 및 주행중 동작과, 정보센터의 동작으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다.

- 기본 동작 :

네비게이션 단말기상에서 네비게이션 서비스 기능 선택 →정보센터 100과 접속 →차량의 현재 위치/목적지 데이터를 
정보센터 100에 전송 →정보센터 100에서 네비게이션 단말기의 서비스 데이터 접수 및 확인 →정보센터 100에서 최적 
주행 경로 확인 및 경로 유도 데이터 생성 →정보센터 100에서 경로 유도 데이터를 네비게이션 단말기로 전송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주행중 동작 :

정보센터 100으로부터 제공된 경로 유도 데이터는 네비게이션 단말기내의 메모리에 저장 → 네비게이션 단말기는 GP
S엔진, 자이로 센서, 속도 센서에 의해 차량의 현 위치 데이터를 생성 → 실시간으로 차량의 현 위치 데이터와 정보센터 
100으로부터 경로 유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목적지까지 경로 안내를 실행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로 안내 
동작은 차량의 현 위치가 최종 목적지와 동일하면 종료된다.

한편, 주행중 차량의 현 위치와 정보센터 100으로부터 제공된 경로 유도 데이터에 의해 구해지는 위치 데이터가 상이하
여 추적(tracking)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네비게이션 단말기는 경로 이탈로 인식하고, 다시 정보센터 100과 재접속하
여 차량의 현 위치 데이터를 제공하고 현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의 경로 유도 데이터를 요구한다.

- 정보센터의 동작 :

네비게이션 단말기로부터 데이터가 수신되면, 정보센터 100은 상기 단말기의 사용자에 대해 가입 여부를 확인 → 인증
된 가입자인 경우 수신된 데이터로부터 차량의 현 위치와 목적지를 인식 → 상기 인식된 현 위치와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지도 데이터베이스 및 실시간 교통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검색 → 최적 경로를 안내하기 위한 경로 유도 
데이터를 생성하여 네비게이션 단말기로 전송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단말기에서 무선망 200을 통해 정보센터 100측으로 전송되는 경로 안내 
요청 데이터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13을 참조하면, 단말기의 포맷 처리부 1140은 헤더(Header), 사용자 식별자(User ID(Identification)), 현
재지 좌표, 버전 번호(Version Number), 단말기 종류 구분, 목적지 설정 데이터(Data), 기능 설정 데이터(Data), 에
러 데이터(Error Data) 등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 데이터를 포맷화한다. 이렇게 포맷화된 데이터는 송
수신부 1120을 거쳐 송신하기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된 후 안테나(ANT)를 통해 송신된다. 이렇게 송신된 신호는 무선
망 200을 거쳐 정보센터 100에 수신된다. 상기 헤더는 경로 안내 요청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한 정보이다. 상기 사용자 
식별자는 사용자가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가입한 가입자인지를 인증하기 위한 정보이다. 상기 현재지 좌
표는 네비게이션 단말기내의 GPS 시스템에 의해 구해지는 경도 및 위도 좌표 정보이고, 상기 목적지 설정 데이터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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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상에서 문자(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입력하게 되는 목적지에 대한 정보이다. 상기 단말
기 종류 구분 정보는 경로 안내를 요청하고 결과적으로 경로 유도 데이터가 표시될 단말기의 표시부 크기 및 종류 등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유도 데이터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14를 참조하면, 상기 경로 유도 데이터는 헤더(Header) 정보와, 유도점(노드점)에 대한 정보와, 보간점에 대
한 정보로 이루어진다. 상기 유도점 정보는 교차로 명칭, 도로 종별, 링크(Link) 종별, 교차로 인접 도로와의 각도, 도
엽내 X,Y 좌표로 구성된다. 상기 교차로 명칭은 텍스트 데이터로서, 일 예로 "삼성사거리"가 될 수 있다. 상기 도로 종
별은 도로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등이 될 수 있다. 상기 링크 종별은 링크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유턴(U-Turn), 로터리(Rotary), 고가도로 진입(Over Pass), 지하도 진입(Under Pass), 교
량(Bridge) 등이 될 수 있다. 상기 교차로 인접 도로와의 각도는 교차로 진입 각도(in), 교차로 진출 각도(out), 정북
기준 진출도로 왼쪽 도로 각도(left), 정북기준 진출도로 오른쪽 도로 각도(right)가 될 수 있다.
    

도 15 및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유도 데이터의 생성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상기 도 15를 참조하면, 현재지 A와 목적지 B간의 최적 경로에 해당하는 링크(Link), 노드(Node) 등의 관련 정보를 
경로 유도 데이터로서 생성한다.

상기 도 16을 참조하면, 현재지 A와 목적지 B간의 최적 경로중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는 일정 범위내에 존재하는 링
크, 노드 등의 관련 정보(a',a")를 모두 경로 유도 데이터로서 생성한다. CASE 1은 최적 경로 전체를 포함하는 범위내
에 존재하는 링크, 노드 등의 관련 정보를 모두 경로 유도 데이터로서 생성한 예를 보여주고 있고, CASE 2는 최적 경
로중 일부를 포함하는 범위내에 존재하는 링크, 노드 등의 관련 정보를 경로 유도 데이터로서 생성한 예를 보여주고 있
다.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유도 데이터의 도엽 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상기 도 17에서, 도엽 코드(Mesh Code)란 일정한 경위도마다 부호화(encoding)된 특정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지도
의 단위가 된다. 왜냐하면, 디지털 지도는 '도엽'이라는 단위로 데이터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노드점(●)(Node P
oint)은 경로 유도의 대상이 되는 점, 즉 경로 유도의 대상이 되는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점이다. 보간점(■)(Shape P
oint)은 도로와 도로가 교차하지는 않지만 도로의 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 중간에 넣어주는 점이다. 이러한 보간
점은 디지털 지도상에서 실제 도로의 선형을 이루는 모든 점들을 말하며, 각 보간점의 좌표로 실제 도로의 선형을 알 수 
있고 네비게이션 단말기내의 GPS시스템에서 얻은 경도/위도 좌표와 비교의 대상이 된다. 보간점중에서 도로의 선형이 
교차하는 점, 즉 두 개 이상의 도로 선형이 공유하는 점이 노드점이다.
    

    
유도 코드는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노드점(유도점)마다 교차로에서의 경로 안내 및 음성 안내를 위해 존재하는 각종 정
보이다. 즉 유도 코드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지하도진입, 고가도로 진입 등 교차로에서 직진을 제외한 차량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action)를 의미하는 코드이다. 예를 들어, 도로의 종별, 링크의 종별, 교차로의 구성 각도 등이 될 수 
있다. 도로의 종별(Road Code)은 도로의 종류(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 ···)를 나타내
는 코드이다. 경위도 좌표는 『 도엽 코드 + 도엽내 좌표 』로서 환산이 가능하다.
    

도엽 원점의 경위도 좌표는 도엽 코드로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디지털 지도마다 포맷이 다르므로 여기서는 구체
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각 보간점 #1∼#3의 경위도 좌표들은 도엽 원점과 도엽 최대점의 경위도 좌표
를 알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구할 수 있다. 또한 경위도 좌표도 도엽 체계의 좌표로 환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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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유도시 경로 이탈을 판단하기 위한 지도 추적(map tracking)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상기 도 18을 참조하면, P는 GPS에서 받은 차량의 현재 위치이고, P'는 경로상에서 매칭된 차량의 현재 위치를 나타낸
다. L1은 보간점 #1과 보간점 #2간의 거리를 나타내고, L2는 보간점 #2와 보간점 #3인 노드점과의 거리를 나타낸다. 
D2는 GPS에서 받은 차량의 현재 위치 P와 L2간의 수직 거리이고, D1은 GPS에서 받은 차량의 현재 위치 P와 L1간의 
수직 거리이다. 여기서 경로 추적(route tracking)이란 네비게이션 단말기내의 GPS시스템에서 얻은 차량의 현재 위치
와 「 도엽코드 + 보간점 」으로부터 얻은 위치를 계산하여 경로를 비교해 나아가며 경로 이탈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시점마다 유도 코드를 이용하여 경로 안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D1＜D2」이고, 「D1 ＜ GPS 오차」이면, 차량의 현재 위치를 P'로 결정한다. 만일 이때 「D1 ≥GPS 오차」이면, 
차량이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다음 유도점까지의 거리인 {L2 + (보간점 #2에서 P'의 거리)}가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면 경로 유도를 실시한다.

    
GPS시스템으로부터 새로운 좌표를 받을 때마다 경로상의 도로 데이터(Polyline)중에서 두 개의 보간점이 이루는 선분
에 이르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두 개의 보간점(선분)을 결정하고 그 거리를 구하여 GPS의 오차의 범위(임계값)를 넘
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한다. 체크하여 만약 오차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만약 오차의 범위를 넘어서 경로를 이탈했다고 판단되면, 차량의 현재 위치를 기존의 목적지 위치와 함께 정보센
터 100으로 다시 전송하고, 새로이 경로 유도 데이터를 다운받는다.
    

    
계속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의 현재 위치에서 다음 노드점에 이르는 거리를 계산한다. 그 거리가 
경로 유도를 실시해야 하는 일정 거리내에 들어오면 노드점이 가지고 있는 유도 코드에 따라서 경로 유도를 실시한다. 
경로 유도는 유도 코드에 따라서 단말기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차량이 진행해야 하는 방향과 이에 적합한 음성이 출력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단말기의 표시부(LCD)
에 진행방향 화살표와 교차로명, 교차로까지 남은 거리를 표시하고, 이와 함께 "XX m 앞에서 우회전합니다."라는 형식
으로 음성 안내를 하며, 목적지까지의 남은 거리와, 도착 예상 시간을 표시한다.
    

    
일 예로, 서울시청 ↔부산시청간의 경로를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차량 주행하는 경우, 보간점의 수를 8549개로 나
타낼 수 있으므로, 전송할 경로 유도 데이터의 크기는 272킬로비트(KBits) 정도이다. 왜냐하면, 8549(보간점의 수) 
×4(Bytes: X, Y 좌표 및 유도 코드, 도로종별 포함) + 52(도엽) ×4(Bytes; 도엽코드) = 34404 Bytes ≒ 34KBy
tes ≒ 272 KBits이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 서울시청 ↔부산시청간의 경로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차량 주행하는 경
우, 보간점의 수를 8549개보다도 더 적게 나타낼 수 있으므로, 경로 유도 데이터의 크기는 272KBits 보다 더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보간점의 수 및 경로 유도 데이터의 크기는 삼성전자(주)의 네비게이션용 지도를 기준으로 한 경
우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지도의 포맷 및 버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현재 PCS(Personal Communicat
ion Service)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 전송 속도가 14.4Kbps이므로 서울시청 ↔부산시청간의 경로 유도 데이터를 전송
하는데 272(KBits) ÷14.4(Kbps) ≒ 19(sec)가 소요될 것이지만, 차세대 이동 통신시스템인 IMT-2000 경우 초기 
서비스 속도가 144Kbps이므로 경로 유도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2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유도시 사용되는 교차로 이미지 데이터 집합의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19를 참조하면, 상기 교차로 이미지 데이터 집합은 39개의 이미지 데이터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직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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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좌회전, U턴, P턴, 고가 진입, 지하도 진입 등과 같은 주행 방향을 표시하는 이미지 데이터들이 있고, 12시 방향 
로터리, 4시 방향 로터리, U턴 방향 로터리와 같이 로터리에서의 주행 방향을 표시하는 이미지 데이터들이 있고, 시작
지 및 목적지를 나타내는 각종 이미지 데이터들이 있다.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들은 이동 단말기 300의 내부 메모리 또
는 ITS 단말기 400의 프로세서 410의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 후 경로 유도시 이동 단말기 300의 표시부에 표시될 수 
있다.
    

도 2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유도시 사용되는 음성 데이터의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20을 참조하면, 경로 유도시 사용되는 음성 데이터는 ITS 단말기 400의 음성 안내 IC 422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m 앞에", "200m 앞에", "우회전", "2시 방향"과 같은 경로 유도를 위한 음성 데이터가 상기 음
성 안내 IC 422에 의해 생성된다. 이러한 음성 데이터는 ITS 단말기 400의 스피커 424를 통해 출력되어 차량이 진행
할 방향을 운전자가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음성의 경로 유도 데이터는 이미지의 경로 유도 데이터와는 달리 사용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도중에도 사고의 위험없이 경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 2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비게이션 단말기에서의 경로 유도 동작의 일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21을 참조하면, 2101단계에서 네비게이션 단말기는 지도 추적(map tracking)에 의해 네비게이션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추정한다. 2102단계에서 네비게이션 단말기는 N∼P 거리를 계산한다. 여기서, N은 노드점(유도점)이고, 
P는 네비게이션 단말기의 추정된 현재 위치이다. 일 예로, 네비게이션 단말기의 현재 위치와 노드점간의 거리는 500m
일 수 있다.

    
네비게이션 단말기는 2103단계에서 정보센터 100으로부터 사전에 전송된 경로 유도 데이터에 대응하여 외부로 송출
될 음성을 결정한다. 각 전송 데이터 코드와 계산에 의해서 『 '500m앞에서' + '우회전' + '입니다' 』와 같은 음성 데
이터가 송출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500m앞에서'는 상기 2102단계 수행결과에 의해 결정되고, '우회전'은 경로 유도 
데이터에 포함된 인접 도로와의 각도에 대한 정보로부터 결정된다. 이때 인접 도로와의 각도에 대한 정보 in=-60。, 
out=30。, left=30。, right=NO 이다.
    

다음에, 2104단계에서 네비게이션 단말기는 표시부에 표시될 경로 유도 데이터를 결정하고, 결정된 유도 데이터를 표
시한다. 각 전송 데이터 코드와 계산에 의해 '삼성사거리', '500m'가 표시되고, 또한 목적지까지의 남은 거리 및 예상 
소요 시간이 표시된다.

전술한 바와 같은 흐름에 따라 경로를 안내할 경우 대용량의 디지털 지도 데이터 없이 경로 안내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
터만을 전송받아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된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 2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안내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각종 메뉴들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2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안내 동작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메뉴들은 크게 설정
/등록, 경로안내, 교통정보, 보조기능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설정/등록은 목적지 설정과, 지점 등록으로 이루어진다. 상
기 목적지 설정은 초기화면, 신규설정, 삭제/수정, 목적지 추가, 가상 주행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지점등록은 초기화면, 
신규등록, 삭제/변경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경로 안내는 경로찾기/안내, 교통정보(자동갱신) 안내설정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경로 찾기/안내는 경로찾기, 안내시작, 다시찾기로 이루어진다. 상기 교통정보는 현재지 주변, 고속도로 구간별, 
수도권 간선도로, 수도권 한강교량, 수도권 터널과 같은 교통정보 검색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보조기능은 GPS정보(경
위도좌표), 센서정보, 네비게이션 버전(확인)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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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안내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네비게이션 모드의 초기 화면을 보여주
는 도면이다.

상기 도 2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안내 동작은 메뉴키상의 네비게이션이 선택되거나 네비게이션 
전환 전용키가 구비된 경우 그 전환 전용키를 선택함으로써 수행된다. 상기 전용키는 주행 중에는 "안내"키로서 활용될 
수 있다. 상기 메뉴키상의 네비게이션이 선택되거나 상기 전용키가 선택된 경우 상기 도 22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네비
게이션 모드 초기 화면이 표시된다.

도 2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안내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목적지 설정 메뉴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
이다.

상기 도 24를 참조하면, 상기 도 23에 도시된 네비게이션 메뉴에서 목적지 설정이 선택된 경우,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는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 1. 신규설정, 2. 삭제/수정, 3. 목적지 추가, 4. 가상주행 "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이 표시된다.

도 2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목적지 설정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25를 참조하면, 이 화면은 상기 도 24에 도시된 메뉴중에 목적지의 "신규설정"이 선택된 경우에 해당하는 화면
이다. 목적지의 신규 설정은 목적지 대분류, 목적지 소분류, 목적지 지역 설정과 같이 사전에 분류된 카테고리중에서 설
정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특정 지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목적지명을 직접 입력함
으로써 목적지의 신규 설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도 2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찾기(검색)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26을 참조하면, 이 화면은 상기 도 23에 도시된 메뉴중에 "경로찾기/안내"가 선택된 경우에 해당하는 화면이다. 
경로 찾기가 선택되는 경우, 사전에 입력된 목적지와 현재 차량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이들간의 최적 주행 
경로가 검색된다. 경로 찾기 완료에 따른 결과로는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총거리, 교차로, 인터체인지(IC), (고속)도
로, 건물 등이 검색될 수 있다. 이때 경로찾기 우선순위는 최단시간, 최적경로, 고속도로 이용(주변에 고속도로 이용가
능시), 일반도로 이용과 같은 순으로 정해질 수 있다.
    

도 2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안내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안내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27을 참조하면, 경로 안내시 화면은 다음에 차량이 주행하게 될 유도지점(교차로 등)의 명칭을 나타내는 (PO
INT명)과, 상기 유도지점에서 차량이 진행해야할 방향을 나타내는 이미지 데이터와, 현재 차량의 위치로부터 상기 유
도지점까지의 거리(300M)와, 목적지까지 주행하는데 소요시간(00:45)과,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60Km)로 이루어진
다.

도 2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찾기 완료 후 안내 시작을 선택할 경우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28을 참조하면, 이 화면은 상기 도 23에 도시된 메뉴중에 "경로찾기/안내"가 선택되어 경로 찾기가 완료된 이
후에, 상기 도 26에 도시된 메뉴중에서 "안내시작"이 선택된 경우에 해당하는 화면이다. 경로 안내 시작 화면에는 주행 
경로의 총 거리(26Km) 및 예상 소요시간(40분)이 표시된다.

도 2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행중 안내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29를 참조하면, 주행중에 안내되는 각종 화면들이 표시되어 있다. 목적지가 설정되고 차량이 주행함에 따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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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톨게이트(TG), 인터체인지(IC), 목적지 부근 등과 같은 미리 설정된 유도점(노드점)에서 안내되는 화면들이 변
하게 된다. 즉, 차량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가 설정됨에 따라 검색된 최적의 주행 경로를 차량이 주행할 시, 그 주행 경로
상에 존재하는 각종 유도점을 주행하기 전 미리 설정된 구간에서 음성으로 안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이미
지 데이터로서도 안내가 이루어진다.
    

도 3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로 이탈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30을 참조하면, 이 화면은 차량이 정보센터 100에 의해 검색된 최적 주행 경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그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화면이다. 경로 이탈이 판단된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한 
음성의 안내 메시지가 송출된다. 이로부터 경로 찾기를 재설정하면, 경로를 이탈한 차량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와 이
전에 설정된 목적지의 정보가 무선망 200을 통해 정보센터 100으로 전송된다. 상기 정보센터 100은 새로이 전송된 차
량의 현재 위치 정보와 목적지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로부터 현재 위치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최적의 주행 경로를 검색
하고,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로 안내 시작 화면을 표시한다. 경로 안내 시작 화면이 표시된 후 차량이 주행되는 동
안에는 경로 안내가 이루어지게 된다.
    

도 3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교통 정보 변경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표시되는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31을 참조하면, 교통정보 변경이 확인되면 이를 알리기 위한 음성의 안내 메시지가 송출된다. 이로부터 경로 
찾기를 재설정하면, 차량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와 이전에 설정된 목적지의 정보가 무선망 200을 통해 정보센터 10
0으로 전송된다. 상기 정보센터 100은 새로이 전송된 차량의 현재 위치 정보와 목적지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로부터 현
재 위치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최적의 주행 경로를 검색하고,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로 안내 시작 화면을 표시한
다. 경로 안내 시작 화면이 표시된 후 차량이 주행되는 동안에는 경로 안내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
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되
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에서 별도의 대용량 하드웨어 추가 없이 네비게이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는 이점이 있다. 또한 휴대용 단말기가 고정된 디지털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다
운로드받을 수 있으므로, 도로의 신설, 폐쇄, 공사 및 교통 규제의 변경 등에 의한 유동적 대응이 정보센터의 지도 데이
터베이스의 변경만으로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정보센터에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경로 계산을 하는 경
우, 휴대용 단말기 사용자도 바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휴대용 단말기 사용자는 약간
의 정보 서비스 이용료로 고급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통신 서비스 업체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가 가능
하다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지도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는 정보센터와, 차량에 위치하고 상기 차량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는 네비
게이션 단말기와, 상기 정보센터와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무선 접속하는 무선망을 포함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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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센터는,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로부터의 현재지 정보와 목적지 정보가 입력될 시 상기 현재지와 상기 목적지
간의 최적의 주행 경로를 상기 지도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검색하고, 상기 최적의 주행 경로상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노
드점을 안내하기 위한 경로 유도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무선망으로 전송하고,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는, 상기 경로 유도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차량이 상기 노드점을 주행하기 전 미리 설정된 이
전 구간에서 상기 노드점을 통과하여 주행할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는, 상기 주행 정보를 시각적인 이미지 데이터로서 안내하는 동작을 더 수행함
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는,

상기 무선망과의 무선 접속을 위한 이동 단말기와,

상기 차량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위치측정장치(GPS)를 구비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단말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주행 정보는 상기 이동 단말기를 통해 안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주행 정보는 상기 ITS 단말기를 통해 안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지 정보 및 상기 목적지 정보는 상기 이동 단말기를 통해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지 정보 및 상기 목적지 정보는 상기 ITS 단말기를 통해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센터는, 상기 현재지와 목적지간의 최적의 주행 경로를 상기 지도데이터 뿐만 아니라 실시간
으로 수집되는 교통정보를 근거로 하여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센터는,

교통정보의 수집을 위해 도로상에 설치되는 각종 센서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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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센서들에 의해 수집되는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생성하는 제1 서버와,

상기 지도데이터와 상기 생성된 실시간 교통정보를 근거로 하여 상기 현재지와 목적지간의 최적의 주행 경로를 검색하
고 상기 경로 유도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2 서버와,

상기 무선망에 접속되고, 상기 경로 유도 데이터를 상기 무선망으로 제공하는 제3 서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 유도 데이터는 도로 종류, 링크 종류 및 교차점 인접도로와의 각도에 대한 정보들을 더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점은 교차로, 톨게이트, 인터체인지 및 목적지 부근 지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지도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는 정보센터와, 차량에 위치하고 상기 차량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는 네비
게이션 단말기와, 상기 정보센터와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무선 접속하는 무선망을 포함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상기 차량의 주행을 안내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에서 현재지 정보와 목적지 정보를 입력하여 상기 무선망을 통해 상기 정보센터로 전송하는 과
정과,

상기 정보센터에서 상기 현재지와 상기 목적지간의 최적의 주행 경로를 상기 지도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검색하는 과정
과,

상기 정보센터에서 상기 최적의 주행 경로상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노드점을 안내하기 위한 경로 유도 데이터를 생성하
여 상기 무선망을 통해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에서 상기 경로 유도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차량이 상기 노드점을 주행하기 전 미리 설정된 
구간에서 상기 노드점을 통과하여 주행할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에서 상기 주행 정보를 시각적인 이미지 데이터로서 안내하는 과정을 더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센터에 의해 검색되는 상기 현재지와 목적지간의 최적의 주행 경로는 상기 지도데이터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교통정보에 근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 유도 데이터는 도로 종류, 링크 종류 및 교차점 인접도로와의 각도에 대한 정보들을 더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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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점은 교차로, 톨게이트, 인터체인지 및 목적지 부근 지점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이 안내되는 주행 정보에 따른 경로를 이탈하여 주행할 때,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에서 새
로운 경로 유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지도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는 정보센터와, 차량에 위치하고 상기 무선망과의 무선 접속을 위한 이동 
단말기와 상기 차량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위치측정장치(GPS)를 구비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단말기로 
구성되는 네비게이션 단말기와, 상기 정보센터와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무선 접속하는 무선망을 포함하는 네비게이
션 시스템에서 상기 차량의 주행을 안내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현재지 정보와 목적지 정보를 입력하여 상기 무선망을 통해 상기 정보센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정보센터에서 상기 현재지와 상기 목적지간의 최적의 주행 경로를 상기 지도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검색하는 과정
과,

상기 정보센터에서 상기 최적의 주행 경로상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노드점을 안내하기 위한 경로 유도 데이터를 생성하
여 상기 무선망을 통해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상기 경로 유도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경로 유도 데이터를 상기 ITS 단말기로 전송하
는 과정과,

상기 ITS 단말기에서 상기 경로 유도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차량이 상기 노드점을 주행하기 전 미리 설정된 구간에
서 상기 노드점을 통과하여 주행할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상기 주행 정보를 시각적인 이미지 데이터로서 안내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ITS 단말기에서 상기 주행 정보를 시각적인 이미지 데이터로서 안내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센터에 의해 검색되는 상기 현재지와 목적지간의 최적의 주행 경로는 상기 지도데이터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교통정보에 근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 유도 데이터는 도로 종류, 링크 종류 및 교차점 인접도로와의 각도에 대한 정보들을 더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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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점은 교차로, 톨게이트, 인터체인지 및 목적지 부근 지점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이 안내되는 주행 정보에 따른 경로를 이탈하여 주행할 때,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에서 새
로운 경로 유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지도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는 정보센터와, 차량에 위치하고 상기 무선망과의 무선 접속을 위한 이동 
단말기와 상기 차량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위치측정장치(GPS)를 구비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단말기로 
구성되는 네비게이션 단말기와, 상기 정보센터와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무선 접속하는 무선망을 포함하는 네비게이
션 시스템에서 상기 차량의 주행을 안내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ITS 단말기에서 현재지 정보와 목적지 정보를 입력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 및 상기 무선망을 통해 상기 정보센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정보센터에서 상기 현재지와 상기 목적지간의 최적의 주행 경로를 상기 지도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검색하는 과정
과,

상기 정보센터에서 상기 최적의 주행 경로상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노드점을 안내하기 위한 경로 유도 데이터를 생성하
여 상기 무선망을 통해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상기 경로 유도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경로 유도 데이터를 상기 ITS 단말기로 전송하
는 과정과,

상기 ITS 단말기에서 상기 경로 유도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차량이 상기 노드점을 주행하기 전 미리 설정된 구간에
서 상기 노드점을 통과하여 주행할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상기 주행 정보를 시각적인 이미지 데이터로서 안내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ITS 단말기에서 상기 주행 정보를 시각적인 이미지 데이터로서 안내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센터에 의해 검색되는 상기 현재지와 목적지간의 최적의 주행 경로는 상기 지도데이터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교통정보에 근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 유도 데이터는 도로 종류, 링크 종류 및 교차점 인접도로와의 각도에 대한 정보들을 더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23 -



등록특허 10-0353649

 
청구항 30.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점은 교차로, 톨게이트, 인터체인지 및 목적지 부근 지점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이 안내되는 주행 정보에 따른 경로를 이탈하여 주행할 때, 상기 네비게이션 단말기에서 새
로운 경로 유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1모드로 설정되면 이동통신 기지국과 양방향으로 통신하여 호를 처리하며, 제2모드로 설정되면 네비게이션 정보센터
로 소정의 조건에 맞는 네비게이션 정보를 요구하여 상기 네비게이션 정보센터로부터 해당하는 네비게이션 정보를 다
운로드 받아 처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로드 받은 네비게이션 정보는 이동체에 탑재된 지능형교통시스템 단말기로 전달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조건은 현재위치로부터 경로 안내를 받기 원하는 목적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네비게이션 정보는 지도데이터베이스를 가지는 상기 네비게이션 정보센터가 상기 현재위치와 목적지에 따른 경로 
유도 데이터를 발생하여 제공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제1모드에서는 상기 호 처리에 대한 표시를 하고,

제2모드에서는 상기 지능형교통시스템 단말기로부터 상기 경로 유도 데이터를 길 안내 정보로서 처리한 결과를 전달받
아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제1모드에서는 호 처리를 위한 사용자인터페이스수단으로 사용되고, 제2모드에서는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수단으로 사용되는 입력부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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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부는 마이크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청구항 39.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부는 터치 패드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청구항 40.

제36항에 있어서,

제1모드에서는 호 처리를 위한 사용자인터페이스수단으로 사용되고, 제2모드에서는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수단으로 사용되는 키입력부와,

상기 키입력부의 키들에 대하여, 동일 키에 대응되는, 제1모드를 위한 키 할당 메모리영역과 제2모드를 위한 키 할당 
메모리영역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청구항 41.

네비게이션 정보센터와 무선으로 통신하여 이동체에 탑재된 지능형교통시스템 단말기로 상기 네비게이션 정보센터로부
터의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상기 지능형교통시스템 단말기로부터의 데이터를 상기 네비게이션 정보센터에 전달하며,

네비게이션모드로 동작할 때 고유의 입력부가 길 안내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인터페이스수단으로 동작하며,

상기 지능형교통시스템 단말기로부터 전달되는 길 안내 정보를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의 표시부
를 통해 표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네비게이션모드에서 호가 감지되면 음성통화서비스모드로 전환하여 상기 호를 처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
기.

청구항 43.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기에서 현재지 정보와 목적지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은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상기 이동단말기가 네비게
이션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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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의 선택은 메뉴키의 입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선택은 네비게이션 전환 전용키의 입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기는 사용자가 상기 이동단말기를 네비게이션모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메뉴키를 구비함을 특
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기는 사용자가 상기 이동단말기를 네비게이션모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네비게이션 전환 전용
키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네비게이션 전환 전용키가 차량의 주행 중에는 안내키로 사용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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