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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이동체(10)는 정보제공센터(21)와 통신을 수행하는 쌍방향 통신유닛(13), 쌍방향 
통신유닛(13)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요구정보를 정보제공센터(21)로 통신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요구정보에 
관한 회답정보를 제공하는정보처리유닛(11) 및 방송국(22)으로부터 방송되는 회답정보를 수신하는 방송수신유닛(14)
을 포함하며, 정보제공센터(21)는 이동체(10)로부터 송신되는 요구정보에 관한 회답정보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그 서
비스 영역이 이동체(10)의 위치를 커버하는 방송국(22)을 이동체(10) 측에서 또는 정보제공센터(21) 측에서 검출된 
이동체(10)의 위치에 의존하여 선택하여, 선택된 방송국(22)이 회답정보를 방송하게 함으로써, 정보제공센터(21)로
부터 이동체(10)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최적의 통신수단과 방송국이 선택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 및 주행환경 정보수집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구성예를 나타내는 설명
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시스템 내의 정보처리 장치에 대한 기능처리 블럭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연산유닛에 제공되는 처리블럭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설명도;

도 4는 도 1에 도시된 방송신호 수신장치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설명도;

도 5는 도 1에 도시된 정보제공 센터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설명도;

도 6은 도 1에 도시된 방송국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설명도;

도 7은 도 2에 도시된 연산유닛 내에서 실행되는 처리흐름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 8은 도 2에 도시된 연산유닛 내에서 실행되는 또 다른 처리흐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순서도;

도 9는 도 5에 도시된 회답정보 생성장치 내에서 실행되는 처리흐름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 10은 도 5에 도시된 회답정보 생성장치 내에서 실행되는 처리흐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순서도;

도 11은 도 2에 도시된 연산유닛 내에 제공되는 처리블럭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통신제어수단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13은 도 1에 도시된 정보제공 센터의 또 다른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14는 도 2에 도시된 연산유닛 내에서 실행되는 또 다른 처리흐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순서도;

도 15(a)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주행환경 정보에 있어서의 링크구조를 나타내는 설명도;

도 15(b)는 도 15(a)의 모든 링크에 대한 주행환경 정보의 데이터 포맷의 예를 나타내는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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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은 도 15(a)의 모든 링크에 대한 주행환경 정보의 또 다른 데이터 포맷의 예를 나타내는 도표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체 상에 탑재되는 정보수집장치가 통신회선 및 방송회선을 통해서 정보제공센터에 저장된 정보를 이동
체 상에 탑재되는 정보수집장치로 취득하게 하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정체 등의 주행환경 정
보를 정보제공센터 등의 소정의 장소에 효율적으로 송신하는 주행환경 정보수집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동차량 내에서의 쾌적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체 또는 차량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가 개발되고 있
다. 이러한 장치의 전형적인 것으로는 이동차량에 저장된 지도정보 및 안내정보를 사용하여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를 
계산하고 화상지도 및 음성 등에 의해서 최단 경로를 유도하는 카 네비게이션 시스템이 있다. 이러한 카 네비게이션 시
스템에서는 지도정보 및 안내정보가 CD-ROM 및 DVD와 같은 대용량 기억매체에 저장된다. 비록 이러한 기억매체에 
저장된 정보량이 방대하지만, 이 정보는 정적인 정보이므로 원하는 시점에서 주차장의 공간정보, 도로의 정체정보 및 
도로상의 장해물을 포함하는 도로조건 정보 등과 같은 동적정보가 운전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한편, 휴대폰 및 PHS와 같은 이동통신 장치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동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통신망이 구
축되고 있다.

이러한 동적정보를 제공하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이러한 시스템의 일례에서는, 정보제공센터가 제공되고, 사용자가 이
동체에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 또는 PHS 등을 통해서 정보제공센터에 접속하고 통신회선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취득
한다. 취득된 정보는 네비게이션 장치에 제공되는 화면상에 화상정보로서 표시되거나 음성합성기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전달된다.

상기 이동통신 장치를 사용하여 동적정보가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이동체 내의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지만, 이하의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첫째로, 통신회선의 용량이 작다.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휴대폰 및 PHS에 대한 디지털데이터 전송속도는 9.6 KBPS 내
지 32 KBPS 이므로, 화상정보를 통신하는 경우 하나의 스크린을 전송하는데 약 10초가 걸리고 이것은 응답특성을 열
화시킨다.

둘째로, 통신비용이 높다. 또한, 통신비용은 통신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화상정보를 통신하는 경우에 위에 설명한 바
와 같이 통신시간이 연장되어 통신비용을 증가시킨다.

셋째로, 이동하는 동안 통신품질이 나쁘다. 이것은 통신경로에서 발생되는 패이딩(fading)에 의해서 야기되며, 통신속
도는 통신회선에서의 비트 에러율의 증가에 비례하여 감소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통신이 두절될 것이다.

    
위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더 높은 품질을 갖는 디지털 방송회선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동적정보가 제공되는 
방법이 (1996년 6월 4일-5일 스위스의 몬트로(Montreux)에서 개최된 디지털 음성 방송에 관한 제 3차 국제 심포지
엄에서) "크리스터 그레윈(Christer Grewin)"의 "Audio Quality vs. Data Services - a Possible Conflict?" 에 개
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구되고 있다. 비록 디지털 방송회선은 방송국 측으로부터 사용자로의 단일방향 데이터 전송으
로 제한되지만, 이 디지털 방송회선은 음성회선에 대하여는 수 MBPS의 통신용량을 갖고 동화상에 대하여는 수십 MB
PS의 통신용량을 갖는다. 또한, 화상압축과 같은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최악의 경우를 대처하도록 통신용량이 설
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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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데이터 압축률이 높은 경우에는, 즉, 단조로운 화상이 연속되는 경우 및 정지화상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
로 압축률이 높아지고, 일반 방송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대역폭이 통신 대역폭 내에 생성된다. 따라서, 정보서비스 센터
로부터 이동체로의 통신정보가 상기 빈 대역폭 상에 중첩되고 이동체 측에 설치된 방송수신 장치가 통신정보를 구별해
내면, 높은 속도와 안정성을 갖는 통신회선을 통해서 정보가 취득될 수 있다.

또한, 동적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카메라 및 도로를 따라서 설치되어 정체 및 비정체를 측정된 양에 의거하여 
구별하는 초음파 센서 및 광센서 등을 사용하여 교통유량이 측정되는 시스템이 이미 사용중이고, 이 정체정보는 FM 다
중채널 방송파 및 전파    광표지(photo beacon)를 포함하는 통신경로를 통해서 이동체에 제공된다. 또한, 쌍방향 통
신을 할 수 있는 복수의 광표지가 도로를 따라서 배치된 또 다른 시스템도 실제 사용되고, 도로측에 배치된 광표지들 사
이에서 이동체의 주행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교통정체 정보가 수집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도로측에 배치된 카메라, 초음파 센서 및 광표지 등의 다양한 정보수집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간 정체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1993년 일본 공개특허 제 5-151496호에는 또 다른 시스템이 개시되는데, 여기서는 이동체 통신이 사용되고 이
동체 자체에 의해서 수집된 정체정보가 정보제공센터 측으로 송신되며, 정보제공센터는 이러한 각각의 교통정보를 수집
함으로써 정체와 같은 교통정보를 결정한다.

이동체 통신장치에서는 이동체가 현재 존재하는 특정의 셀이 판단되고, 그 특정의 셀에 설치된 기지국을 통해서 통신이 
수행된다. 이동체가 존재하는 특정의 셀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동체 통신장치의 단말측과 기지국측 사이에서 주기적인 
통신이 수행되어, 상기 단말이 존재하는 특정의 셀이 판단된다.

한편, 방송국을 통해서 정보가 송신되는 경우에도 정보를 수신하는 이동체가 방송국의 서비스 영역내에 존재하는지 판
단되어야 하고, 이동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위치를 커버하는 방송국으로부터 이동체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문
제점이 있다.

또한,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쌍방향 통신이 사용되는 경우에 비하여 회답정보가 송신될 때까지의 대
기시간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회답정보를 일반정보에 중첩하는 경우에 대기시간을 
요구하는 순간이 때때로 발생하기 때문이고, 다른 사용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송회선이 때때로 혼잡하게 되기 때문
이다.

또한, 방송 수신장치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방송을 수신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꺼진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전원을 켜거나 끄는 것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광표지 등을 사용하여 교통정보가 수집되는 상기 설명한 방법에 대하여, 도로측을 따라서 센서를 배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비용을 초래하는 도로숫자에 의존하여 방대한 수의 초음파 센서 및 광 센서가 필요하다. 또한, 초
음파 센서 및 광 센서에 의하여는 기본적으로 이 센서 밑을 통과한 차량에 관한 정보만이 취득되고, 따라서 센서들 사이
의 영역에서 발생된 정보는 취득될 수가 없다. 또한, 센서가 배치되지 않은 영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보도 취득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이동통신을 통해 이동체에 의해서 수집된 교통정보가 정보제공센터로 송신되는 방법에 관하여는, 위의 표지방법
에서 마주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수집된 정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정보를 정보센터 
측으로 자주 송신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통신비용을 상승시키고 결국은 사용자에게 서비스 요금이 증가하는 불이익
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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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통정보의 정밀도, 신뢰성 및 실시간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소정 수의 이동체들로부터 동일한 시각에 교
통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정보제공센터에 상당한 수의 단말이 준비되지 않으면 통신회선이 범람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최적의 통신경로 및 최적의 방송국을 선택하는 동안에 사용자에게 회답정보를 제공하도록 작
동할 수 있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체 상에 탑재되어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주행환경 정보제공 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집된 정보를 정보센터 측으로 송신하는 경우에 통신 트래픽을 줄일 수 있는 주행환경 정보제공 장치를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복수의 이동체에 각각 탑재되는 주행환경 정보수집 장치로부터의 정보를 저장하고, 이 저장
된 정보를 각각의 이동체에 송신하는 정보센터가 제공되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 정보제공 시스템은 
각각의 이동체에 의해서 수집된 도로환경 정보의 송신시간을 제어함으로써 더욱 제한된 통신을 통해서 정보센터 측에 
도로환경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르면, 이동체 상에 탑재되는 이동체측 장치 및 이 이동체측 장치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제공측 장치를 포함하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동체측 장치는, 정보제공측 장치와 쌍방향 통신을 수행하는 이동체측 통신수단; 사용자의 요구내용을 나타내는 
요구정보를 상기 이동체측 통신수단을 통해서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로 송신하는 정보요구수단;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
로부터 송신되는 요구정보에 대한 회답정보를 수신하는 수신수단 및 사용자에게 상기 수신된 회답신호를 제시하는 정
보제시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는, 상기 이동체측 통신수단과 쌍방향 통신을 수행하는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 상기 제 1 정
보제공측 통신수단을 통해서 상기 이동체로부터 송신되는 상기 요구신호에 대한 회답신호를 생성하는 회답정보 편집수
단; 상기 회답정보를 상기 이동체로 송신하기 위한 특정의 서비스 영역에 대하여 방송을 수행하는 방송시설과 통신을 
수행하는 제 2 정보제공측 통신수단 및 상기 이동체측 장치 또는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에 의해서 검출되는 상기 이동체
의 위치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이동체가 상기 회답신호를 수신하는 위치를 포함하는 서비스 영역을 갖는 방송시설을 선
택하고 상기 제 2 정보제공측 수단을 통해서 상기 선택된 방송시설로 상기 회답신호를 전송하며 상기 선택된 방송시설
로부터 상기 회답신호를 방송하게 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며,
    

이에 의하여, 상기 이동체의 위치에 의존하여 최적의 방송국이 선택되고, 이로써 정보가 항상 최적의 조건하에 수신될 
수 있도록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르는 방송형 정보제공 장치에서는, 상기 회답정보의 생성 및 송신에 관한 소정 
항목이 평가되고, 상기 회답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에 상기 소정 항목의 평가결과에 의존하여 상기 회답정보가 상기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을 통해서 또는 상기 선택된 방송시설을 통해서 송신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상기 시스
템을 변형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평가항목으로서는 상기 회답정보가 방송될 상기 방송시설 내의 방송신호의 혼잡도, 
상기 정보제공측 통신수단과 이동체측 통신수단 사이의 통신속도, 상기 회답정보 내의 데이터량, 상기 회답정보를 생성
하는데 요구되는 시간 및 상기 회답시간의 시간 의존도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적의 통신경로를 통해서 상기 회답신호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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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르면, 이동체 상에 탑재되는 이동체측 장치 및 이 이동체측 장치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제공측 장치를 포함하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동체측 장치는, 정보제공측 장치와 쌍방향 통신을 수행하는 이동체측 통신수단; 사용자의 요구내용을 나타내는 
요구정보를 상기 이동체측 통신수단을 통해서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로 송신하는 정보요구수단;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
로부터 방송되는 요구정보에 대한 회답정보를 수신하는 방송수신수단 및 사용자에게 상기 수신된 회답신호를 제시하는 
정보제시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는, 상기 이동체측 통신수단과 쌍방향 통신을 수행하는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 상기 제 1 정
보제공측 통신수단을 통해서 상기 이동체로부터 송신되는 상기 요구신호에 대한 회답신호를 생성하는 회답정보 편집수
단; 상기 회답정보를 상기 이동체로 송신하기 위한 방송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이동체측 장치는, 상기 방송수단에 의한 상기 회답정보의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상기 방송수신수단을 제어하기 위
한 장치제어수단을 더 포함하고, 예를 들어 상기 장치제어수단은 상기 이동체측 통신수단을 통해서 송신되는 상기 회답
정보의 방송스케줄에 의존하여 상기 방송수신수단에 대한 전원의 "온-오프" 및 수신채널의 전환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르면, 차량에 탑재되는 주행환경 정보수집 장치는, 상기 차량이 주행중인 도로의 주
행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수집수단; 주행환경 정보를 미리 저장하는 정보센터로부터 송신되는 주행환경 정보를 수신하
는 수신수단; 상기 수집된 주행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된 주행환경 정보의 일부분에 대한 갱신처리 또는 신규
생성 처리가 필요한지를 판정하는 판정수단 및 상기 판정수단이 갱신처리 또는 신규생성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
우에 그 관련처리에 대하여 사용되며 상기 수집수단에 의해서 수집된 주행환경 정보를 상기 정보센터로 송신하는 송신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는 상기 주행환경 정보수집 장치는 상기 차량의 위치를 측정하는 위치측정수단을 더 포함하여, 상기 측
정된 위치정보 및 수신된 주행환경 정보에 의존하여 상기 측정된 위치에 대응하는 주행환경 정보를 검색하고, 이 검색
된 결과 및 상기 수집된 주행환경 정보를 비교하여, 이 비교결과에 의거하여 상기 갱신처리 또는 신규생성 처리의 필요
성을 판정하기도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르면, 주행환경 수집장치는, 상기 차량이 주행중인 도로의 주행환경 정보를 수
집하는 수집수단; 외부로부터 송신되는 주행환경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수단; 상기 수집된 주행환경 정보와 상기 수신된 
주행환경 정보 중에서 상기 수집된 주행환경 정보에 대응하는 주행환경 정보를 비교하는 비교수단 및 상기 비교수단에
서 비교된 상기 두 개의 주행환경 정보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기 수집수단에 의해서 수집된 주행환경 정보를 
외부에 설치된 정보센터로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르면, 차량에 탑재되는 주행환경 정보수집 장치는, 상기 차량이 주행중인 도로
의 주행환경을 수집하는 수집수단; 외부로부터 송신되는 주행환경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수단; 상기 관련된 차량이 현재 
주행중인 도로에 관한 정보가 상기 수신된 주행환경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수단 및 상기 차량이 현재 
주행중인 도로에 관한 정보가 상기 수신된 주행환경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 판정수단이 판정하는 경우에
는 상기 수신된 주행환경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된 도로영역에 관하여 상기 수집수단에 의해 수집된 주행환경 
정보를 외부에 설치된 정보센터로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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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르면, 차량에 탑재되는 주행환경 정보수집 장치는, 상기 차량이 주행중인 도로
의 주행환경을 수집하는 수집수단; 상기 차량에 대하여 환경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판정하는 환경변화 판정수단 및 주행
환경이 변화되었다고 상기 환경변화 판정수단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집된 주행환경 정보를 외부에 설치된 정보
센터로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는 상기 주행환경 정보수집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수집수단에 의해서 수집되는 주행환경 정보가, 예를 
들어 정체정보, 도로상태 정보 및 기상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는 주행
환경 정보수집 장치는 상기 차량의 위치를 측정하는 위치측정수단을 더 포함하여, 상기 수집수단에 의해서 수집된 주행
환경 정보는 상기 주행환경 정보가 수집되는 위치에 관한 위치정보 및 상기 주행환경 정보가 수집되는 시간에 관한 시
간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르면, 차량에 탑재되는 주행환경 정보수집 장치는, 상기 차량의 위치를 측정하
는 위치측정수단; 상기 차량이 현재 주행중인 도로가 정체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체정보를 수집하는 정체정보 수집
수단 및 상기 정체정보 수집수단에 의해서 수집된 상기 정체정보가 비정체로부터 정체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상기 정체
정보와 상기 위치측정수단에 의해서 측정된 상기 차량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정보를 외부에 설치된 정보센터로 송신
하는 송신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르면, 차량에 탑재되는 주행환경 정보수집 장치는, 상기 차량이 주행중인 도로
의 주행환경을 수집하는 수집수단; 정보검색 요구를 상기 차량의 외부에 설치된 정보센터로 송신하는 송신수단 및 상기 
정보센터로부터 송신되는 상기 정보검색 요구에 대한 회답정보를 수신하는 수신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송신수단은 상기 
수집수단에 의해서 수집된 상기 주행환경 정보를 상기 정보검색 요구와 함께 상기 정보센터로 송신하고, 또한 상기 주
행환경 정보수집 장치는, 상기 정보센터로부터 송신되는 상기 정보검색 요구에 대한 상기 회답신호의 수신이 종료될 때
까지 상기 수집수단에 의해서 수집된 상기 주행환경 정보의 송신이 종료되도록 상기 주행환경 정보의 송신되는 정보량
을 제한하는 송신제어수단을 더 구비하기도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르면, 차량에 탑재되며 상기 차량이 주행중인 도로의 주행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주행환경 정보수집 장치 및 상기 주행환경에 관한 정보를 저장할 뿐 아니라 상기 저장된 주행환경 정보를 차
량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센터를 포함하는 정보제공 시스템은,

    
상기 주행환경 정보수집 장치가, 상기 차량이 현재 주행중인 도로의 주행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수집수단; 상기 정보센
터로부터 전송되는 주행환경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수단; 상기 수집된 주행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된 주행환경 
정보의 일부분에 대한 갱신처리 또는 신규생성 처리가 필요한지를 판정하는 판정수단 및 상기 판정수단이 상기 갱신처
리 도는 상기 신규생성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경우에 상기 수집수단에 의해 수집되었고 그 관련된 처리에 
사용될 상기 주행환경 정보를 상기 정보센터에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정보센터가, 상기 주행환경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수단; 상기 저장된 주행환경 정보를 송신하는 정보센터측 송
신수단; 상기 주행환경 정보수집 장치로부터 송신되는 상기 주행환경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센터측 수신수단 및 상기 수
신된 주행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메모리 수단내에 저장된 주행환경 정보의 적어도 일부분을 갱신하거나 또는 신규
로 생성하는 갱신수단을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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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 및 주행환경 정보수집 장치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1은 정보제공센터(21)에 저장된 정보가 통신회선(20) 또는 방송국(22)을 통해서 이동체(10)로 전송되고, 이동체
(10)에 탑재되는 쌍방향 통신유닛(13) 또는 방송신호 수신유닛(14)에 의해서 이 정보가 수신되어 정보처리 유닛(11)
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소망의 정보로 처리되고, 이동체(10)에 탑재되는 주행환경 정보수집 장치는 정보처리 
유닛(11), 주위환경 해석유닛(12), 쌍방향 통신유닛(13) 및 방송신호 수신유닛(14)로 구성되어, 통신회선(20)을 통
해서 정보제공센터(21)로 수집된 주행환경 정보를 송신할 뿐 아니라 정보제공센터(21)에 저장되어 방송국(22) 또는 
통신회선(20)을 통해서 송신되는 정보를 수신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이 설명될 것이다.

이동체 내의 사용자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정보 중 하나는 정체 또는 비정체, 도로상의 장해물 존재여부 정보 및 도로표
면 조건정보와 같은 도로환경 정보이다. 이러한 도로환경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지금까지 제안된 방법 중 하나는, 
하나의 센서로서 취급되는 이동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이 수집된 정보를 정보센터측으로 송신하는 단계 및 
수신된 도로환경 정보를 편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일련의 단계를 통해서 도로환경 정보가 사용자에게 송신된다.

    
이제 이러한 처리내용이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이동체(10)는 정보처리유닛(11) 및 주위환경 해석유닛(12)을 이용하
여 관련 차량이 주행하여온 도로경로에서의 주행환경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처리유닛(11)에 의해서 취득된 정보는 관
련 차량이 주행하였던 소정의 도로링크를 통과하는데 요구되는 주행시간과 그 중 최대속도를 포함하고, 카메라 및 레이
더 등에 의해서 구성되는 주위환경 해석유닛(12)에 의해서 취득되는 정보는 관련 차량 주위에서 취해진 화상정보로부
터 몸체의 외곽선을 추출함으로써 취득되는 장해물 정보와 도로 표면상의 습기, 강설량 및 결빙을 지시하는 도로 표면
조건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주행환경 정보는 이동체(10) 내에 설치된 쌍방향 통신유닛(13)을 이용하여 통신회선(20)을 통해서 정보센터
(21)로 송신된다. 예를 들어 견고한 쌍방향 통신유닛(13)은 일반회선에 대한 쌍방향 통신을 허용하는 셀룰러 무선, P
HS 및 위성통신과 독자적 회선인 MCA 무선을 포함한다. 정보센터(21)는 다양한 위치를 통과하며 주행하는 이동체들
로부터 도로환경 정보들을 수신하고, 이 정보들을 실시간에 편집함으로써 개별 도로의 도로정보를 계속하여 저장한다.

정보센터(21) 내에서 편집된 도로환경 정보는 방송국(22) 또는 통신회선(20)을 통해서 이동체(10)들에게 송신된다. 
또한, 방송국(22)은 대량의 데이터를 광범위한 영역에 존재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단방향으로 통신하고, 구체적으
로는 지상파 TV 방송, 라디오 방송, FM 방송, 호출기 및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다.

도 2는 이동체(10)에 제공되는 정보처리유닛(11)의 기능처리 블럭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 따르는 정보처
리유닛(11)은 연산유닛(100), 디스플레이(101), 정보 메모리유닛(102), 음성 입출력 유닛(103), 입력유닛(104), 
차륜 속도센서(105), 지자기 센서(106), 자이로스코프(gyroscope)(107), GPS 수신유닛(104) 및 LAN(109)을 포
함한다. 이하, 정보처리유닛(11) 내의 각 구성요소가 설명될 것이다.

    
연산유닛(100)은, 다양한 센서(105 내지 108)로부터 출력되는 센서정보에 의거하여 관련 차량의 현재위치를 검출하
고; 취득된 위치정보에 의거하여 정보 메모리 유닛(102)으로부터 지도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지도눈금 데이터를 독출하
고; 지도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전개한 후, 현재위치 마크를 그 위에 중첩하는 동안에 디스플레이(101) 상에 그래픽을 
디스플레이 하거나, 또는 사용자에 의해 명령된 목적지와 현재위치 사이를 연결하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한 후에 디스플
레이(101)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지도상에 이것을 중첩하는 동시에 이 최적의 경로를 디스플레이하여 사용자를 목적지
로 유도하거나 또는 사용자에 의해서 요구되는 동적정보를 정보제공센터(21)에 문의한 후, 취득되는 회답정보를 디스
플레이(101) 상에 디스플레이 하는 등 다양한 처리를 수행하는 주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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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101)는 연산유닛(100) 내에서 생성된 그래픽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유닛으로 CRT 및 액정 등에 
의해서 구성된다. 연산유닛(100)과 디스플레이(101) 사이의 신호(S1)는 일반적으로 RGB 신호 및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신호 등을 통해서 접속된다.

정보 메모리 유닛(102)은 CD-ROM 및 IC 카드 등의 대용량 메모리 매체에 의해서 구성되어 지도 디스플레이에 필요
한 지도눈금 데이터 및 안내정보 등을 저장한다.

입력유닛(104)은 사용자로부터의 명령을 수신하는 유닛으로 스크롤 키 및 축척 변경키, 조이스틱 및 디스플레이(101) 
상에 부착된 터치패널 등의 단단한 스위치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동체 네비게이션에 대하여 위치를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센서는, 차륜의 원주거리와 측정된 차륜 회전수의 곱으
로부터 주행거리를 측정하고 쌍으로 이루어지는 차륜들 사이에서의 회전수 차이로부터 이동체(10)에 의해서 취해지는 
커브 경로각을 결정하는 차륜속도 센서(105), 지구가 유지하는 자기장을 검출하고 이동체(10)가 향하고 있는 방위를 
검출하는 지자기센서(106), 이동체(10)의 회전각을 검출하는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및 진동형 자이로스코프 등의 자이
로스코프(107) 및 이동체(10)와 각각의 GPS 위성 사이의 거리 및 3개 이상의 GPS 위성으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한 후 
거리 변화율의 측정을 통해서 이동체(10)의 현재위치, 진행속도 및 진행방향을 측정하는 GPS 수신유닛(108)에 의해
서 구성된다.
    

    
또한, 정보처리유닛(11)은, 이동체 내의 다양한 유닛들, 즉 쌍방향 통신유닛(13), 방송신호 수신유닛(14) 및 주위환경 
해석유닛(12) 사이의 통신을 수행하는 LAN(109)을 포함한다. 이 세 유닛들과의 통신을 통해서 LAN(109)은 사용자
로부터 요구되는 정보를 쌍방향 통신유닛(13)으로 송신하고 방송신호 수신유닛(14) 또는 쌍방향 통신유닛(13)으로부
터 취득되는 회답신호를 통신하는 작동을 한다. 또한, 쌍방향 통신유닛(13)은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된
다. 따라서, 아날로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뎀을 제공하여 데이터 통신이 수행
될 수 있다.
    

도 3은 연산유닛(100) 내에 제공되는 기능처리 블럭들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연산유닛(1
00)은, 사용자조작 해석수단(120), 경로계산수단(121), 경로 메모리수단(122), 경로 유도수단(123), 정보표시 가공
수단(124), 현재위치 계산수단(125), 지도 매칭수단(126), 데이터 판독수단(127), 검색수단(128), 통신장치 제어수
단(129) 및 그래픽 처리수단(130)을 포함한다. 이하, 각각의 구성요소가 설명될 것이다.

    
현재위치 계산수단(125)은, 차륜속도센서(105)에 의해서 측정되는 차속펄스 데이터(S5)와 자이로스코프(107)에 의
해서 측정되는 각 가속도데이터(S7)를 각각 적분하는 결과로서 얻어지는 거리 데이터 및 각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데이터를 시간축에 따라서 적분함으로써 초기위치(X, Y)로부터 이동체(10)가 주행한 후의 위치(X', Y')가 계산되는 
처리를 수행한다. 여기서, 이동체(10)의 회전각과 진행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지자기센서(106)로부터 얻어지는 
방위데이터(S6)와 자이로스코프(107)로부터 얻어지는 각 가속도데이터(S7)를 적분함으로써 결정되는 각각의 각도 
데이터는 이동체(10)가 진행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절대방위를 수정하기 위해서 1 대 1의 관계로 지도화된다. 또한, 센
서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계속 적분하는 경우에는 센서의 오차가 축적되고, 따라서 GPS 수신유닛(108)으로부터 
얻어지는 위치데이터에 의거하여 이 축적된 오차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가 소정 주기에서 수행되고, 그 후 현재위치 정
보가 출력된다.
    

    
상기 현재위치 정보는 센서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치검출 정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지도매칭 처리가 지도
매칭수단(126)에 의해서 수행된다. 이러한 처리는, 정보 메모리유닛(102)으로부터의 현재위치 주위의 지도에 포함된 
도로데이터를 데이터 판독수단(127)을 통해서 판독하는 것, 현재위치 계산수단(125)과 도로구성으로부터 얻어지는 

 - 9 -



등록특허 10-0366716

 
주행경로 구성을 비교하는 것, 및 그들의 구성에 관하여 최고의 상관을 갖는 도로에 현재위치를 매칭시키는 것을 포함
한다. 이러한 지도매칭 처리를 통해서, 현재위치는 대부분 주행도로와 일치하고, 이에 의해서 현재위치 정보가 높은 정
밀도로 출력될 수 있다.
    

경로계산수단(121)은, 예를 들어 다이키스트라법(Dyquistra method)을 사용하여 지도 데이터로의 경유위치를 통해
서 현재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의 링크 및 노드를 검색하고, 그 결과경로가 경로 메모리 수단(122)에 저장된다. 이러한 
경우 노드의 가중이 변화되면, 두 위치 사이의 최단거리를 갖는 경로, 가능한 최단시간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로 및 최
저비용을 초래하는 경로 등의 다양한 경로가 얻어질 수 있다.

    
경로유도수단(123)은 경로 메모리수단(122)에 저장된 네비게이션 경로의 링크정보 및 노드정보와 현재위치 계산수단
(125) 및 지도매칭수단(126)에 의해서 계산된 현재위치를 비교하고, 음성 입출력 유닛(103)을 사용하여 음성으로 사
용자에게 교차점을 통과하기 전에 이동체(10)가 직진,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해야할 지를 알려주거나 또는 정보표시 
가공수단(124)을 이용하여 유도되어야 할 교차점의 다이어그램을 형성하고 그 위에 유도화살표를 중첩함으로써 사용
자에게 경로를 알려준다.
    

사용자조작 해석수단(120)은 입력유닛(104)을 통해서 사용자의 요구를 수신하여 이 요구를 해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처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각각의 기능블럭을 제어한다.

데이터 판독수단(127)은 정보 메모리수단(102)에 저장된 지도정보 및 시설정보를 판독하도록 작동한다.

검색수단(128)은 데이터 판독수단(127)을 제어하여 원하는 정보, 예를 들어 시설 등의 위치정보, 그에 관련한 정보 및 
화상정보를 검색한다.

통신장치 제어수단(129)은 LAN(109)을 통해서 이동체(10)에 탑재된 쌍방향 통신유닛(113) 및 방송신호 수신유닛
(14)과의 제어 및 통신을 수행하여 이들에 의해 수신된 정보를 판독하도록 작동한다.

정보표시 가공수단(124)은 지도화면, 검색화면 및 검색결과의 출력화면을 드로잉하기 위한 그래픽 드로잉 명령을 생성
하고 이것을 그래픽 처리수단(130)으로 전송한다.

그래픽 처리수단(130)은 정보표시 가공수단(124)에 의해서 생성된 드로잉 명령을 수신하고, 이것을 프레임 메모리 상
의 화면으로 전개하여 디스플레이(101)에 전송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처리를 실행한다.

이제, 몇몇 처리예가 도 3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위치에서의 정보에 관한 검색처리의 실
행을 명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아래의 두 처리중 하나가 실행된다.

제 1 처리는 검색요구에 관한 회답정보가 정보 메모리 유닛(102), 즉 이동체(10) 내에 존재한다고 판정된 경우이다. 
이러한 처리내용은 이하 설명될 것이다.

    
사용자조작 해석수단(120)은 디스플레이(101) 상에 검색된 화면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보표시 가공
수단(124)과 그래픽 처리수단(130)으로 전송한다. 사용자는 입력유닛(104)에 제공되는 터치패널 및 조이스틱 등을 
통해서 표시화면에 의거하여 원하는 검색정보를 입력하고, 지시된 위치에서 검색내용을 판정한다. 또한, 검색내용의 수
신을 위해서는 음성 입출력유닛(103)에 대해서 제공되는 음성합성 및 음성인식 기능들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에, 음성합성 기능은, 예를 들어 "검색내용을 말하시오"라는 음성을 발성시키고, 이에 응답하는 사용자의 회답음성은 음
성인식 기능을 사용하여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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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내용은 검색수단(128)으로 전송되고, 이 검색수단(128)은 데이터 판독수단(127)을 제어하여 요구에 대응하는 
회답정보를 검색한다. 취득된 회답정보는, 회답정보가 디스플레이(101) 상에서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화상데이터로 변
환되는 정보표시 가공수단(124)으로 전송되고, 이에 의해서 회답정보가 디스플레이(101) 상에 디스플레이된다.

이제, 제 2 처리의 경우가 설명될 것이다. 위의 경우는 요구에 대한 회답정보가 이동체(10) 내에 존재하는 경우이지만, 
본 경우는 회답정보가 이동체(10) 내에 존재하지 않을 때 수행되는 경우이다.

사용자조작 해석수단(120)은 제 1 처리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동하고 검색내용을 받아들인다. 검색내용은, 데이
터 판독수단(127)을 제어하고 요구에 대응하는 회답정보를 검색하는 검색수단(128)으로 전송되고, 요구에 대응하는 
회답정보가 정보 메모리 유닛(102) 내에, 즉 이동체(10) 내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검색수단(128)이 판정한 경
우에는 요구정보가 통신장치 제어수단(129)으로 전송된다.

통신장치 제어수단(129)은 쌍방향 통신유닛(13)으로부터 LAN(109)을 통해서 이동체(10) 외부에 위치된 정보제공
센터(21)로 통신을 접속하고 그곳으로 요구정보를 전송한다.

    
정보제공센터(21)로부터 출력된 회답정보는 쌍방향 통신 또는 디지털 방송을 이용하여 이동체로 회신된다. 쌍방향 통
신을 통해서 회답정보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쌍방향 통신유닛이 회답정보를 수신하고, 디지털 방송을 통해서 회답정보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방송신호 수신유닛(14)이 회답정보를 수신하며, 회신된 회답정보는 LAN(109)을 통해서 통신장치 
제어수단(129)으로 전송된다. 취득된 회답정보는 회답정보가 디스플레이(101) 상에서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화상데
이터로 변환되는 정보표시 가공수단(124)으로 전송되고, 이에 의해서 회답정보가 디스플레이(101) 상에 디스플레이
된다.
    

도 4는 방송신호 수신유닛(14)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방송신호 수신유닛(14)은 고조파 
유닛(141), 복조유닛(142), 디코딩 유닛(143), 전원 제어유닛(144), 제어유닛(145) 및 LAN(146)을 포함한다. 각 
구성요소는 이하 설명될 것이다.

방송신호 수신유닛(14)이 이동체(10) 내에 제공되어, 방송국이 전송하는 디지털 방송전파를 수신하는 기능 및 수신된 
방송전파를 일반 시청자를 향하는 방송과 관련 수신기를 향하는 회답정보로 분리하는 기능을 한다.

먼저, 고조파 유닛(141)은 안테나(140)에 의해 잡힌 전파신호의 강도를 증폭하고, 제어유닛(145)에 의해서 지시되는 
채널에 대한 주파수 신호가 복조유닛(142)의 중간주파수와 일치하도록 주파수 변환을 수행한다. 복조유닛(142)은 취
득된 중간 주파수대 방송신호를 복조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디코딩 유닛(143)은 이 디지털 신호를 일반 대중을 
향하는 방송과 요구를 한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회답정보로 분리한다.

또한, 요구를 한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회답정보를 분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그 중 하나의 방법은 
사용자 유닛에 대한 서로 다른 ID를 설정하여 이 설정된 ID와 일치하는 방송정보를 분리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정보
요구에 응답하여 ID를 동적으로 결정하여 이 결정된 ID와 일치하는 방송정보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디코딩 유닛(143) 내에 취득되는 정보는 LAN(146)을 통해서 정보처리유닛(11)으로 전송된다.

전원 제어유닛(144)은 정보처리유닛(11)과 제어유닛(145)의 명령에 따라서 방송신호유닛(14) 내의 개별 유닛들에 
대한 전원의 투입 및 차단을 수행한다. 정보처리유닛(11)으로부터 LAN(146)을 통해서 전원투입이 명령되는 경우, 전
원 제어유닛(144)은 개별 유닛들에 전력을 공급하여 이들을 스탠바이 상태로 만든다. 따라서, 방송신호 수신유닛(14)
에 대한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즉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절전이 달성될 수 있다.

    
제어유닛(145)은 정보처리유닛(11)으로부터 제공되는 명령에 응답하여 방송신호 수신유닛(14) 내의 개별 유닛들을 
제어한다. 즉, 정보처리유닛(11)이 회답정보가 방송되는 채널을 지시하는 경우에, 제어유닛(145)은 고조파 유닛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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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채널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조건으로 놓기 위하여 고조파 유닛(141)을 제어한다. 또한, 정보처리유닛(11)이 회답
정보를 식별하는 ID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ID가 디코딩 유닛(143)에 설정된다. 또한, 디코딩 유닛(143)으로부터 
회답정보의 방송완료 판정이 지시되는 경우에는, 제어유닛(145)이 전원제어 유닛(144)에 개별 유닛들의 전원차단을 
명령한다.
    

위의 구성에 의해서 회답정보를 수신한 후에, 방송신호 수신유닛(14)에 대한 전원이 차단되도록 시스템이 작동하고, 
따라서 시스템의 절전이 달성된다.

LAN(146)은 이동체(10) 상에 탑재된 개별 유닛들과 쌍방향 통신을 수행한다.

도 5는 정보제공센터(21)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정보제공센터(21)는 제 1 쌍방향 통신
단말(200), 통신제어유닛(201), 제 2 쌍방향 통신단말(203), 회답정보 생성유닛(204), 내용정보 서버(205), 차량위
치 추정유닛(206), 도로망 서버(207) 및 방송데이터 서버(208)를 포함한다. 이하, 각 구성요소가 설명될 것이다.

정보제공센터(21)는 이동체(10)에 필요한 내용정보를 수집하여 서버에 기록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응답하여 서버를 
검색하여 회답정보를 생성하고 이 회답정보를 최적의 통신경로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회신하도록 작동한다.

제 1 쌍방향 통신단말(200)은 통신회선(20)과 정보제공센터(21)을 접속시키기 위한 유닛으로, 디지털 전화 또는 아
날로그 전화로 구성된다. 제 1 쌍방향 통신단말(200)을 아날로그 전화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모뎀을 사용하여 이 아날
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통신제어유닛(201)은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유닛으로, 제 1 쌍방향 통신단말(200)로부터 전송되는 요구정보
를 회답정보 생성유닛(204)으로 전송하고, 회답정보 생성유닛(204)에서 생성되는 회답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제 1 쌍
방향 통신단말(200) 또는 제 2 쌍방향 통신단말(203)을 선택하여, 선택된 단말로 회답정보를 전송하고, 또한 제 1 쌍
방향 통신단말(200)에서의 통신차단처리도 수행한다.

    
회답정보 생성유닛(204)은 요구정보의 내용을 해석하고 내용정보 서버(205)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통신제
어유닛(201)에 회답정보의 종류에 의거한 신호회신 방법을 명령할 뿐만 아니라 회답정보를 생성한다. 또한, 회답정보 
생성유닛(204)은 이동체(10)로부터 보내진 현재위치 정보나, 차량위치 추정유닛(206)으로부터 출력되는 이동체(10)
의 추정위치 또는 통신회선(20)을 통해서 이동체(10)가 접속되는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참조하여 이동체(10)의 위치
를 결정하고, 또한 방송국 데이터 서버(208)를 검색하여 이동체(10)의 위치를 그 서비스 영역으로 커버하는 방송국(
22)을 결정한다.
    

내용정보 서버(205)는 동적정보와 정적정보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유닛이다. 도 5에는 도시되
지 않았지만, 내용정보 서버(205)는 외부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독자적 회선망 및 인터넷 등에 접속되어 항상 최신 
정보를 축적한다.

차량위치 추정유닛(206)은 이동체(10)로부터 보내지는 현재위치 정보, 목적지 정보, 경유위치 정보 및 경로정보를 참
조하여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 이동체의 위치를 추정하도록 작동한다. 또한, 추정을 위해서는 도로망 서버(207)에 
저장된 도로정보, 즉 도로링크 정보, 도로종별 정보 등이 사용되고, 이 도로종별에 대한 평균시간에 의존하여 이동체(1
0)의 위치가 추정된다. 또한, 내용정보 서버(205)에 저장된 정체정보를 사용하여 더욱 정밀한 위치추정이 실현될 수 
있다.

제 2 쌍방향 통신단말(203)은 회답정보 생성유닛(204)에 의해서 선택된 방송국(22)과 통신하도록 접속되어 회답정
보를 전송한다. 또한, 제 2 쌍방향 통신단말(203)이 접속되는 통신회선은 일반 통신회선망 또는 독자적 회선이어도 좋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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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방송국(22)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방송국(22)은 방송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프
로그램 제공유닛(300), 프로그램 제공유닛(300) 및 정보제공센터(21) 등으로부터 분산되는 정보를 다중화하는 정보
처리유닛(310) 및 처리된 정보를 전송하는 방송유닛(320)을 포함한다. 이하, 각 구성요소가 설명될 것이다.

프로그램 제공유닛(300)은 스크린 화상정보를 비디오 신호로 변환하는 비디오 카메라(301), 음성을 오디오 신호로 변
환하는 마이크(303), 비디오 신호 및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효율적으로 전송하
기 위해 압축하는 비디오 인코더(302) 및 오디오 인코더(304)를 포함한다.

    
정보처리유닛(310)의 다중화 유닛(312)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 제공유닛(300)과 정보제공센터(21)로부터 
전송되는 디지털 신호를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하나의 패킷으로 다중화한다. 노이즈 등의 외부원인에 기인하는 비트오
류의 정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 하나의 패킷화된 비트스트림에 오류정정 부호 부가유닛(313)에 의해서 오류정정 부
호가 부가된다. 관련 전송경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조유닛(314)은 효율이 높고 내오류성이 높은 디지털 변조를 수행
한다.
    

방송유닛(320)에서는 송신기(321)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디지털 변조된 신호가 고조파 신호로 변환되고, 이 변환된 
신호는 관련 방송국이 그 서비스 영역으로서 커버하는 지역에 송신안테나(322)를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방송된다.

도 7 및 도 8은 이동체(10) 상에 탑재되는 정보처리유닛(11)의 연산유닛(100)에 의해서 실행되는 동적정보 검색에 
대한 처리흐름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이하, 이 순서도를 참조하여 상기 처리가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스텝 1000은 사용자조작 해석수단(12)을 감시하여 사용자가 검색요구를 명령하는지를 판정한다. 어떠한 요구도 명령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가 원래로 돌아가고, 소정 시간이 경과한 후 검색요구의 발생이 다시 체크된다. 또한, 도 6에서
는 폴링형(polling type) 처리흐름이 예시되었지만, 이 처리흐름은 이벤트 구동형으로 변형되어도 좋다.

요구정보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판정은 디스플레이(101)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메뉴화면 상에서 이동체(10) 외부의 
정보검색 스위치 상태 등을 감시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검색요구는 음성 입출력유닛(103)을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나올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음성대화를 통하여 스텝 1001 내지 스텝 1003 에서 요구항목이 설정된다.

스텝 1001 에서는, 사용자로부터 검색요구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검색될 항목들을 상세히 설정하기 위한 검색메뉴 
화면이 디스플레이(101) 상에 디스플레이된다. 또한, 이 검색메뉴 화면은 처음에는 메뉴의 개략을 디스플레이하고 계
속하여 그것의 상세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네스트(nest) 구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호텔의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처음에는 그 호텔이 위치하는 도(prefecture)를 설정하는 화면, 그 후 
호텔의 종별을 설정하는 화면과 호텔의 이름을 설정하는 화면이 디스플레이되고, 마지막으로 특정 호텔이 지시되면 사
용자 요구가 설정되었다고 판정된다.

스텝 1002 에서는, 스텝 1001 에서의 검색요구 내용설정에 대한 회답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제공센터(21)와의 통신
이 초기화되었는지가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되고, 사용자로부터의 명령을 기다린다. 검색 초기화가 명령되는 경우에는 
다음 스텝으로 처리가 이동한다. 검색요구 내용의 재설정 및 복수의 검색요구 내용을 설정하기 위한 추가가 명령되는 
경우에는, 검색요구 내용이 실행되는 스텝 1001 으로 처리가 다시 복귀한다.

스텝 1003 에서는, 이동체(10) 상에 탑재되는 통신장치의 종류가 LAN(109)을 사용하여 확인되고, 이동체(10) 상에 
방송신호 수신유닛(14)이 탑재되지 않았다고 판정되면, 쌍방향 통신을 통해서 회답정보가 취득되어야 한다고 설정되고 
통신방법 설정화면의 디스플레이는 생략된다. 이에 의해서, 선택이 불가능한 메뉴화면의 디스플레이가 억제되므로 시스
템의 조작 용이성이 향상된다.

    
통신방법 설정에 대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쌍방향 통신을 우선으로", "방송을 우선으로" 및 "최적의 통신경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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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오"를 포함하는 선택사항을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 입력을 기다린다. 여기서, "쌍방향 통신을 우선으로"는 쌍방향 
통신을 통해서 회답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응하고, "방송을 우선으로"는 방송을 통해서 회답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응하
며, "최적의 통신경로를 선택하시오"는 회답정보 및 통신회선의 품질 등으로 판정하여 고속이며 저비용으로 회답을 얻
는 방법에 대응한다. 이와 같이 설정된 통신회선 정보는 요구정보에 중첩되어 정보제공센터(21)로 전송된다.
    

스템(1004)에서는, 정보제공센터(21)과 접속하기 위한 전화번호가 쌍방향 통신유닛(13)으로 전송되고, 쌍방향 통신
유닛(13)을 사용하여 통신회선(20)을 통하여 정보제공센터(21)로 다이얼링함으로써 통신접속이 요구된다.

스텝 1005 에서는, 통신회선(20)을 체크함으로써 정보제공센터(21)내의 제 1 쌍방향 통신단말(200)과의 접속이 이
루어졌는지 아니면 단말이 막혀있어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가 판정되고,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스텝 1004 로부터의 처리가 다시 실행된다. 또한, 정보제공센터(21)로의 접속이 실패하였는지가 디스플
레이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된다.

스텝 1006 에서는, 이동체(10)의 사용자가 정보제공센터(21)에 대한 고객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제공센터
(21)로 로그인하기 위한 ID와 비밀번호가 송출된다. 고객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처리는 다음 스텝으로 이동한다. 또한, 
ID 와 비밀번호가 등록된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정보가 디스플레이되고 통신이 차단된다.

스텝 1007 에서는, 스텝 1001 에서 사용자에 의해서 설정된 검색요구 정보, 스텝 1003 에서 사용자에 의해서 설정된 
통신방법 정보 및 현재위치 계산수단(125)과 지도 매칭수단(126)으로부터 출력되는 이동체(10)의 현재위치 정보가 
정보제공센터(21)로 전송된다. 또한, 이동체(10) 상에 탑재되는 방송신호 수신유닛(14)이 작동중이면, 방송신호 수신
유닛(14)의 신호수신 채널정보도 함께 그곳으로 전송된다.

스텝 1008 에서는, 스텝 1007 에서 정보제공센터(21)로 전송되는 요구에 응답하여 정보제공센터(21)로부터 회신될 
회답정보의 통신방법이 수신된다. 본 실시예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회답정보의 통신방법은 쌍방향 통신 또는 방송이
다.

스텝 1009 에서는, 스텝 1008 에서 얻어진 회답정보의 통신방법에 응답하여 그것에 따르는 정보처리방법이 전환된다. 
회답정보의 통신방법으로서 쌍방향 통신이 지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 8의 스텝 1013 으로 처리가 이동하고, 쌍방향 
통신이 지시되는 경우에는 스텝 1010 으로 처리가 이동한다.

쌍방향 통신을 통해서, 즉 쌍방향 통신유닛(13)을 통해서 회답정보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스텝 1010 이 기동되고, 사용
자가 요구하였던 검색요구 정보에 관한 정보제공센터(21)로부터의 회답정보가 수신된다.

스텝 1011 에서는, 회답정보의 수신이 완료되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스텝 1004 에서 그 접속이 개시된 통신이 차단
된다. 또한, 정보제공센터(21)가 관련 통신회선을 차단하였다고 판정된 후 통신회선이 차단된다.

스텝 1012 에서는, 스텝 1010 에서 수신된 회답정보가 요구정보와 함께 디스플레이되어, 검색결과가 사용자에 대해 
디스플레이된다. 또한, 차량이 주행중이거나 또는 음성을 통해서 사용자 명령정보가 제공되면, 음성 입출력 유닛(103)
을 사용하여 음성을 통해서 회답정보가 출력된다. 따라서, 정보제공센터(21)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를 사용자가 파악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해서, 즉 방송신호 수신유닛(14)를 통해서 회답정보가 회신되는 경우에 스텝 1013 이 기동된다. 여기서, 관
련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국, 방송채널, 방송시작 예정시간, 방송완료 예정시간, 회답정보 데이터량 및 방송국으로부터 
송신될 회답정보를 얻기 위한 ID와 비밀번호를 쌍방향 통신유닛(13)으로부터 수신한 후에, 쌍방향 통신용 통신회선이 
차단된다.

또한, 방송시작 예정시간을 알게되면 방송신호 수신유닛(14)에 대한 전원투입 시간여유와 채널교체 타이밍이 인식될 
수 있다. 또한, 방송완료 예정시간을 알게되면, 방송을 통한 회답정보의 수신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가 있다. 즉, 방송완료 예정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회답정보가 얻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정보수신이 되지 않았
다고 판정되고, 정보제공센터(21)에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다시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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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1014 에서는, 방송신호 수신유닛(14)이 작동중인지의 여부가 확인되고,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기
동하기 위하여 LAN(109)을 통해서 방송신호 수신유닛(14) 내의 전원제어유닛(144)으로 전원투입 명령이 전송된다. 
방송신호 수신유닛(14)은 방송시작 예정시간보다 소정의 여유시간 만큼 빠르게 기동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
스템이 구성되면,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적절한 타이밍에 방송신호 수신유닛(14)이 초기화될 수 있어 시스템에 대한 절
전을 달성한다.
    

스텝 1015 에서는, 스텝 1013 에서 수신된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국 및 그것의 방송채널에 관한 정보가 LAN(109)을 
통해서 방송신호 수신유닛(14) 내의 제어유닛(145)으로 전송된다. 이러한 정보에 따라서, 제어유닛(145)은 고조파 
유닛(141)에 대한 신호수신 채널을 설정한다.

    
스텝 1016 에서는, 스텝 1013 에서 수신된 방송신호들 중에서 ID, 회답정보를 얻기위한 비밀번호 및 회답정보 데이터
량 등을 포함하는 정보가 LAN(109)을 통해서 방송신호 수신유닛(14) 내의 제어유닛(145)으로 전송된다. 이러한 정
보에 따라서 제어유닛(145)은 디코딩 유닛(143)에서 목적하는 회답정보를 디코딩하기 위한 ID 및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 또한, 회답정보 데이터량은 방송정보 데이터량과의 비교를 통해서 회답정보가 정확히 송신되었는지를 판정하기 위
해서 사용된다.
    

스텝 1017 에서는, 방송중인 회답정보의 수신이 완료되는 경우에 회답정보가 정보처리유닛(11)으로 전송되고, 방송신
호 수신채널이 스텝 1015 에서 교체된 경우에 신호수신 채널이 종전의 채널로 복귀된다.

또한, 스텝 1017 에서는, 스텝 1014 에서 방송신호 수신유닛(14)에 대한 전원이 투입되었다는 조건하에, 방송신호 수
신유닛(14)에 대한 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명령이 LAN(109)을 통해서 방송신호 수신유닛(14) 내의 전원제어유닛(1
44)으로 전송되어 이것을 정지시킨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방송신호 수신유닛(14)이 적절한 
타이밍에 초기화 될 수 있어서 시스템에 대한 절전을 달성할 수 있다.

스텝 1018 에서는, 스텝 1017 에서 수신된 회답정보가 요구정보와 함께 디스플레이되고, 따라서 검색결과가 사용자에
게 디스플레이된다. 또한, 차량이 주행중이거나 또는 사용자가 음성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를 명령하면, 음성 입출력 
유닛(103)을 이용한 음성을 통해서 회답정보가 출력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보제공센터(21)로부터 송신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도 9 및 도 10은 정보제공센터(21) 내의 회답정보 생성유닛(204)에서 실행되는 통신회선 설정에 대한 처리흐름을 나
타내는 순서도이다. 이하, 이 처리가 순서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스텝 1100 에서는, 사용자에 의해서 설정되어 이동체(10)의 쌍방향 통신유닛(13)으로부터 통신회선(20) 및 제 1 쌍
방향 통신단말(200)을 통해서 정보제공센터(21)로 송신되는 검색요구 정보와 통신방법 정보, 및 현재위치 계산수단(
125)과 지도 매칭수단(126)으로부터 출력되는 이동체(10)의 현재위치 정보가 수신되어 회답정보 생성유닛(204) 내
에 저장된다.

이동 통신망을 구성하는 무선 지상국과 무선을 통해서 이동체(10)가 접속되는 경우에, 이동체(10)의 위치정보는 이동
체(10)와 접속되는 기지국을 식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동체(10)의 개략 위치이어도 좋다.

스텝 1101 과 스텝 1101a 에서는, 스텝 1100 에서 저장된 통신방법 정보가 이후의 처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해석
된다. 즉, "방송을 우선으로"가 선택되는 경우에는 상기 처리가 도 10에 도시된 처리(2)의 스텝 1113 으로 이동하고, "
쌍방향 통신을 우선으로"가 선택되는 경우에는 상기 처리가 스텝 1110 으로 이동하며, "최적의 통신경로를 선택하시오"
가 선택되면 상기 처리가 스텝 1102 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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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1102 에서는, 사용자로부터의 검색요구에 관한 회답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추정된다. 내용정보 서
버(205)에 액세스하여 회답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시간, 내용정보 서버(205)로부터 필요한 정
보를 얻을수 없는 경우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간 및 회답정보를 소정의 포맷으
로 정형화하기 위한 시간을 포함하는 시간을 적분함으로서 회답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결정된다.

스텝 1103 에서는, 스텝 1102 에서 얻었던 회답정보 생성에 필요한 시간의 관점에서 데이터 준비를 위한 소정의 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상기 처리가 스텝 1113 으로 이동한다. 즉, 방송을 통한 회답정보 수신처
리로 이동하도록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것은 준비에 요구되는 시간이 긴 경우에 쌍방향 통신에 대해서 데이터 교환이 
수행되지 않는 낭비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위 기능의 제공에 의해서 쌍방향 통신에 대한 통신시간이 단축되어, 가능한 통신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스텝 1104 에서는, 사용자로부터의 검색요구에 대한 회답정보 데이터량이 추정된다. 회답정보 데이터량은 회답정보에 
포함되는 화상정보, 음성정보 및 동화상 정보 등의 총량이다.

스텝 1105 에서는, 스텝 1102 에서 얻었던 회답정보 데이터량의 관점에서 데이터량이 소정량을 초과한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상기 처리가 스텝 1113 으로 이동한다. 즉, 시스템이 방송을 통한 회답정보 수신처리로 이동한다. 이것은 회답
정보의 데이터량이 방대하게 되는 경우에 통신회선 전송속도가 낮은 쌍방향 통신에 의해서 통신시간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서 통신비용이 증가하며, 더욱이 이동체(10)의 이동에 따라서 통신이 중도에서 끊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기능의 사용에 의해서, 회답정보가 방대한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속도가 높은 방송이 선택되고, 따라서 비용이 낮고 
확률이 높은 단시간에 정보제공센터(21)로부터 이동체(10)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다.

    
스텝 1106 에서는, 사용자로부터의 검색요구에 대한 회답정보의 시간 의존성이 계산된다. 회답정보의 시간 의존성은 
회답이 필요한 시간제한에 관한 것으로, 환언하면, 회답정보가 즉시 전송될 것이 사용자에 의해서 요구되는지 또는 소
정 시간후에 회답정보가 전송되어도 좋은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목적지 근방의 도로혼잡 정보는 이동체(10)가 
목적지에 접근할 때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정보가 아니지만, 관련 차량의 현재위치 근방의 도로혼잡 정보는 즉
시 취득될 것이 요구된다. 시간 의존성은 시간 등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표현된다.
    

스텝 1107 에서는, 스텝 1102 에서 얻었던 회답정보의 시간 의존성의 관점에서 회답정보의 시간 의존성이 낮다고 판
정되는 경우, 즉 회답정보의 긴급성이 낮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한 회답정보 수신처리로 시스템이 이동한다. 이것은 긴
급성이 낮은 정보가 쌍방향 통신을 통해서 전송되는 경우에 통신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본 기능의 사용을 통해서, 정보의 긴급성이 낮은 경우에는 통신비용이 낮은 방송이 선택될 수 있고, 따라서, 낮은 비용
과 보다 높은 확률로 정보제공센터(21)로부터 이동체(10)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다.

    
스텝 1108 에서는, 통신회선(20)의 통신회선 품질이 계산된다. 통신회선의 품질은 관련 통신회선의 정격 데이터 전송
속도와 데이터 전송중의 데이터 전송속도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패러티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오류를 체크하
는 동시에 데이터 전송중 오류가 발생되지 않을 때까지 데이터 전송속도를 감소시켜서 데이터 전송속도를 결정하는 방
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데이터 전송오류를 제외한 유효 데이터 전송으로부터 데이터 전송속도가 계산되는 방
법에 의해서도 데이터 전송속도가 결정될 수 있다.
    

스텝 1109 에서는, 스텝 1113 에서 얻었던 통신회선 품질의 관점에서 통신회선의 품질이 정격에 대하여 소정 품질보
다 낮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상기 처리가 스텝 1113 으로 이동한다. 즉, 방송을 통한 회답정보 수신처리로 이동하도록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것은 낮은 통신회선 품질을 갖는 통신회선이 사용되는 경우에 통신시간이 증가되어 결국 통신비
용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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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능의 사용을 통해서, 통신회선의 품질이 열화된 경우에는 통신품질이 높은 방송이 선택될 수 있고, 따라서, 낮은 
비용과 높은 확률로 데이터가 정보제공센터(21)로부터 이동체(10)로 전송될 수 있다.

위 스텝이 완료된 후 쌍방향 통신을 통해서 회답정보가 전송될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스텝 1110 이 기동되고, 사
용자에 의해서 설정되고 스텝 1100 에서 저장된 검색요구에 의거하여 회답정보 생성에 필요한 내용정보 서버가 취해지
고 회답정보는 소정 포맷에 맞게 정형화된다.

스텝 1111 에서는, 제 1 쌍방향 통신단말(200) 및 통신회선(20)을 통해서 스텝 1110 에서 생성된 회답정보가 이동체
(10) 상에 탑재된 쌍방향 통신유닛(13)으로 회신된다.

스텝 1112 에서는, 회답정보의 송신이 완료되었다는 조건하에 제 1 쌍방향 통신단말(200)에 접속되는 통신회선이 차
단된다.

    
방송을 통해서 회답정보가 회신되는 경우에 스텝 1113 이 기동되어, 스텝 1100 에서 저장된 이동체(10)의 현재위치 
정보와 방송국 데이터 서버(208)에 저장된 각 방송국의 서비스 영역을 비교함으로써 이동체(10)가 현재 위치된 방송
국 서비스 영역이 판정된다. 이동체(10)가 모든 방송국의 서비스 영역 외부에 위치되고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방
송을 통해서 회답정보가 회신될 수 없고, 따라서 쌍방향 통신을 통해서 회답정보가 회신되는 스텝 1110 으로 상기 처
리가 이동한다.
    

또한, 이동체(10)로부터 위치정보가 수신되는 소정 시간후에 방송을 통해서 회답정보가 수신되는 경우에는, 차량위치 
추정수단(206)에 의해서 추정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동체(10)의 추정된 위치정보에 의거하여 회답정보를 방송해야 
하는 특정 방송국(22)을 선택하도록 시스템이 작동한다.

    
스텝 1114 에서는, 현시점으로부터 소정 시간까지 방송신호에 회답신호를 중첩하기에 충분히 큰 회선용량이 남아있는
지를, 이동체(10)가 위치한다고 추정되는 위치를 그 서비스 영역으로 커버하는 방송국(22)에 문의한다. 단시간에 회
답정보를 회신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 소정 시간을 짧게 설정하고, 시간 의존성이 낮은 경우에는 이 소정시간을 
길게 설정하는 바와 같이, 이 소정시간은 회답정보의 시간 의존성에 의존하여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위 문의에는 제 2 
쌍방향 통신단말(203)이 사용된다.
    

스텝 1115 에서는, 스텝 1114 에서의 문의에 대하여 충분한 회선용량이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쌍방향 통신을 통
해서 회답정보가 회신되는 스텝 1110 으로 상기 처리가 이동한다. 한편, 충분한 회선용량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 회답정보가 수신되는 스텝 1116 으로 상기 처리가 이동한다.

스텝 1116에서는,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국, 방송채널, 방송시작 예정시간, 방송종료 예정시간, 회답정보 데이터량 및 
방송을 통해서 송신되야할 회답정보를 얻기 위한 ID와 비밀번호를 포함하는 정보가 결정되고, 이 정보는 제 1 쌍방향 
통신단말(200), 통신회선(20) 및 쌍방향 통신유닛(13)을 포함하는 쌍방향 통신수단을 통해서 이동체(10)로 송신된
다.

    
방송을 송신하기 위한 방송국(22)에 대하여는, 방송국 데이터 서버(208)에 저장된 개별 방송국의 서비스 영역에 관련
한 정보에 의거하여 이동체(10)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영역을 그 서비스 영역으로서 커버하는 특정 방송국이 선택된다. 
방송채널에 대하여는, 이동체(10) 상에 탑재된 방송신호 수신유닛(14)에 의해서 현재 그 방송신호가 수신되는 채널이 
우선적으로 선택된다. 방송시작 예정시간 및 방송종료 예정시간은 방송신호의 혼잡도에 의거하여 추정된다. 여기서,예
를 들어 혼잡도는 회답정보가 방송되는 경우에 이미 예약된 방송 데이터량/방송회선의 최대 데이터량에 의거하여 계산
된다. 즉, 혼잡도가 높을수록 이미 예약된 데이터량이 많으므로, 후에 방송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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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1117 에서는, 스텝 1116 에서의 정보통신이 종료되었다는 가정하에 제 1 쌍방향 통신단말에 접속된 통신회선이 
차단된다.

스텝 1118 에서는, 사용자에 의해서 설정되어 스텝 1100 에서 저장된 검색요구에 의거하여 내용정보 서버(205)가 액
세스되고, 회답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추출되어, 회답정보가 소정의 포맷으로 정형화된다.

스텝 1119 에서는, 스텝 1118 에서 생성된 회답정보, 채널정보 및 방송으로부터 수신될 회답정보를 얻기위한 ID 및 비
밀번호가 제 2 쌍방향 통신단말(203)을 이용하여 그 서비스 영역이 이동체(10)의 위치를 커버하는 방송국으로 송신된
다.

방송국(22)은 정보제공센터(21)로부터 송신되는 회답정보를 일반 방송에 중첩하여 방송한다. 이동체(10) 상에 탑재
된 방송신호 수신유닛(14)은 방송신호를 수신하고, 목적하는 회답정보를 디코딩함으로써 목적하는 회답정보를 얻는다.

지금까지 설명된 본 발명에 따른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은, 정보제공센터로부터 이동체로 높은 속도와 낮은 비용 및 
안전성을 갖으며 송신되도록 하는 최적의 통신경로를 선택하고 최적의 방송국을 선택하여 사용자에게 회답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서 작동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회답정보 송신의 존재유무에 의존하여 전원이 동적으로 투입되거나 차단되도록 하여 시스템 
전력소비를 낮게 하는데 공헌하며 이동체에 제공되는 방송신호 수신유닛이 설계된다.

도 11은 연산유닛(100)에 설치된 처리블럭의 다른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이하, 각 구성요소에 관하여 설명한다.

    
현재위치 계산수단(125)은 차륜속도센서(105)로 측정되는 차륜속도 펄스데이터(S5) 및 자이로스코프(107)로 측정
되는 각 가속도 데이터(S7)를 각각 적분하여 얻어지는 거리데이터 및 각도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데이터를 시간축으로 
적분하여 감으로써 초기위치(X, Y)로부터 이동체(10)의 주행후의 위치(X', Y')를 계산하는 처리를 행한다. 여기서, 이
동체(10)의 회전 각도를 진행하는 방향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지자기센서(106)로부터 얻어지는 방향데이터(S6) 및 
자이로스코프(107)로부터 얻어지는 각 가속도 데이터(S7)를 적분하여 얻어지는 각각의 각도데이터를 1 대 1의 관계
로 매핑하여, 이동체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의 절대방향을 보정한다. 또 상기한 센서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적분하여 
가면 센서의 오차가 축적되기 때문에, 일정시간 주기로 GPS 수신유닛(108)로부터 얻어진 위치데이터(S8)를 바탕으로 
축적된 오차를 상쇄하는 처리를 실시하여, 현재위치정보를 출력한다.
    

    
상기 현재위치정보에는 센서의 오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감지 정밀도를 더욱 높일 목적으로 지도매칭수단(1
26)(map matching mean)에 의한 지도매칭처리를 행한다. 이것은 정보 메모리유닛(102)으로부터 현재 위치 주변의 
지도에 포함되는 도로데이터를 데이터 판독수단(127)에 의하여 판독하고, 현재위치 계산수단(125)으로부터 얻어진 
주행궤적형상과 도로형상을 서로 대조하여, 형상의 상관이 가장 높은 도로에 현재위치를 매칭시키는 처리이다. 이 지도
매칭처리를 실시함으로써 현재위치는 대부분의 경우 주행도로와 일치하게 되어, 매우 정밀하게 현재위치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
    

정체정보 해석수단(121A)은, 현재위치 계산수단(125) 및 지도매칭수단(126)이 출력하는 현재위치정보를 기초로, 그 
주행중인 도로 내지 지금까지 주행하여 온 도로에 정체와 같은 교통장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해석한다.

    
정체 식별방법의 하나로서, 예를 들어 도로링크(road link)를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제측정시간과, 정보 메모리유
닛(102)등에 저장된 상기 도로링크의 평균주행시간을 비교하여 실제측정시간이 평균주행시간의 소정계수배 이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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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부로 정체를 판정하면 된다. 또한 상기 소정계수배를 정체레벨에 따라 복수로 분할함으로써, 더욱 정밀도가 높은 
정체판별이 가능하게 된다. 또 평균주행시간은, 해당 도로의 길이 및 주행의 용이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로
종별(국도, 현도(prefecture road)), 차선수, 및 도로폭의 정보를 기초로 결정될 수 있다.
    

또 별도의 정체 판별방법으로서, 소정도로를 이동체(10)가 주행하는 최고속도를 이용하여 정체를 판정하여도 된다. 이 
경우는 최고속도가 소정속도 이하일 때는 정체하고 있다고 판별한다.

또 별도의 정체 판별방법으로서, 카메라등의 주위환경 해석유닛(12)으로 상기 차량 주변의 화상을 촬영하여, 상기 차
량과 동일 진행방향의 타차량의 상대속도가 소정치 이하일 때는 정체하고 있다고 판정하여도 된다.

노면상태정보 해석수단(122A)은 예를 들어, 카메라 등의 주위환경 해석유닛(12)으로 상기 차량 주변 및 노면을 촬영
한 화상 데이타를 이용하여, 촬영화상으로부터 물체의 윤곽선을 추출함으로써 각종 정보를 출력한다. 이 정보를 이동체
(10)의 이동에 따라 비교함으로써, 물체가 이동하고 있는지 정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
를 추출하여 그 물체의 크기를 판별함으로써, 노상에 장해물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입체적으로 주위환경을 관찰함으로써, 상기 차량의 위치로부터 장해물까지의 상대거리 및 방향이 인식되기 때문에, 
상기 차량의 위치정보와 조합시킴으로써 장해물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노면상을 촬영할 때
에 수평면 편향필터(polarizing filter)를 사용한 화상과 사용하지 않은 화상을 비교함으로써 노면이 젖어 있는지 또는 
말라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노상의 백색선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것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상에 눈이 적설하여 있다고 판정할 수 있다.
    

    
이상, 주위환경 해석유닛(12)으로 노면상태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차륜속도센서(105)나 GPS 
수신기(108)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노면상태정보가 해석가능하다. 여기서 해석하는 정보는 노면의 미끄러짐 정보로서, 
구동륜과 비구동륜과의 회전상태를 비교함으로써 해석한다. 즉, 동력이 전달되는 구동륜은 차륜 타이어를 통해 도로에 
마찰력을 사용하여 전진 또는 정지하는 힘을 가하나, 노면이 비나 눈, 빙결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면, 공회
전 내지 차륜 타이어의 록(locking) 등에 의하여 타이어와 노면사이가 미끄러진다. 한편,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 비구동
륜은 관성력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차량 주행속도에 따른 회전속도가 된다. 따라서 구동륜과 비구동륜을 비
교하여 회전수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를 주행중이라고 판별할 수 있다.
    

또 GPS 수신기(108)가 출력하는 속도벡터정보에 기초하여 차량의 절대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측정된 절
대속도 정보와 구동륜의 회전수로부터 계산되는 속도정보를 비교하여 속도차가 발생하였을 때는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
를 주행중이라고 판별할 수 있다.

기상정보 해석수단(123A)은 주위환경 해석유닛(12)으로 상기 차량 주변 및 노면을 촬영한 화상결과로부터 주행로의 
날씨가 비, 눈 또는 안개인 지를 판별한다. 또 빗방울 센서나 온도센서, 와이퍼 등의 동작상황으로부터 날씨를 판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조작 해석수단(120)은 사용자로부터의 요구를 입력유닛(104)으로 받아, 그 요구내용을 해석하여 대응하는 처
리를 실행하도록 각 기능블럭을 제어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요구하는 부가가치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보센터(21)와 
통신하는 경우, 통신제어수단(129)을 제어하여 원하는 정보, 예를 들어 시설 등의 위치정보나 부대정보, 화상정보 등
의 검색요구정보를 통신유닛(13)을 사용하여 정보센터(21)에 송신한다. 정보센터(21)로서는 검색요구에 따른 회답정
보를 생성하여 통신회선(20), 통신유닛(13)을 통하여 이동체(10)에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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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동체(10)와 정보센터(21)사이의 통신에 있어서, 이들 검색요구정보의 데이터량은 검색결과의 데이터량과 비
교하여 압도적으로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검색결과가 출력되기까지의 대기시간에 정체정보 해석수단(121A), 
노면상태정보 해석수단(122A) 및 기상정보 해석수단(123A)으로 수집한 상기 차량이 주행한 도로에 관한 정보를 검
색요구정보와 더불어 송신함으로써 이용자나 정보센터(21)측의 통신회선부담을 늘리는 일 없이, 실시간(real time)의 
도로환경정보를 정보센터(21)측에 송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동체(10)측에서 수집한 도로환경정보를, 정보제공센터(21)측에 송신할 것인지의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 또한 이동체(10)가 수집한 도로환경정
보를, 검색결과가 정보센터(21)로부터 이동체(10)에 송신되고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동체(10)로부터 정보센터(21)
에 송신하도록 하여도 좋다.

이것은 검색결과를 이동체(10)에 송신하고 있는 기간, 즉 하행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은 상행회선이 일반적으로 사
용되지 않으며, 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행회선을 이용하여 도로환경정보를 정보센터(21)에 송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금도 이용자의 통신비용을 늘리는 일없이 도로환경정보를 송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송신하는 도로환경정보의 데이터량은, 회답정보가 다 송신되기까지 전송가능한 소정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더욱 상세하게는 상행/하행회선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같다고 가정할 때, 도로환경정보의 데이터량이 회답정보의 데
이터량과 같거나 적어지는 데이터량으로 제한하면 된다.

또한 송신데이터량을 더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송신하고, 오래된 
정보를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상기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용자나 정보센터(21)측의 통신회선부담을 늘리는 일 없이, 실시간의 도로환경정
보를 정보센터(21)측에 송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정보표시 처리수단(124)은, 지도화면이나 검색화면, 검색결과의 출력화면을 드로잉하기 위한 그래픽 드로잉명령을 생
성하여, 그래픽 처리수단(130)에 전송한다.

그래픽 처리수단(130)은 정보표시 처리수단(124)으로 생성한 드로잉명령을 받아 프레임메모리에 화면이미지를 전개
하여, 디스플레이(101)에 전송함으로써 표시처리를 실행한다.

도 12는 통신제어수단(129)의 구성의 예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이하 각 구성요소에 관하여 설명한다.

    
수신유닛 제어수단(141A)은 이동체(10)내에 설치되는 방송신호 수신유닛(14)을 제어하고, 또 LAN(109)으로 접속
된 수신유닛(14)으로부터 보내지는 수신데이터를 수신정보 메모리수단(145A)에 전송하도록 동작한다. 여기서, 수신
유닛(14)이란, 노상에 설치된 광비컨 및 전파비컨과 같은 비컨유닛(beacon unit), 문자방송등을 포함하는 지상파 텔
레비젼방송, 라디오 방송, FM 다중 방송, 페이저(pager), 위성방송 등을 위한 신호수신유닛이며, 수신유닛 제어수단(
141A)은 이들 수신유닛(14)에 대하여 도로환경정보를 방송하는 채널을 선택하도록 각 유닛을 제어한다. 또한 얻어진 
수신데이터로부터 도로환경정보에 관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수신정보 메모리수단(145A)에 전송한다.
    

수신정보 메모리수단(145A)은, 수신유닛 제어수단(141A)으로 수신한 도로환경정보 내지 통신유닛 제어수단(142A)
으로부터 얻어진 도로환경정보로부터 각각의 도로의 정체정보, 정체도 정보, 노면상태정보, 기상정보 등을 도로링크 단
위로 저장한다. 메모리유닛 내의 메모리 포맷예를 도 15b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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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도 15a의 300A로 나타낸 바와 같이 도로링크가 접속한 도로망의 도로환경정보는, 도 1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링크단위로 각각의 링크의 상하선 단위의 정체정보(301a), 노면상태정보(301b), 기상정보(301c), 갱신시간
(301f)을 관리하면 된다. 이러한 메모리 포맷으로 링크를 일의(一意)로 지정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도로링크의 도로환
경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시간이 지나 주행환경의 변화를 수신한 경우는 메모리내용을 최신정보로 갱신한다.

    
통신유닛 제어수단(142A)은 이동체(10)내에 설치되는 통신유닛(13)을 제어하여 목적으로 하는 통신상대와 통신유닛
(13)사이에 통신회선을 접속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송신/수신하도록 동작한다. 여기서 통신유닛(13)이란, 소정의 통신
상대와 쌍방향으로 통신가능한 유닛을 가리키며, 어느 특정한 디바이스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다. 즉, 통신유닛(13)은 
셀형상으로 배치된 지상국과 이동체 사이를 통신하는 셀룰러통신 또는 PHS등과 같은 것이여도 좋고, 저궤도를 주회하
는 위성통신이나, MCA 통신을 사용하여도 된다.
    

주행환경정보 메모리수단(146A)은 상기 차량이 주행한 도로에 관하여, 정체정보 해석수단(121A), 노면정보 해석수단
(122A) 및 기상정보 해석수단(123A)이 수집한 도로환경정보를 도로링크 단위로 저장한다.

    
다른 메모리 포맷의 예를 도 16에 나타낸다. 여기서는 상기 도 15b에 나타내는 메모리 포맷의 예와 관련되어 표시된 메
모리 품목에 더하여, 상기 차량이 해당 링크에 진입한 시간정보(301d) 및 해당 링크로부터 퇴출한 시간정보(301e)도 
더불어 저장한다. 이것은 정보의 신선도를 정보센터측에 송신할 때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장 새로운 정보로부터 도
로환경정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필요 불가결한 정보이다. 또 시간정보는 예를 들어 GPS 수신유닛
(108)이 출력하는 시간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시간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행환경정보 송신판정수단(143A)은, 주행환경정보의 변화에 따라 수집한 도로환경정보를 통신유닛 제어수단(142A)
을 거쳐 정보센터(21)에 송신개시할 지를 판정한다. 수집한 도로환경정보를 정보센터(21)에 송신개시한다고 판단하는 
케이스는 여러가지이다.

(1) 제 1 케이스는, 각각 수신정보 메모리수단(145A)과 주행환경정보 메모리수단(146A)에 메모리한 해당 주행도로
링크의 도로환경정보를 비교하여, 비교결과가 다를 때, 시스템이 정보센터(21)에 정보를 송신하도록 동작한다.

이러한 처리에 의하여, 도로의 교통환경이 변화되었을 때만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동작하기 때문에 통신량을 대폭 삭감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각 도로링크 단위로 도로환경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차이를 보이는 정보만 통신을 행하여도 되고, 또한 통신빈도를 
줄이기 위하여 도로링크 단위로 도로환경정보를 비교한 결과, 소정회수이상 비교결과가 다를 때, 통신을 행하여도 된다.

    
(2) 제 2 케이스는, 각각 수신정보 메모리수단(145A)과 주행환경정보 메모리수단(146A)에 각각 저장된 해당 주행도
로링크의 도로환경정보를 비교한 결과, 수신정보 메모리수단(145A)에 상기 이동체가 주행한 도로링크에 관한 도로환
경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때, 시스템은 정보센터(21)에 정보를 송신하도록 동작한다. 또한 도로환경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도로링크에 관한 정보가 배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상태이며, 그 도로링크
에 정체가 없거나, 장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처리에 의하여, 정보가 미수집된 도로에 관한 도로환경정보를 정보센터(21)에 송신하기 때문에, 정보센터(21)
에 저장되는 정보량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또 수신정보 메모리수단(145A)에 저장되어 있는 도로링크에 관한 정
보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통신량을 삭감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도로링크 단위로 통신하여도 되고, 또한 통신빈도를 줄이기 위하여 복수의 도로링크 단위로 도로환경정보를 정리
하여 통신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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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 케이스는, 주행환경정보 메모리수단(146A)에 저장된 도로환경정보의 변화점을 판정하여, 변화가 발생하였
다고 판정하였을 때, 시스템이 정보센터(21)에 정보를 송신하도록 동작한다. 변화발생이란, 예를 들어 주행중의 도로에 
관하여 정체에 있어서는 정체없음으로부터 정체있음으로 변화되었을 때나 정체있음으로부터 정체없음으로 변화된 경우, 
노면상태정보에 있어서는 장해물이 발견된 경우나 미끄러짐 없음 상태로부터 미끄러짐 있음 상태로 변화된 경우, 기상
정보에 있어서는 흐림으로부터 눈내림으로 변화한 경우이다.
    

이러한 처리에 의하면, 시스템은 이들 도로환경정보가 변화된 경우에만 정보센터(21)에 정보를 송신하도록 동작하기 
때문에 통신량을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요구정보 송수신수단(144A)은, 이용자가 요구하는 부가가치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보센터(21)와 통신할 것인지를 판
정하여, 요구정보를 정보센터(21)에 송신함과 동시에 수집한 도로환경정보를 정보센터(21)에 아울러 송신하도록 동작
한다.

    
그런데, 이동체(10)로부터 정보센터(21)에 송신하는 검색요구정보의 데이터량은, 검색결과의 데이터량과 비교하여 압
도적으로 적은 것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검색결과가 출력되기까지의 대기시간에 정체정보 해석수단(121A), 노면상태
정보 해석수단(122A) 및 기상정보 해석수단(123A)으로 수집한 상기 차량이 주행한 도로에 관한 정보를 검색요구정
보와 더불어 송신함으로써, 이용자나 정보센터(21)측의 통신회선부담을 늘리는 일 없이 실시간의 도로환경정보를 정보
센터측에 송신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이동체(10)측에서 수집한 도로환경정보를, 정보제공센터측에 송신할 것인지의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 또한 이동체(10)가 수집한 도로환경정보를, 검
색결과가 정보센터(21)로부터 이동체(10)에 송신되고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동체(10)로부터 정보센터(21)에 송
신하도록 하여도 된다.

이것은 검색결과를 이동체(10)에 송신하고 있는 기간, 즉 하행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은 상행회선이 일반적으로 사
용되지 않으며, 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행회선을 이용하여 도로환경정보를 정보센터(21)에 송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따라서 조금도 이용자의 통신비용을 늘리는 일 없이 도로환경정보를 송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송신하는 도로환경정보의 데이터량은, 회답정보가 다 송신되기까지 전송가능한 소정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더욱 상세하게는 상행/하행회선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같다고 가정할 때, 도로환경정보의 데이터량이 회답정보의 데
이터량과 같거나 적어지는 데이터량으로 제한하면 된다.

또한 송신데이터량을 더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송신하고, 오래된 
정보를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상기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용자나 정보센터(21)측의 통신회선부담을 늘리는 일 없이, 실시간의 도로환경정
보를 정보센터(21)측에 송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도 13은 정보센터(21)의 또 다른 구성의 예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이하 각 구성요소에 관하여 설명한다.

    
정보센터(21)는 이동체(10)가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는 도로환경정보나 내용정보를 수집하여 서버(203A, 205A)에 
기록하고, 사용자 요구에 따라 서버(203A, 205A)를 검색하여, 회답정보를 생성하거나 도로환경정보를 방송국(22)을 
사용하여 방송하도록 동작하게 설계되어지며, 제 1 쌍방향 통신단말(200A), 통신제어유닛(201A), 회답정보 생성유닛
(202A), 내용정보서버(203A), 도로정보 생성유닛(204A), 도로망 정보서버(205A), 제 2 쌍방향 통신단말(206A) 
및 방송정보 생성유닛(207A)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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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쌍방향 통신단말(200A)은 통신회선(20)과 정보제공센터(21)를 접속하기 위한 유닛으로, 디지털 전화 내지 아날
로그 전화로 구성된다. 제 1 쌍방향 통신단말 (200A)을 아날로그 전화로 구성하는 경우는, 모뎀을 사용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한다.

통신제어유닛(201A)은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유닛으로, 이동체(10)로부터 전송되어 온 정보에 있어서, 회답정보
를 생성할 필요가 있는 검색요구정보이면 회답정보 생성유닛(202A)으로, 이동체(10)가 수집한 도로환경정보이면 도
로정보 생성유닛(204A)으로 각각 정보가 전송된다. 또한 이동체(10)와 제 1 쌍방향 통신단말(200A)의 통신은 검색
요구정보와 관련되면 회답정보의 송신종료후에 차단되고, 도로환경정보만이 관련되면 정보전송 종료후에 통신은 차단
된다.

회답정보 생성유닛(202A)은 검색요구정보의 내용을 해석하여 내용정보서버 (203A)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인출하여 
회답정보를 생성하고, 이동체(10)에 회답정보를 통신한다. 또한 정체정보 등의 도로환경정보를 사용자가 요구하고 있
는 경우, 회답정보 생성유닛(202A)은 도로망 정보서버(205)를 액세스하여 회답정보를 생성하도록 동작한다.

내용정보서버(203A)는 각종 동적정보나 정적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유닛이다. 또한 도 13에는 도시생략하였으나, 
내용정보서버(203A)는 외부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독자의 회선망이나 인터넷에 접속되어, 항상 최신의 정보를 저장한
다.

도로정보 생성유닛(204A)는 이동체(10)로부터 수시로 송신되는 도로환경정보에 기초하여 도로망 정보서버(205A)를 
갱신하도록 동작하게 설계되어진다.

도로망 정보서버(205A)는 즉 도로의 위치나 링크접속관계 등과 같은 도로망에 관한 정적인 정보 및 정체정보 등과 같
은 동적인 정보를 수집 및 저장하는 유닛이다. 또한, 도로망 정보서버(205A)는 이동체(10)로부터 보내진 도로환경정
보 뿐만 아니라, 길가에 설치된 감지기나 감시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정보도 동시에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더욱 정밀도가 
높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방송정보 생성유닛(207A)은 도로망 정보서버(205A)로부터 도로환경정보를 판독하여 소정의 지역대상으로 포맷을 생
성함으로써 방송국(22)으로부터 송신하는 정보를 생성한다.

제 2 쌍방향 통신단말(206A)은 방송정보 생성유닛(207A)이 생성한 정보를 방송국(22)에 전송한다. 또 제 2 쌍방향 
통신단말(203A)이 접속하는 통신회선은 공중통신 회선망이거나 전용회선이어도 좋다. 방송국(22)은 정보서버로부터 
보내진 도로정보와, 그 밖의 방송해야 할 정보를 믹싱(mixing)하여 방송한다.

도 14는 정보처리유닛(11)에 있어서의 연산유닛(100)의 주행환경정보 송신판정수단(143A)으로 실시되는 수집한 도
로환경정보의 송신판정의 처리흐름의 예를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이하 상기 처리를 순서도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스텝 1001A에서는 정체정보 해석수단(121A), 노면정보 해석수단(122A) 및 기상정보 해석수단(123A)과 협동해서 
주행중인 링크의 주행환경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주행중인 링크정보는, 현재위치 계산수단(125)으로부터 출력되는 계
산된 위치정보를 지도데이터와 비교하여 주행중의 도로링크를 판정하는 지도매칭수단(126)으로부터 출력된다. 또한 
각 링크마다 얻어진 도로환경정보는 주행환경정보 메모리수단(146A)에, 예를 들어 도 16에 나타내었던 것 같은 포맷
으로, 모든 링크에 대해 해당 링크를 진입 및 퇴출한 시간정보와 같이 저장된다.
    

스텝 1002A에서는 방송신호 수신유닛(14)을 사용함으로써 주행환경정보가 수신가능한 지를 판정한다. 예를 들어 이
동체(10)가 관련 방송국(22)의 서비스영역으로부터 벗어난 경우나, 수신유닛(14)의 전원을 턴온시킨 직후이여서 수
신유닛(14)이 정보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스텝 1006A 로, 방송신호 수신유닛(14)이 정보를 수신할 준비
가 되었고 현재 주행중인 도로부근의 충분한 주행환경정보를 수신하였다고 판정한 경우는 스텝 1003A로 처리가 이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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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1003A에서는 수신정보 메모리수단(145A)에 저장되어 있는 도로환경정보를 엑세스하여 주행중의 도로링크에 관
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판정한다. 또한 도로환경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도로링크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고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상태이며, 그 도로링크에 정체가 없거나 장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저장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였을 때는 스텝 1006A로, 관련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판정하였을 때는 스텝 1
004A로 처리가 이동한다.
    

스텝 1004A에서는 수신정보 메모리수단(145A)을 액세스하여, 현재 주행중인 도로링크에 관한 주행환경정보를 판독
한다.

스텝 1005A에서는 주행중인 도로링크에 관하여 수신정보 메모리수단(145A) 및 주행환경정보 메모리수단(146A)에 
저장된 주행환경정보, 즉 정체정보(301a), 노면상태정보(301b) 및 기상정보(301c) 등이 각각 같은 지를 판정한다. 
또한 여기서 비교하는 항목은 정체정보와 같은 독립된 항목으로 비교하여도 좋고, 복수의 항목의 조합으로 비교하는 것
도 가능하다.

양 정보가 같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정보센터(21)측에 저장된 정보가 최신정보로 변경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동체(10)측에서 주행환경정보를 송신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스텝 1008A로 처리가 이동한다. 한편, 양 정보가 같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정보센터(21)측에 저장된 정보가 오래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텝 1007A로 처리가 이동한
다.

스텝 1006A에서는 주행환경정보 메모리수단(146A)을 액세스하여, 주행중의 도로링크의 주행환경이, 주행중의 도로
링크의 그 이전의 주행환경으로부터 변화하였는 지를 판정한다.

이 판정처리에 관한 예를 이하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정체정보에 관해서 직전의 링크가 정체없음이라고 판정되고, 주행중의 링크가 정체있음으로 판정하였을 때는 
주행환경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정할 수 있다. 또한 정체판정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정링크수 이상에 걸쳐 정체
가 계속되는 경우는 정체있음이라고 판정되고, 소정링크수 이상 정체가 없는 경우는 정체없음이라고 판정될 수 있다. 
또 주행중인 도로링크의 도로종별이나 도로폭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고려하여, 정체인지를 판정하면 된다. 또 예
를 들어 노면상태정보에서는 노면이 건조상태로부터 젖어 있는 상태로 변화된 경우는 주행환경이 변화되었다고 판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처리는 스텝 1007A로 이동하고 주행환경이 변화하지 않음으로 판정한 경우는 스텝 1008A로 처리가 
이동한다.
    

    
스텝 1007A에서, 주행환경정보 송신판정수단(143A)은 이동체(10)가 수집한 주행환경정보를 통신유닛(13)을 거쳐 
정보센터(21)에 송신하도록 동작한다. 이에 따라 정보센터(21)내의 도로망 정보서버(205A)가 최신정보로 갱신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도 항상 최신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링크단위로 주행환경의 불일치나 변화가 발생하였
을 때마다 수집한 주행환경정보를 정보센터(21)에 송신하면, 통신회수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스텝 1007A로 이동
한 회수를 카운트하여, 소정회수 이상이 되었을 때만 수집한 주행환경정보를 정보센터(21)에 송신함으로써 송신회수를 
더욱 줄일 수 있다.
    

또 상기 이동회수에 대신, 송신타이밍을 소정시간 간격으로 하여 그 시간내에 주행환경이 변화되었을 때, 주행환경정보
를 정보센터(21)에 송신하여도 된다.

스텝 1008A에서는 다음의 주행링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행도로링크가 변화된 것을 판정하여 스텝 1001A로 처
리를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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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형태의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에서의 상기 동작을 통하여, 상기 장치는 이동체의 주행중의 주행환경정보를 필요
에 따라 정보센터(21)에 송신하도록 동작하며, 통신빈도나 통신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은, 정보제공센터로부터 이동체로 높은 속도와 낮은 비용 및 안전성을 갖으며 
송신되도록 하는 최적의 통신경로를 선택하고 최적의 방송국을 선택하여 사용자에게 회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동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회답정보 송신의 존재유무에 의존하여 전원이 동적으로 투입되거나 차단되도록 하여 시스템 
전력소비를 낮게 하는데 공헌하며 이동체에 제공되는 방송신호 수신유닛이 설계된다.

본 발명에 따른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는 이동체가 수집한 주행환경정보의 변화점을 검출하거나, 방송된 주행환경정보
와 비교함으로써 수집한 주행환경정보를 정보센터에 송신하는 타이밍을 결정하도록 동작하기 때문에, 정보센터가 수집
하는 주행환경정보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동체와 정보센터사이의 통신빈도나 통신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 이점(利點)은 사용자에게는 이용요금을 절감시키는 방식으로 통신비용의 절감에 기여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복수의 이동체로부터 동시에 정보가 송신되는 빈도가 내려 가기 때문에, 정보센터측에 설치하
는 통신단말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체에 탑재되는 이동체측 장치와, 그 이동체측 장치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측 장치를 구비하여 구성되는 방송
형 정보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동체측 장치는:

상기 이동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위치측정수단과;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와 쌍방향통신을 행하는 이동체측 통신수단과;

사용자의 요구내용을 나타내는 요구정보 및 상기 측정된 이동체의 위치정보를 상기 이동체측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상
기 정보제공장치에 송신하는 정보요구수단과;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로부터 송신되어 온 상기 요구정보에 대한 회답정보를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상기 수신한 회답정보를 사용자에 제시하는 정보제시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는:

상기 이동체측 통신수단과 쌍방향통신을 행하는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과;

상기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상기 이동체로부터 송신되어 온 상기 요구정보에 대한 회답정보를 생성하
는 회답정보편집수단과;

상기 회답정보를 상기 이동체에 송신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서비스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방송을 행하고 있는 방송시
설과의 통신을 행하는 제 2 정보제공측 통신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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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상기 이동체로부터 보내져 온 상기 위치정보로부터 상기 이동체가 상기 회
답정보를 수신하는 위치를 그 서비스영역내에 포함하는 방송시설을 선택하고, 상기 제 2 정보제공측 통신수단을 경유하
여 그 선택된 방송시설에 상기 회답정보를 송신하여, 그 선택된 방송시설에서 상기회답정보를 방송시키는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특징으로 하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

청구항 2.

이동체에 탑재되는 이동체측 장치와, 그 이동체측 장치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측 장치를 구비하여 구성되는 방송
형 정보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동체측 장치는:

셀형상으로 배치된 기지국을 거쳐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와 쌍방향통신을 행하는 이동체측 통신수단과;

사용자의 요구내용을 나타내는 요구정보를 상기 이동체측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상기정보제공장치에 송신하는 정보요구
수단과;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로부터 송신되어 온 상기 요구정보에 대한 회답정보를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상기 수신한 회답정보를 사용자에 제시하는 정보제시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는:

상기 이동체측 통신수단과 쌍방향통신을 행하는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과;

상기 이동체측 통신수단과의 통신으로 경유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로부터 상기 이동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위치
측정수단과;

상기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상기 이동체로부터 송신되어 온 상기 요구정보에 대한 회답정보를 생성하
는 회답정보편집수단과;

상기 회답정보를 상기 이동체에 송신하기 위하여 어느 특정한 서비스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방송을 행하고 있는 방송시
설과의 통신을 행하는 제 2 정보제공측 통신수단과;

상기 위치측정수단으로 측정된 상기 이동체의 위치정보로부터, 상기 이동체가 상기 회답정보를 수신하는 위치를 그 서
비스 영역내에 포함하는 방송시설을 선택하고, 상기 제 2 정보제공측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그 선택된 방송시설에 상기 
회답정보를 송신하여 그 선택된 방송시설에서 상기 회답정보를 방송시키는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특징으로 하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

청구항 3.

이동체에 탑재되는 이동체측 장치와, 그 이동체측 장치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측 장치를 구비하여 구성되는 방송
형 정보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동체측 장치는: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와 쌍방향통신을 행하는 이동체측 통신수단과;

사용자가 요구한 요구정보를 상기 이동체측 통신수단을 거쳐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에 송신하는 정보요구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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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제공측 장치로부터 송신되어 오는 상기 요구정보에 대한 회답정보를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상기 수신한 회답정보를 사용자에 제시하는 정보제시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는:

상기 이동체측 통신수단과 쌍방향통신을 행하는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과;

상기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상기 이동체로부터 보내져 온 상기 요구정보에 대한 회답정보를 생성하는 
회답정보 편집수단과;

상기 회답정보를 상기 이동체에 송신하기 위하여 어느 특정한 서비스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방송을 행하고 있는 방송시
설과의 통신을 행하는 제 2 정보제공측 통신수단과;

상기 회답정보의 생성 및 송신에 관하여 소정 항목에 관하여 평가를 행하여 그 소정 항목의 평가결과에 따라, 상기 회답
정보를 보낼 때, 상기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 및 상기 선택된 방송시설중 어느 것을 경유하여 상기 회답정보를 송신
할지를 결정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특징으로 하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의 제어수단은, 상기 회답정보를 방송하는 방송시설에서의 방송신호의 혼잡도, 상기 정보제공측 
통신수단 및 상기 이동체측 통신수단 사이에서의 통신속도, 상기 회답정보의 데이터량, 상기 회답정보를 생성하는 데 
요하는 시간, 및 상기 회답정보의 시간 의존성 중 적어도 하나를 평가 항목으로 사용하며, 그 항목의 평가결과에 따라 
상기 회답정보를 송신할 때 사용해야 되는 통신경로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체측 장치는 상기 회답정보가 송신될 때 사용되야 하는 통신경로를 선택하는 선택수단을 더욱 구비하며, 상기 
정보요구수단은 상기 요구정보와 동시에 상기 선택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에 송신하며,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의 제어수단은 상기 선택정보에 따라 상기 회답정보를 송신할 때의 통신경로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형 정보제공 시스템.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체측 장치 및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중 어느 한쪽에 상기 이동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위치측정수단을 더욱 설치
하고,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의 제어수단은 상기 회답정보의 생성 및 송신에 관하여 소정 항목에 관하여 평가를 행하는 
대신에 상기 측정된 이동체의 위치에 따라 상기 회답정보를 보낼 때 상기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 및 상기 방송시설
중 어느 것을 경유하여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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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체측 장치는 그 이동체의 목적지를 설정하는 목적지 설정수단을 더욱 구비하며, 상기 정보요구수단은 상기 요
구정보 및 상기 위치정보와 동시에 상기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에 송신하며, 상기 정보제공측의 제
어수단은 상기 이동체로부터 보내져 온 상기 위치정보 및 상기 목적지정보로부터 상기 회답정보를 송신하는 시점에서
의 상기 이동체의 위치를 추정하는 위치추정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

청구항 8.

이동체에 탑재되는 이동체측 장치와, 그 이동체측 장치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측 장치를 구비하여 구성되는 방송
형 정보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동체측 장치는: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와 쌍방향통신을 행하는 이동체측 통신수단과;

사용자의 요구내용을 나타내는 요구정보를 상기 이동체측 통신수단으로 상기 정보제공장치에 송신하는 정보요구수단과
;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로부터 방송되어 오는 상기 요구정보에 대한 회답정보를 수신하는 방송수신수단과;

상기 수신한 회답정보를 사용자에 제시하는 정보제시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는:

상기 이동체측 통신수단과 쌍방향통신을 행하는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과;

상기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상기 이동체로부터 보내져 온 상기 요구정보에 대한 회답정보를 생성하는 
회답정보 편집수단과;

상기 회답정보를 상기 이동체에 송신하기 위한 방송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특징으로 하며,

상기 이동체측 장치는 상기 방송수단에 의한 상기 회답정보의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상기 방송수신수단을 제어하는 
장치제어수단을 더욱 구비하는 것을 더욱 특징으로 하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제어수단은 상기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 및 상기 이동체측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송신되어 오는 상기 회답
정보의 방송스케줄에 관한 정보에 따라 상기 방송수신수단의 전원의 온/오프 및 수신채널의 전환중 적어도 하나를 실행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

청구항 10.

이동체에 탑재되는 이동체측 장치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의 정보제공측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는:

상기 이동체측 통신수단과 쌍방향통신을 행하는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과;

상기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상기 이동체로부터 송신되어 오는 요구정보에 대한 회답정보를 생성하는 
회답정보 편집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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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회답정보를 상기 이동체에 송신하기 위하여 어느 특정한 서비스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방송을 행하고 있는 방송시
설과의 통신을 행하는 제 2 정보제공측 통신수단과;

상기 이동체가 상기 회답정보를 수신하는 위치를 그 서비스 영역내에 포함하는 방송시설을 선택하여, 상기 제 2 정보제
공측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그 선택된 방송시설에 상기 회답정보를 송신하여, 그 선택된 방송시설에서 상기 회답정보를 
방송시키는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의 정보제공측 장치.

청구항 11.

이동체에 탑재되는 이동체측 장치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의 정보제공측 장치에 있어서,

정보제공측 장치는:

상기 이동체측 장치와 쌍방향통신을 행하는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과;

상기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을 경유하여 상기 이동체로부터 송신되어 오는 상기 요구정보에 대한 회답정보를 생성
하는 회답정보 편집수단과;

상기 회답정보를 상기 이동체에 송신하기 위하여 어느 특정한 서비스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방송을 행하고 있는 방송시
설과의 통신을 행하는 제 2 정보제공측 통신수단과;

상기 회답정보의 생성 및 송신에 관하여 소정 항목에 관하여 평가를 행하고, 그 항목의 평가결과에 따라, 상기 회답정보
를 보낼 때 상기 제 1 정보제공측 통신수단 및 상기 방송시설중 어느 것을 경유하여야 할지를 결정하는 제어수단을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의 정보공급측 장치.

청구항 12.

이동체에 탑재되어 방송을 거쳐 정보제공측 장치와 통신하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의 이동체측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체측 장치는: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와 쌍방향통신을 행하는 이동체측 통신수단과;

사용자의 요구내용을 나타내는 요구정보를 상기 이동체측 통신수단으로 상기정보제공장치에 송신하는 정보요구수단과
;

상기 정보제공측 장치로부터 방송되어 오는 상기 요구정보에 대한 회답정보를 수신하는 방송수신수단과;

상기 수신한 회답정보를 사용자에 제시하는 정보제시수단과;

상기 방송을 거쳐 송신되어 오는 상기 회답정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상기 방송수신수단을 제어하는 장치제어수단을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형 정보제공 시스템의 이동체측 장치.

청구항 13.

차량에 탑재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로서,

상기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는:

상기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주행환경정보를 수집하는 수집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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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환경정보를 미리 저장하고 있는 정보센터로부터 송신되어 오는 주행환경정보를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상기 수집한 주행환경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한 주행환경정보의 일부에 관하여 갱신 또는 신규생성중 한쪽의 처리
가 필요한 지를 판정하는 판정수단과;

상기 갱신 및 신규생성중 한쪽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 해당하는 처리에서 사용되는 상기 수집수단으로 수집
한 주행환경정보를 상기 정보센터에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
장치.

청구항 14.

차량에 탑재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로서,

상기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는:

상기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주행환경정보를 수집하는 수집수단과;

외부에서 송신되어 오는 주행환경정보를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상기 수집한 주행환경정보와, 상기 수신한 주행환경정보중의 상기 수집한 주행환경정보에 대응하고 있는 주행환경정보
를 비교하는 비교수단과;

상기 비교수단으로 상기 2개의 주행환경정보가 다르다고 판단한 경우, 상기수집수단으로 수집한 주행환경정보를 외부
에 설치된 정보센터에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

청구항 15.

차량에 탑재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로서,

상기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는:

상기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주행환경정보를 수집하는 수집수단과;

외부에서 송신되어 오는 주행환경정보를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상기 수신한 주행환경정보에 상기 차량이 주행중인 도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지를 판정하는 판정수단과;

상기 판정수단으로 상기 수신한 주행환경정보에 상기 차량이 주행중의 도로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한 경
우,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된 도로영역에 관하여 상기 수집수단이 수집한 주행환경정보를 외부에 설치
된 정보센터에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

청구항 16.

차량에 탑재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로서,

상기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는:

상기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주행환경정보를 수집하는 수집수단과;

상기 차량의 주행환경에 변화가 발생하였는 지를 판정하는 환경변화 판정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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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환경변화 판정수단으로 주행환경이 변화되었다고 판정한 경우, 상기 수집한 주행환경정보를 외부에 설치된 정보센
터에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

청구항 17.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수단이 수집하는 주행환경정보에는, 정체정보, 노면상태정보 및 기상정보 중의 적어도 하나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

청구항 18.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수단이 수집하는 주행환경정보에는, 정체정보, 노면상태정보 및 기상정보 중의 적어도 하나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

청구항 19.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수단이 수집하는 주행환경정보에는, 정체정보, 노면상태정보 및 기상정보 중의 적어도 하나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

청구항 20.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수단이 수집하는 주행환경정보에는, 정체정보, 노면상태정보 및 기상정보 중의 적어도 하나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

청구항 21.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는 상기 차량의 위치를 측정하는 위치측정수단을 더욱 구비하고, 상기 수집수단이 수집하는 
주행환경정보에는 해당 주행환경정보가 수집된 위치에 관한 위치정보와, 해당 주행환경정보가 수집된 시간에 관한 시간
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

청구항 22.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는 상기 차량의 위치를 측정하는 위치측정수단을 더욱 구비하고, 상기 수집수단이 수집하는 
주행환경정보에는 해당 주행환경정보가 수집된 위치에 관한 위치정보와, 해당 주행환경정보가 수집된 시간에 관한 시간
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

청구항 23.

제 19항에 있어서,

 - 31 -



등록특허 10-0366716

 
상기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는 상기 차량의 위치를 측정하는 위치측정수단을 더욱 구비하고, 상기 수집수단이 수집하는 
주행환경정보에는 해당 주행환경정보가 수집된 위치에 관한 위치정보와, 해당 주행환경정보가 수집된 시간에 관한 시간
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

청구항 24.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는 상기 차량의 위치를 측정하는 위치측정수단을 더욱 구비하고, 상기 수집수단이 수집하는 
주행환경정보에는 해당 주행환경정보가 수집된 위치에 관한 위치정보와, 해당 주행환경정보가 수집된 시간에 관한 시간
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

청구항 25.

차량에 탑재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로서,

상기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는:

상기 차량의 위치를 측정하는 위치측정수단과;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도로가 정체하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정체정보를 수집하는 정체정보 수집수단과;

상기 정체정보 수집수단으로 수집한 정체정보가 정체없음으로부터 정체있음으로 변화된 경우, 해당 정체정보 및 상기 
위치측정수단으로 측정한 상기 차량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정보를, 외부에 설치된 정보센터에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

청구항 26.

차량에 탑재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로서,

상기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는:

상기 차량이 주행한 도로의 주행환경정보를 수집하는 수집수단과;

상기 차량의 외부에 설치된 정보센터에 정보의 검색요구를 송신하는 송신수단과;

상기 정보센터로부터 보내져오는 상기 검색요구의 회답정보를 수신하는 수신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송신수단은 상기 검색요구와 같이 상기 수집수단으로 수집한 주행환경정보를 상기 정보센터에 송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는, 상기 정보센터로부터 송신되어 오는 상기 정보검색요구의 회답정보의 수신종료까지, 상
기 수집수단으로 수집한 주행환경정보를 송신종료하도록, 상기 주행환경정보의 송신정보량을 제한하는 송신제어수단을 
더욱 구비하는 것을 더욱 특징으로 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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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탑재되어 해당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의 주행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와, 주행환경에 
관한 정보를 저장함과 동시에 해당 저장된 주행환경정보를 차량에 제공하는 정보센터를 구비하는 정보제공 시스템으로
서,

상기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는,

상기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주행환경정보를 수집하는 수집수단과;

상기 정보센터로부터 송신되는 주행환경정보를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상기 수집한 주행환경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한 주행환경정보의 일부에 관하여 갱신 또는 생성의 처리가 필요한 지
를 판단하는 판정수단과;

상기 판정수단이 상기 갱신 또는 생성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하는 처리에서 사용되는 상기 수집수단으
로 수집한 주행환경정보를 상기 정보센터에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정보센터는:

상기 주행환경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수단과;

상기 저장된 주행환경정보를 송신하는 정보센터측 송신수단과;

상기 주행환경정보 수집장치로부터 송신되어 오는 주행환경정보를 수신하는 정보센터측 수신수단과;

상기 수신한 주행환경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메모리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주행환경정보의 적어도 일부를 갱신 또는 신
규생성하는 갱신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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