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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교통정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주행 차량들과 노변장치간에 임시 무선 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상기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통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차량들이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등록메시지를 방송하고 상기 등록메시지에 기초하여 상

기 차량들간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과, 노변장치가 상기 차량들로부터 방송되는 상기 등록메시지들을 수신

하고 상기 등록메시지들로부터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과정과, 상기 노변장치가 상기 교통정보를 교통센터로 전송하는 과정

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교통정보 서비스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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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보, 교통정보, 임시 무선 네트워크, Ad Hoc Network, 노변장치, 등록메시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교통정보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교통정보 시스템의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차량간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경고메시지를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차량에 장착되는 차량탑재장치의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노변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교통정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주행 차량들과 노변장치간에 임시 무선 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상기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통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교통정보 시스템으로 단거리전용 무선패킷통신(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DSRC)을 이용한 시스

템이 개발되어 왔다. DSRC 시스템은 차량에 탑재된 차량탑재장치(On Board Equipment: OBE)와 노변장치(Road Side

Equipment: RSE) 사이에 무선 통신이 수행되는 시스템이다. 상기 DSRC 시스템에서는 상기 노변장치에 연결된 안테나에

의해서 형성되는 통신 가능 영역 내를 차량탑재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통과하는 경우에 상기 노변장치와 상기 차량탑재장

치 사이에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 상기 노변장치들은 도로상 또는 노변에 설치되는 소형 이동통신기지국이나 무선랜 액세

스 포인트(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Access Point)등이 될 수 있다.

  도 1은 DSRC를 이용한 종래의 교통정보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1은 노변장치 25의 통신 가능 영역 내를

차량들 10, 11, 12, 16 및 19가 통과하면서 상기 차량들과 상기 노변장치 25 사이에 무선 통신이 가능한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주행 차량들 11 내지 15는 노변장치 20의 통신 가능 영역 내를 통과하고, 주행 차량들 17 내지 19는

노변장치 30의 통신 가능 영역 내를 통과하면서 각각의 차량들과 노변장치들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진다. 상기 노변장치들

20,25 및 30은 교통센터 40으로부터 교통정보를 수신하고 각 노변장치들의 통신가능영역 내를 통과하는 차량들에게 교통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교통정보는 도로상 또는 노변에 설치되는 검지기들을 통하여 수집된다. 상기 검지기들은 상기 노변장치들에

부가적으로 설치되기도 하고, 독립적인 장치로 설치되기도 한다. 또는 상기 노변장치들이 통신가능영역 내를 통과하는 차

량들에게 운행정보를 요구하고, 차량들로부터 운행정보를 전송받아 교통정보로 활용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종래기술에서는 노변장치에 검지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검지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노변장치의 구성

이 복잡해지거나, 설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노변장치가 차량들에게 운행정보를 요구하고 전송받는 방식

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노변장치와 차량들간의 통신량 증가로 인하여 네트워크의 부하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거나 네트워크의 부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이 요구된

다.

등록특허 10-0520157

- 2 -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차량들과 노변장치로 구성되는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기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통

하여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차량들이 방송하는 등록메시지를 이용하여 노변장치가 교

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차량들의 운행정보에 따라 차량들과 노변장치로 구성되는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

기 노변장치가 상기 차량들의 운행정보로부터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차량들이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등록메시지를 방송하고 상

기 등록메시지에 기초하여 상기 차량들간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과, 노변장치가 상기 차량들로부터 방송되

는 상기 등록메시지들을 수신하고 상기 등록메시지들로부터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과정과, 상기 노변장치가 상기 교통정보

를 교통센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정보 서비스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차량들이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방송하는 등록메시지들을

노변장치가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등록메시지들을 노드관리 테이블에 등록하고 상기 차량들과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

성하는 과정과, 상기 등록메시지들로부터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교통센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정보의 수집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차량들이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등록메시지들을 방송하는

과정과, 노변장치가 상기 등록메시지들을 수신하고 상기 등록메시지들에 기초하여 상기 차량들과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과, 상기 노변장치가 교통센터로부터 교통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교통정보를 상기 임시 무선 네트워크 상의

상기 차량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정보 서비스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등록메시지들을 각각 방송하고 상기

등록메시지에 기초하여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차량들과, 상기 차량들로부터 방송되는 상기 등록메시지들을 수신

하고 상기 등록메시지들로부터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노변장치와, 상기 노변장치로부터 상기 교통정보를 전송받는 교통센

터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상기 차량들로부터 방송되는 등록메시지들을 수신하고 상기 노변장치의 등

록메시지를 방송하기 위한 무선부와, 상기 차량들의 등록메시지들에 기초하여 상기 차량들과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상기 등록메시지들로부터 교통정보를 생성하는 제어부와, 상기 교통정보를 상기 교통센터로 전송하기 위한 통신인터

페이스부로 구성되는 노변장치를 포함하는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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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교통정보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상기 교통정보 시스템은 차량들 100 내지 105, 110 내지 113과 노변장치들 150, 160 및 170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

기 차량들과 노변장치들은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본 발명의 명세서에서 임시 무선 네트워크는 애드 혹 네트워크

(Ad hoc Network)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될 것이나, 그 외 고정 네트워크가 아닌 어떠한 임시 무선 네트워크도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노변장치들은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교통센터 190과 통신한다.

즉 노변장치들 150과 160과 같이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이나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방식 또는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방식 등과 같은 데이터 네크워크(Data Cor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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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나 무선 랜(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 180을 통하여 인터넷 185 상에 연결된 교통센터 190과 통신하

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는 노변장치 170과 같이 유선으로 인터넷 185을 통하여 교통센터 190과 통신할 수 있도록 구성하

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에서 노변장치들 150, 160 및 170은 상기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차량들로부터 교통정보를 수집하거나 차

량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도 3은 차량간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제 차량들과 노변장치 사이에 임시 무선 네

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이 도 3과 [표 1]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표 1]은 각 차량들 및 노변장치들이 임시 무선 네트

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변 차량들의 운행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노드 관리 테이블을 도시하는 도표이다.

  

표 1.

차량 ID

(300)

위치

(310)

속도

(320)

방향

(330)

가속도

(340)

좌우변화율

(350)

상대거리

(360)

 200 X200, Y200  100Km  120  8Km  0  000:50m

 201 X201, Y201  90Km  120  12Km  -2  290:20m

 202 X202, Y202  105Km  120  10Km  +3  350:80m

 :  :  :  :  :  :  :

  차량 200은 자차의 위치, 속도, 방향, 가속도 및 좌우변화율 등과 같은 운행정보를 차량에 장착된 센서부들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상기 차량 200은 상기 운행정보를 등록메시지로 구성하고, 주변 차량들 201 내지 203으로 방송한다. 상기 등록

메시지는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자차의 운행정보를 주변 차량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메시지이다. 상기 등

록메시지는 주기적으로 방송될 수도 있고, 운행상황의 변화에 따라 등록메시지를 갱신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송될 수

있다. 노변장치 250도 차량들과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등록메시지를 방송하고, 노

변장치 250의 전파 도달범위 내에 있는 차량들은 모두 상기 등록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차량들과 노변장치들은 주변 차량들로부터 방송되는 등록메시지들을 수신하고, 노드 관리 테이블을 이용하여 상기 등

록메시지들을 관리한다. 즉, 노드 관리 테이블에 상기 등록 메시지를 발신한 차량이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신

된 등록메시지가 노드 관리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량으로부터 발신된 경우에는 발신 차량의 식별자(ID) 300 및

운행정보들을 노드 관리 테이블에 새로 등록한다. 본 발명의 명세서에서 운행정보는 발신 차량의 위치 310, 속도 320, 방

향 330, 가속도 340과 좌우변화율 350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차량의 운행정보를 나타내는 어떠

한 정보도 더 포함되거나, 상기 운행정보들 중 일부만 포함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상대거리 360은 수신 차

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발신 차량이 위치한 각도와 수신 차량과 발신 차량의 상대적인 거리를 의미한다. 등록메시지를

수신한 차량은 자차의 위치와 상기 등록메시지 발신 차량의 위치를 계산하여 상대거리를 계산하고 노드 관리 테이블을 갱

신한다.

  한편 노변장치들의 ID는 모두 동일하게 설정한다. 이는 노변장치로부터 방송되는 등록메시지를 수신한 차량들이 상기 차

량들로부터의 등록메시지와 노변장치들로부터의 등록메시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제 도 4를 참조하여

차량들로부터 방송되는 등록메시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노변장치가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차량 400과 410은 주변 차량들과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운행정보를 등록메시지로 구성하여 주변 차량

들로 방송한다. 노변장치들 450과 460은 상기 등록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등록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운행정보로부터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한다. 즉, 상기 노변장치들 450과 460은 상기 등록메시지를 방송한 차량 400과 410의 주행속도와

주행방향 등의 교통정보를 상기 등록메시지로부터 추출하고, 상기 주행속도 정보를 전송시각 등의 정보와 함께 유무선 통

신망 455를 통하여 인터넷 465에 접속된 교통센터 470으로 전송한다. 교통센터 470은 상기 노변장치 450으로부터 전송

되는 복수의 차량들의 주행속도 정보에 기초하여 정규화 등의 과정을 수행하여 상기 노변장치 450 주변의 평균속도와 같

은 정규화된 교통정보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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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노변장치들은 등록메시지에 포함된 차량의 주행속도와 주행방향 등의 개별적인 교통정보만을

교통센터에 제공하고, 교통센터에서 노변장치 주변의 평균속도 등의 정규화된 교통정보를 생성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그러나, 상기 각 노변장치들 450과 460이 복수 차량들의 주행속도를 수집하여 정규화된 교통정보를 생성하고, 교통센터

470으로 상기 정규화된 교통정보만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한 차량들 400과 410은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하여 경고메시지들을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주변 차량들로 방송한다. 상기 경고메시지들에는 사고 정보, 도로 정보 또는 기상 상태 등의 메시지들이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노변장치들이 차량들간에 형성되는 임시 무선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상기 경고메시지들을 교통정

보로서 수집할 수 있다. 즉, 노변장치들 400과 410은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한 차량들로부터 경고메시지들을 수신하

고, 상기 경고메시지들로부터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유무선 통신망 455를 통하여 인터넷 465에 접속된 교통센터 470으로

전송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라 경고메시지를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이다. 차량 500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500은 사고정보를 경고메시지로 구성하고,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

성한 후방의 차량들과 노변장치 550으로 상기 경고메시지를 방송한다. 노변장치 550은 상기 경고메시지를 수신하고 사고

정보를 교통센터 540으로 전송한다. 교통센터 540은 상기 사고정보를 다른 지역의 노변장치 570으로 전송하고, 노변장치

570은 상기 사고정보를 실시간 교통정보로서 노드 관리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노변장치 570과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한 차량들 580과 590에게 제공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차량에 장착되는 차량탑재장치의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차량탑재장치는

RF부 610,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수신기 630, 자이로(Gyro) 센서 630, 가속도계 640

및 제어부 60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GPS 수신기 620은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Gyro 센서 630은 차량의 회전각을 검출한다. 또한 상기 가

속도계 640은 차량의 가속도를 검출하고, RF부 610는 차량의 운행정보를 포함하는 등록메시지나 경고 메시지를 주변 차

량들로 발신하거나, 주변 차량들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메시지들을 수신한다. 제어부 600은 상기 GPS 수신기 630, Gyro

센서 630 및 가속도계 640으로부터 얻은 정보들로부터 현재 차량의 운행정보를 발생하고, 상기 운행정보로부터 등록메시

지를 구성하여 RF부로 전송한다. 또한 제어부 600은 주변 차량들로부터 상기 RF부 610를 통하여 수신된 등록메시지들을

노드 관리 테이블에 등록하거나 노드 관리 테이블을 갱신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노변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노변장치는 RF부 700, 제어부 710,

GPS 수신기 720와 유무선 인터페이스 730 내지 75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RF부 700는 차량들과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차량들로부터 방송되는 등록메시지를 수신하거나 경고메

시지들을 수신하기 위한 무선부이다. 또한 상기 RF부는 교통센터로부터 유무선 인터페이스 730 내지 750을 통하여 수신

된 교통정보를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차량들로 방송한다.

  GPS 수신기 720는 노변장치의 위치정보와 시간정보를 측정한다. 상기 위치정보는 노변장치의 ID와 함께 등록메시지로

구성되어 주변 차량들로 방송된다.

  통신 인터페이스부 730 내지 750은 노변장치와 교통센터간의 통신을 위해 제공된다.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부는 무선 인

터페이스 730나 WLAN/LAN 인터페이스 740와 같이 별도의 외장형 장치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내장형 무선부 750과 같

이 내장형 장치로 구성될 수도 있다. 노변장치는 상기 유무선 인터페이스 730 내지 750중 하나만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

이 통상적이나, 모든 인터페이스를 다 포함하여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어부 710은 차량들로부터 수신된 등록메시지들에 포함된 운행정보로부터 교통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교통정보를 상기

유무선 인터페이스 730 내지 750을 통해 교통센터로 전송한다. 또한 제어부 710은 차량들로부터 수신되는 경고메시지들

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교통센터로 전송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여기서 경고메시지들은 교통정보, 사고정보, 또는 기상정

보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제어부 710은 교통정보들을 교통센터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RF부 700를 통하여 노변장

치와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한 차량들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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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

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차량들 간에 형성되는 임시 무선 네트워크에 노변장치를 참여시킴으로써 실시간 교통정보

를 보다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노변장치가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

집하도록 함으로써 검지기에 비해 보다 넓은 영역의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하여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방송되는 정보를 교통정보로 수

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차량 운행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교통 정보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노변 장치와 차량들이, 상기 차량들의 위치 정보 및 상기 차량의 운행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등록 메시지들의

교환을 통해,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과,

  상기 노변 장치가, 상기 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위치 정보 또는 차량의 운행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해 상기 노변 장치 주

변의 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노변 장치가, 상기 수집된 교통 정보를 교통 센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노변 장치가, 상기 교통 센터로부터 상기 임시 무선 네트워크에 상기 수집된 교통 정보로부터 정규화된 교통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노변 장치가, 상기 임시 무선 네트워크로 상기 정규화된 교통 정보를 방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은,

  상기 차량들 및 상기 노변 장치가, 상기 위치 정보 및 운행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노드 관리 테이블을 구성하고, 상기 노드

관리 테이블에 기초하여 상기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정규화된 교통 정보는,

  상기 노변 장치 주변 차량들의 평균 속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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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은,

  상기 노변 장치와 상기 차량들이, 식별자와 위치 정보 및 운행 정보를 포함하는 등록 메시지를 교환하는 과정과,

  상기 교환된 등록 메시지로부터 상기 식별자와 상기 위치 정보 및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노드 관리 테이블을 구성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차량들이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방송하는 등록메시지들을 노변장치가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등록메시지들을 노드관리 테이블에 등록하고 상기 차량들과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과,

  상기 등록메시지들로부터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교통센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교통 센터가, 상기 정규화된 교통 정보를 적어도 하나의 노변 장치에 동시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노변 장치가, 상기 수집된 교통 정보를 기초로 교통 정보를 정규화하여 교통 센터에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노변 장치가, 상기 임시 무선 네트워크로 상기 정규화된 교통 정보를 방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정규화된 교통 정보는,

  상기 노변 장치 주변 차량들의 평균 속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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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상기 차량들이 상기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경고 메시지들을 방송하는 과정과,

  상기 경고 메시지들로부터 교통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위치 정보 및 운행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등록 메시지들을 방송하고, 상기 위치 정보 및 운행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노드 관리 테이블을 구성하며, 상기 노드 관리 테이블을 기초로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차량들 및 노변 장치

와,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등록 메시지들을 각각 방송하고, 상기 방송을 통해 수신된 등록 메시지들을 기초

로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차량들 및 노변 장치와,

  상기 노변 장치로부터, 상기 등록 메시지들을 통해 수집된 교통 정보를 전송받는 교통 센터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노변장치는 상기 노변장치의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등록메시지를 상기 차량들로 방송하고 상기 임시 무선 네트워크

에 참여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15.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에서 차량들로부터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수집된 교통정보를 교통센터로 전송하기 위한 노변

장치에 있어서,

  상기 차량들로부터 방송되는 등록메시지들을 수신하고 상기 노변장치의 등록메시지를 방송하기 위한 무선부와,

  상기 차량들의 등록메시지들에 기초하여 상기 차량들과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기 등록메시지들로부터 교통

정보를 생성하는 제어부와,

  상기 교통정보를 상기 교통센터로 전송하기 위한 통신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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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어부는 상기 차량들의 등록메시지들을 노드 관리 테이블에 등록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부는 상기 임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차량들로부터 방송되는 경고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경고메시지로부터 상기 교통정보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인터페이스부는 상기 교통센터로부터 교통정보를 제공받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교통센터로부터의 교통정보를 상기 임시 무선 네트워크 상의 상기 차량들에게 제공함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장치.

청구항 19.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노변장치는 상기 노변장치의 위치정보와 시간정보를 측정하기 위한 위치정보 수신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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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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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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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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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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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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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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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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