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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제어 장치의 데이터를 저장 및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차량의 한 개 이상의 제어 장치의

엔진 특성 맵의 제어를 위해, 또는 한 개 이상의 제어 장치의 순차적 제어를 위해 프로그램 코드같은 데이터를 저장 

및 업데이트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데이터는 메모리에, 특히 반도체 메모리에 저장된다. 이 메모리는 제

어 장치에 연계되어 있다. 차량 내 한 개 이상의 제어 장치의 제어 데이터를 저장 및 업데이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제어 데이터가 데이터 캐리어로부터 판독되고 제어 데이터가 제어 장치에 연계된 메모리에 저장

된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청구범위 독립항의 전제부에 따른 방법, 장치 및 컴퓨터-프로그램-프로덕트(product)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오늘날, 특히 PKW와 같은 차량들은 대개 다수의 콘트롤 유닛(unit) 및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차량-커뮤니케이션스-버

스(busses) 내지 컴퓨터-버스 (i-/K-Bus, MOST-Bus, CAN-Bus etc)를 가지며, 콘트롤 유닛으로 커뮤니케이션스-

결합을 형성한다. 콘트롤 유닛, 예를 들자면 ABS-콘트롤 유닛 또는 인식 분야가 콘트롤된 모터를 콘트롤하기 위한 

콘트롤 유닛과 같은 콘트롤 유닛은 대개 콘트롤 유닛-소프트웨어에 의해 진행이 제어되고, 콘트롤 유닛은 부착된 센

서의 아웃-풋(out-put)의 크기를 처리하고 아웃-풋과 콘트롤 유닛-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행된 진행 콘트롤에 좌우되

어 액츄에이터(actuator)를 장착한다. 사고 피해를 제거할 때, 정비의 경우나 혹은 '재요청 행동'의 범위 내에서도 대



공개특허 10-2004-0030987

- 2 -

리점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콘트롤 유닛을 작동하기 위해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새로이 저장하거나 및/또는 업데

이팅하는 것이 요구되어질 수 있다. 상기 저장 및/또는 업데이팅은, 콘트롤 유닛의 비교 적 느린 커뮤니케이션-인터페

이스(interface)를 보여주는 자동차의 식별-인터페이스에 의해 제공된다. 콘트롤 유닛의 수뿐만 아니라 콘트롤 유닛-

데이터 내지 콘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코드의 길이까지도 끊임없이 증가하기 때문에,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상기의

느린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하고 및/또는 업데이팅하기 위한 시간 낭비가 계속 증가한다. 대개 고객 또는 자동차 제

조자는 상기 시간 낭비를 고려하게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과제는 따라서 자동차용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콘트롤 유닛의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저장하고 및/또는 업

데이팅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과제는 방법에 관하여는 청구항 제 1항에 의해, 장치에 관하여는 청구항 제 14항에 의해 그리고 청구항 제 

15항에 따르는 컴퓨터 프로그램-프로덕트에 의해 해소된다. 본 발명의 유리한 형태는 종속항들에서 주어진다.

본 발명의 중요한 관점은 좀 더 빠른 자동차-커뮤니케이션 경로의 자동차의 식별-인터페이스를 데이터 베이스에 저

장된 콘트롤 유닛-데이터로부터 관련 콘트롤 유닛으로, 관련 콘트롤 유닛들로 내지는 그에 부착된 기억장치 내부로 

옮기기 위하여 사용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우선적인 실시 형태에서 콘트롤 유닛-데이터가 차량용-항해 시스템의 C

D-ROM-판독장치로 및/또는 차량용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시스템의 DVD- 내지 CD-ROM-판독장치로 옮겨지고

광학적 또는 전기 차량용-커뮤니케이션-버스가 저장 및/또는 실행을 위하여 콘트롤 유닛 내지 콘트롤 유닛들에게로 

옮겨진다. 이러한 판독 장치를 사용할 때 저장될 수 있는 내지는 업데이트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본 발명에 따라서 C

D-ROM 또는 DVD에서 저장되고 판독장치 내지 주행 장치에 의해 판독되어진다. 이러한 처치 양식은, 예를 들면 수

리공장 직원에 의해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빠르고, 개인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단순하게 저장 또는 업데이팅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차량 소유자에게 데이터 베이스가 제공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상기 데이터 베이스에서 '컴포르트-피

처'(Comfort-Feature), '세이프티-피처'(Safety-Feature) 또는 '포퍼먼스-피처'(Performance-Feature)와 같은 추

가의 '피처'(Feature)가 소프트웨어-코드의 형태로 저장된다. 상기 소프트웨어-코드는 예를 들자면 차량-컴퓨터, 콘

트롤 유닛의 콘트롤-캐릭터리제이션(Control-Characterization) 또는 그 외의 차량의 장비 내지 설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고객 내지 차량 소유자 또는 정비소는, 나중에 '특수 장비'를 소프트웨어에 따라 활성화하거나 혹은 

형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컴포르트-피처(Comfort-Feature)에서는 예를 들자면 소프트웨어적 개선 또는 예

를 들자면 랜딩기어 조정을 위한 쇼크 업소버(Shock absorber)를 수압 또는 공기압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가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세이프티-피처(Safety-Feature)에서는 예를 들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된 ABS-콘트

롤 또는 위험한 운전 상황에서 차량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 차량 바퀴 브레이크 실린더의 선택적 콘트롤이 문제될 수 

있다. 포퍼먼스-피처(Performance-Feature)에서는 예를 들자면 소프트 웨어적 개선 또는 엔진 출력 또는 엔진 특성

의 변화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적어도 하나의 콘트롤 유닛의 진행을 콘트롤하기 위한 및/또는 콘트롤유닛을 통해 인식 분야를 콘트롤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는 콘트롤 유닛-데이터 하에 이해되어져야만 한다. 특히 콘트롤 유닛을 위한 진행 콘트롤은 인식 분야

의 콘트롤 하에 이해되어진다. 진행 콘트롤은 두 개 및 그 이상의 작동 파라미터를 고려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콘트

롤 유닛에 장착된 기억장치, 특히 반도체 기억장치와 같은 기억장치 내에 콘트롤 유닛-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제공

된다. 반도체 기억장치는 반드시 콘트롤 유닛에 장착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역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콘트롤 유닛이

이용하는 데이터 기억장치가 문제될 수 있다.

실시예

본 발명의 보충의 혹은 대체되는 실시예에서,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나온 콘트롤 유닛-테이터들이 판독되어지는 것이

제공되고, 데이터 베이스는 콘트롤 유닛-데이터와 함께 자동차에 존재하는 항법-시스템 내지 목표 운전-시스템에 의

해 이용하기 위한 항법-데이터들도 가진다. 항법-데이터, 특히 CD 또는 DVD와 같은 항법-데이터를 가지는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 베이스는 대개 차량에 존재하는 항법-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그냥 놔두게 된다. 예를 들면 로드-데이터

(Road-Date) 등등과 같은 항법-데이터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상기 데이터 베이스는 대

개 규칙적인 간격, 예를 들면 반년마다 정기적 틀 안에서, 최신 데이터 베이스와 교환되어진다.

또 다른 보충의 혹은 대체되는 실시예에서, 콘트롤 유닛-데이터들이 특히 CD-ROM 내지 Compact Disc, DVD 내지 

Digital Versatile Disc와 같은 광 데이터 베 이스로부터, 홀로 그래픽 데이터 기억장치 혹은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혹

은 전기 데이터 베이스, 특히 하드디스크, 반도체-기억장치, 플래시-기억장치, 칩-카드, EE-PROM 또는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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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과 같은 전기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판독되어지는 것이 제공된다. 고 기억 용량을 가지고 쉽게 이동될 수 있는 이

러한 데이터 베이스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저렴하게 관련 판독 장치 내지 인터페이스를 통해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저장하고 및/또는 업데이팅시키기 위하여 차량-커뮤니케이션-버스에 '연결될 수 있다'.

보충의 혹은 대체되는 실시예에 따라서, 기억장치- 내지 업데이팅-장치의, 특히 프로그램 제어된 마이크로프로세서

와 같은 장치의 콘트롤 하에 판독 및/저장이 실행되어지는 것이 제공된다. 상기는 암호 문서적 및 데이터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계속되는 본 발명의 상대적인 혹은 대체되는 실시예에 따라서, 콘트롤 유닛에 저장된, 업데이팅된 콘트롤 유닛-데이

터와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로서 특히 날짜 및/또는 버전(Version) 표시와 같은 현실성을 특징짓는 특색을 

각각 가지는 데이터들이 실행되어지는 것과 및/또는 구 콘트롤 유닛-데이터가 신 콘트롤 유닛-데이터에 의해 업데이

팅되거나 내지 대체되어지는 것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보충의 혹은 대체되는 실시예에서, 기억장치- 내지 업데이팅-

장치가 구체적 차량 및/또는 구체적 차량의 타입을 특징짓는 데이터와 같은 차량-데이터를 파악하고, 그 결과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다수의 콘트롤 유닛-데이터로부터, 차량-데이터에 따라서 산출된 차량 내지 차량의 콘트롤 유닛에 

저장 및/또는 업데이팅을 위해 주 어지는 그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판독하는 것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보충의 혹은 

대체되는 실시예에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콘트롤 유닛-데이터가 다수의 데이터-구간을 가지는 것이 제공되고, 

그 각각은 또 다른 콘트롤 유닛의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표시하거나 및/또는 업데이팅 내지 대체한다. 본 발명의 보

충의 혹은 대체되는 실시예에서,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저장 및/또는 업데이팅하기 위한 기억장치- 내지 업데이팅-

장치가 적어도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기억- 및/또는 업데이팅-지시, 특히 기억- 및/또는 업데이팅-진행 콘트롤을 

부분적으로 판독하고 완수한다. 상기 처치는 그 이상의 자동의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확실히 콘트롤된 업데이팅

을, 특히 프로그램 제어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사용시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의 보충의 혹은 대체되는 실시예에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콘트롤 유닛-데이터가 암호화되어지는 것과 

및/또는 날조로부터 보호된 콘트롤-데이터, 즉 테스트 총합 또는 그와 같은 데이터들이 제공되어진다. 본 발명의 보

충의 혹은 대체되는 실시예에서, 기억- 내지 업데이팅-장치가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판독된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해

독하고 및/또는 콘트롤-데이터에 따라서 그 순도를 검사하고 및/또는 단지 정확한 해독 또는 순도에서만 업데이팅 내

지 보충을 지시하는 것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보충의 혹은 대체되는 실시예에서, 콘트롤 유닛-데이터가 콘트롤 유닛

에 저장되는 것이 제공되고, 콘트롤 유닛은 그 확실성 및/또는 버전(version)을 특징짓는 인포메이션(information), 

특히 콘트롤-데이터를 가진다. 본 발명의 보충의 혹은 대체되는 실시예에서,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기억하고 및/또는

업데이팅하는 것은 우선 자동화-장치의 관련 해제에 따라서 실행되어지는 것이 제공되고, 이때 자동화-장치는 우선 

관련 차량의 차량 제조자의 감독 하에 있다. 본 발명의 보충의 혹은 대체되는 실시예에서, 관련 차량의 프레임 넘버(u

nder frame number) 및/또는 관련 차량의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표현하는 업데이팅-지시가, 특히 차량 제작자의 컴

퓨터-데이터뱅크에 저장되거나 내지 기록되는 것이 제공된다. 상기 처치로 계속하여 안전성 및 차량의 수명에 관하여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적 간섭이 차량의 전자 공학에 불리하게 실행될 수 있는 것이 저지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따르면, 공지된 장치가 차량의 적어도 한 개의 콘트롤 유닛에 저장된 콘트롤 유닛-데이터, 특히 콘트롤 유

닛의 진행을 콘트롤하기 위한 및/또는 인식 분야를 콘트롤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와 같은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업

데이팅하기 위하여, 상기 장치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앞선 본 발명에 따르는 처치를 사용하도록 계속하여 형성되는 

것이 제공된다.

더 나아가, 컴퓨터-프로그램-프로덕트가, 특히 디지털 컴퓨터와 같은 업데이팅-장치의 내부 기억장치에 직접 적재될

수 있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앞선 본 발명에 따른 처치의 실행이 이루어지게 하는 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가지도록

계속하여 형성되는 것이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콘트롤 유닛에 장착된 특히 반도체 기억장치와 같은 기억장치에 저장된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특히 적어도 하나의 

콘트롤 유닛의 진행을 콘트롤하고 및/또는 적어도 차량의 하나의 콘트롤 유닛의 인식 분야를 콘트롤하기 위한 프로그

램 코드와 같은 데이터를, 저장 및/또는 업데이팅(updating)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나온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판독하고,

- 콘트롤 유닛에 장착된 기억장치에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저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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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나온 콘트롤 유닛-데이터가 판독되어지고, 데이터베이스는 콘트롤 유닛-데이

터와 함께 자동차에 존재하는 항법-시스템 내지 목표 운전-시스템에 의해 이용하기 위한 항법-데이터들도 가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2항에 있어서, 콘트롤 유닛-데이터가, 특히 CD-ROM 내지 CD, DVD 내지 DVD와 같은 광 데이터베이

스로부터, 홀로 그래픽 데이터 기억장치 혹은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혹은 전기 데이터베이스, 특히 하드디스크, 반도

체-기억장치, 플래시-기억장치, 칩-카드, EEPROM 또는 그와 같은 것들과 같은 전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판독되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판독기 및/또는 기억장치가 기억장치- 내지 업데이팅-장치, 특히 프로그램 제어된 마이크로프로세

서와 같은 장치의 감독 하에 실행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콘트롤 유닛에 저장된, 업데이트된 콘트롤 유닛-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각각은 현

실성을 표시하는 특징, 특히 날짜 및/또는 모델명칭과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되고 및/또는 모든 콘트롤 유닛-데이터는 

신 콘트롤 유닛-데이터에 의해 업데이트 내지 대체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기억장치- 내지 업데이팅(updating)-장치는 정확한 차량 및/또는 정확한 차량의 유형을 표시하는 

데이터와 같은 차량-데이터를 이용하고, 그 결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수의 콘트롤 유닛-데이터로부터 그와 같

은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판독하고, 콘트롤 유닛-데이터가 차량-데이터에 따라서 산출된 차량에 내지 차량의 콘트롤

유닛에 저장 및/또는 업데이팅하기 위하여 배당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콘트롤 유닛-데이터가 다수의 데이터-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그 각각은 다

른 콘트롤 유닛의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표현하고 및/또는 업데이팅하고 내지는 대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4항에 있어서,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저장 및/또는 업데이팅하기 위한 기억장치- 내지 업데이팅-장치가 적어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억- 및/또는 업데이팅-지시, 특히 기억- 및/또는 업데이팅-진행 콘트롤을 부분적으로 판독

하고 완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콘트롤 유닛-데이터가 암호화되어지는 것과 및/또는 날조로부터 보호된 콘

트롤-데이터, 즉 테스트 총합 또는 그와 같은 데이터들이 제공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기억- 내지 실행-장치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판독된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해독하고 및/또는 콘트

롤-데이터에 따라서 그 순도를 검사하고 및/또는 단지 정확한 해독 또는 순도에서만 업데이팅 내지 보충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항 또는 2항에 있어서, 그 확실성 및/또는 버전(version)을 특징짓는 인포메이션(information), 특히 콘트롤-데

이터를 가지는 콘트롤 유닛-데이터가 콘트롤 유닛에 저장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항 또는 11항에 있어서, 콘트롤 유닛-데이터를 저장하고 및/또는 업데이 팅하는 것이 우선 자동화-장치의 관련 

해제에 따라서 실행되어지고, 이때 자동화-장치는 우선 관련 차량의 차량 제조자의 감독 하에 있게 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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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또는 12항에 있어서, 관련 차량의 프레임 넘버(under frame number) 및/또는 관련 차량의 콘트롤 유닛-데이

터를 표현하는 데이터가, 특히 차량 제작자의 컴퓨터-데이터뱅크에 저장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특히 적어도 하나의 콘트롤 유닛의 진행을 콘트롤하고 및/또는 콘트롤 유닛에 장착된 특히 반도체 기억장치와 같은 

기억장치에 저장되어진 차량의 적어도 하나의 콘트롤 유닛 인식 분야를 콘트롤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와 같은 콘트

롤 유닛-데이터를 저장 및/또는 업데이팅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기 제 1 항 내지 13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의 

실행을 위한 장치가 계속하여 형성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기억장치- 내지, 특히 디지털 컴퓨터와 같은 실현-장치의 내부 기억장치에 바로 적재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프

로덕트(computer-program-product)로서, 만일 프로덕트(product)가 기억장치- 내지 업데이팅-장치에서 진행된다

면, 제 1 항 내지 13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의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프로덕트(computer-program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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