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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차량용 멀티유저 시트 기억장치

요약

차량용 멀티유저 시트 기억장치가 개시된다. 개시된 차량용 멀티유저 시트 기억장치는, 차량을 이용하는 다수 사용자가 인
증되도록 구비된 사용자 인증부와, 상기 사용자 인증부로부터 각 사용자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데이터부와 상기 차
량의 시트 및 미러를 기억 및 재생하도록 작동하는 작동부가 구비된 IMS부와, 외부의 장치와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도록
구비된 입출력부를 포함하여 된 DIS용 헤드유닛과; 상기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저
장되어 상기 입출력부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사용자 인증 모듈과; 상기 DIS용 헤드유닛으로부터 상기 사용자에 대한 인증
데이터를 전송 받고, 전송 받은 데이터에 따라 상기 차량의 시트 및 미러의 위치로 이동하도록 구비된 IMS용 구동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 인증 데이터의 등록 수만큼 IMS 사용자 확장할 수 있고, 사용자 인증과 동시에 IMS 연동이 되므
로 종래와 같이 수동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며, IMS의 하드 스위치를 DIS의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프로그램 스
위치로 대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DIS, IMS, 터치 스크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차량용 멀티유저 시트 기억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내 보인 블록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사용자 인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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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IMS부

21. 데이터부

22. 작동부

30. 입출력부

100. DIS용 헤드유닛

210. 사용자 인증 모듈

220. IMS용 구동모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차량용 멀티유저 시트 기억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다수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확장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차량용 멀티유저 시트 기억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재 차량 내의 전자 전기 부품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듈(module)간의 네트웍(network) 방식을 적용하였다.
여러 모듈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예컨대, 터치 스크린(touch screen)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메모리를 가지는
운영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퍼레이팅 시스템(OS; Operating System)을 갖는 차량통합 표시장치(Driver Information System; 이하 DIS
라 함)가 개발되었다. 이 DIS는 차량의 멀티미디어, 통신, 네비게이션, 주행정보, 에어컨 등의 기능 제어 및 정보들을 통합
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한편, 현재 고급차에는 운전석, 룸미러(room mirror) 및 아웃사이드 미러(outside mirror)의 위치를 기억했다가 사용자가
재생 버튼을 누르면 기억시켰던 위치로 자동으로 옮겨주는 차량통합 운전석 기억장치(Integrated Memory System; 이하
IMS라 함)가 구비되어 있다.

이 IMS는 IMS 모듈(module) 자체에 메모리와 버튼을 가지고 독립장치로 작동되었다. 따라서 메모리와 버튼이 1:1 매칭
(matching)이 되어 있고, 사용자를 확장하려면 상기한 IMS 모듈에 스위치도 사용자 수만큼 장착해야 한다.

즉, 현재의 방법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재생버튼을 눌려야 할 뿐 아니라, 다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다. 예컨대, 메모리 버
튼 2개를 사용해서 최대 2명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다수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 차
량용 멀티유저 시트 기억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차량용 멀티유저 시트 기억장치는, 차량을 이용하는 다수 사용자가 인증되도
록 구비된 사용자 인증부와, 상기 사용자 인증부로부터 각 사용자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데이터부와 상기 차량의 시
트 및 미러를 기억 및 재생하도록 작동하는 작동부가 구비된 IMS부와, 외부의 장치와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도록 구비된
입출력부를 포함하여 된 DIS용 헤드유닛과; 상기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저장되어
상기 입출력부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사용자 인증 모듈과; 상기 DIS용 헤드유닛으로부터 상기 사용자에 대한 인증 데이터
를 전송 받고, 전송 받은 데이터에 따라 상기 차량의 시트 및 미러의 위치로 이동하도록 구비된 IMS용 구동모듈;을 포함하
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에는 본 발명에 따른 차량용 멀티유저 시트 기억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면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차량용 멀티유저 시트 기억장치는, 차량을 이용하는 다수 사용자(multi-user)(user
1,user 2,.....,user n)가 인증 (identification)되도록 구비된 사용자 인증부(10)와, 이 사용자 인증부(10)로부터 각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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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memory 1, memory 2,.....,memory n)하는 데이터부(21)와, 차량의 시트(seat) 및 미러 즉, 룸미
러와 아웃사이드 미러를 기억 및 재생하도록 작동(operating)하는 작동부(22)가 구비된 IMS부(20)와, 외부의 장치와 데이
터가 입출력(I/O)되도록 구비된 입출력부(30)를 포함하여 된 DIS용 헤드유닛(10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차량용 멀티유저 시트 기억장치는,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저장되
어 DIS용 헤드유닛(100)의 입출력부(30)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사용자 인증 모듈(210)과, 상기 DIS용 헤드유닛(100)으로
부터 사용자에 대한 인증 데이터를 전송 받고, 이렇게 전송 받은 데이터에 따라 차량의 시트 및 미러의 위치로 이동하도록
구비된 IMS용 구동모듈(22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차량용 멀티유저 시트 기억장치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면을 다시 참조하면, 우선, IMS 저장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차량의 사용자가 자신의 몸에 맞는 시트와 미러의 위치를 DIS용 헤드유닛(100)을 통해 위치 이동을 한다. 그리고 위치 데
이터를 IMS용 구동모듈(220)로 전송하면 IMS용 구동모듈(220)이 시트와 미러를 이동한다.

또한 시트와 미러의 위치 값은 DIS용 헤드유닛(100)에 있는 데이터부(21)에 저장되며, 이 데이터부(21)에 저장된 각 데이
터는 사용자 인증 데이터와 매칭된다.

그리고 IMS 재생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차량의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사용자 인증 모듈(210)은 사용자 인증을 하기 위해
DIS용 헤드유닛(100)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런 후, 데이터를 전송 받은 DIS용 헤드유닛(100)은 전송 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가진 인증 데이터와 비교하여 사용자 인
증이 되면 DIS용 헤드유닛(100)에 구비되어 있는 IMS 프로그램에 현 사용자에 대한 인증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 받은 IMS 프로그램은 사용자에 매칭되는 IMS 데이터를 IMS용 구동모듈(220)로 전송한다. 또한
IMS 데이터를 전송 받은 상기 IMS용 구동모듈(220)은 데이터에 따라 시트와 미러의 위치를 이동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와 같이 작동되는 본 발명에 따른 차량용 멀티유저 시트 기억장치는, 사용자 인증과 다중 메모리를 사용해서 멀티유저
즉, 다수 사용자 IMS를 구현한다.

즉, 사용자를 확장하려면 종래와는 달리, DIS용 헤드유닛(100)과 연결되면서 IMS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상당 부분
이 DIS용 헤드유닛(100)에 포함되고 DIS에서는 터치 스크린(touch screen)을 이용해서 IMS에 관한 일체의 동작을 하게
된다.

상기 IMS용 구동모듈(220)은 시트와 메모리의 위치 기억 및 재생에 대한 DIS용 헤드유닛(100)과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함
으로서, 궁극적으로는 IMS용 구동모듈(220) 자체에는 기억과 재생에 대한 버튼이 없어져도 된다. 또한 위치 기억에 필요
한 메모리도 DIS용 헤드유닛(100)에 있는 데이터부(21)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확장에 제약이 거의 없다.

이렇게 연결된 IMS와 DIS에 사용자 인증을 더함으로써 멀티유저 IMS 구현이 가능하다.

한편, 차량에 사용이 고려되고 있는 사용자 인증에는 지문인식, 홍채인식, 블루투스(bluetooth) 등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들 사용자 인증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인증 데이터를 미리 인증 시스템에 가지고 있게 되는데 DIS에서 이들을 통합
관리 하면서 사용자 인증 데이터와 IMS 메모리를 매칭시킴으로써 기존의 스위치와 IMS 메모리 매칭에 비해 사용자 확장
에 제한이 없게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차량용 멀티유저 시트 기억장치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사용자 인증 데이터의 등록 수만큼 IMS 사용자 확장할 수 있고, 사용자 인증과 동시에 IMS 연동이 되므로 종래와 같이 수
동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IMS의 하드 스위치를 DIS의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프로그램 스위치로 대체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정해져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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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이용하는 다수 사용자가 인증되도록 구비된 사용자 인증부와, 상기 사용자 인증부로부터 각 사용자 데이터를 수신
하여 저장하는 데이터부와 상기 차량의 시트 및 미러를 기억 및 재생하도록 작동하는 작동부가 구비된 IMS부와, 외부의 장
치와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도록 구비된 입출력부를 포함하여 된 DIS용 헤드유닛과;

상기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저장되어 상기 입출력부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사용자
인증 모듈과;

상기 DIS용 헤드유닛으로부터 상기 사용자에 대한 인증 데이터를 전송 받고, 전송 받은 데이터에 따라 상기 차량의 시트
및 미러의 위치로 이동하도록 구비된 IMS용 구동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멀티유저 시트 기억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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