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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단문 메시지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어하는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단문 메시지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어하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제어대상이 되는 자동
차와 이동통신단말기 간에 상호 인증을 위한 인증정보를 설정하는 제1 과정과, 상기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제어대상 자동차에게 자동제어를 위한 초기정보를 요청하고 상기 제어대상 자동차로부터 수신된 초기정보
로부터 대응되는 자동차의 자동제어가능 항목을 확인하는 제2 과정과, 자동제어를 위한 사용자의 선택정보에 의거하여 상
기 확인된 자동제어가능 항목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항목에 대응되는 제어 명령을 포함하는 단문메시지를 생성하는 제3
과정과, 상기 단문메시지를 상기 제어대상 자동차에게 전송하는 제4 과정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이동통신망의
단문메시지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차량과 떨어진 거리에 제한 받지 않고 원격 차량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한, 본 발명은 아이콘을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게 원격 차량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차량제어, 단문메시지, 이동통신단말기, 자동차 원격제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초기인증과정시 전송되는 단문메시지 포맷에 대한 예시도,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초기정보확인과정시 전송되는 단문메시지 포맷에 대한 예시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자동제어과정시 전송되는 단문메시지 포맷에 대한 예시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자동차 제어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자동차를 제어하기 위한 초기인증과정에 대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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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자동차를 제어하기 위한 초기정보확인과정에 대한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자동차를 제어하기 위한 자동제어과정에 대한 흐름도,

도 10a 내지 도 10d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자동차를 제어하기 위한 이동통신단말기의 화면 예시도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단문 메시지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어하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자동차를 용이하게 제어하고 차량의 상태를 파
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차량의 원격 제어를 위해 종래에는 별도의 원격 제어 장치(remote controller, 이하, '리모콘'이라 함)를 이용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차량과 가까운 위치에서 리모콘을 이용하여 특정 주파수의 차량 제어 정보를 전송하고, 차량
은 그 리모콘으로부터 전송된 차량 제어 정보를 수신/해석한 후 그에 상응하는 동작을 수행하였다. 이 경우 사용자는 차량
제어를 위해 별도의 리모콘을 소지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리모콘의 소형화 추세에 따라 그 리모콘을 이용하여
전송 가능한 제어 명령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다른 방법으로 종래에는 단말기에서 자동차에 있는 통신 모듈로 전화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단말기는 자동차
의 통신 모듈로 전화를 건 후 기 구현된 소정의 제어 명령에 대응되는 DTMF(dual tone multi frequency)를 차량에게 전
송한다. 그러면 상기 DTMF에 대응되는 제어명령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차량은 수신된 DTMF에 대응되는 제어 명
령을 인식한 후 해당 동작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단말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통신 모듈로 전화를 거는 방법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안내 메시지에 따라 자동차 제어를 수행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모될 뿐 아니라 통신 요금이 증가된다
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종래에는 단말기 및 차량에 내장된 별도의 통신모듈(예컨대, IrDA 계열 및 블루투스(bluetooth)
계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어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방법은 단말기가 상기 통신모듈에서 제공하는 통신규격을
따라야 하며 차량에는 단말기에 내장된 통신모듈과 동일한 통신모듈이 탑재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또한 차량에 탑재된
통신모듈로 인해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상기 통신 모듈은 근거리 통신망을 위한 것이므로 원거리의 원격
제어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즉 차량과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원격 차량 제어가 가능한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차량과 떨어진 거리에 제한 받지 않고 원격 차량 제
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차량 제어만을 위한 별도의 장치 없이 이동통신단말기만을 이용하여 원격 차량 제어를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게 원격 차량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및 장
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단문 메시지의 데이터 영역을 이용하여 제어명령을 전송함으로써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어항목을 제어하
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단말기는 자동차의 자동제어를 위해 기 등록된 자동제어용 아
이콘 및 그에 대응되는 제어명령들과 자동제어 대상 자동차와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간에 상호 인증을 위한 인증정보를 저
장/관리하는 제어명령관리부와, 자동차의 자동제어를 위한 사용자의 요청명령에 응답하여 자동제어 대상이 되는 자동차와
이동통신단말기 간에 단문 메시지를 이용한 자동차의 자동제어를 위한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의 제
어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제어명령관리부로부터 자동제어용 아이콘들을 읽어와서 그 아이콘들을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하
는 디스플레이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의 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자동제어를 위한 단문메시지를 생성하는 단문메시
지 생성부와, 상기 제어부의 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자동차에게 상기 단문메시지 생성부에서 생성된 단문메시지를 전
송하고, 상기 자동차로부터 응답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제어부로 전달하는 무선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차량 제어 방법은 제어대상이 되는 자동차와 이동통신단말기 간에
상호 인증을 위한 인증정보를 설정하는 제1 과정과, 상기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통신단말기가 상기 제어대상 자
동차에게 자동제어를 위한 초기정보를 요청하고 상기 제어대상 자동차로부터 수신된 초기정보로부터 대응되는 자동차의
자동제어가능 항목을 확인하는 제2 과정과, 자동제어를 위한 사용자의 선택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확인된 자동제어가능 항
목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항목에 대응되는 제어 명령을 포함하는 단문메시지를 생성하는 제3 과정과, 상기 단문메시지를
상기 제어대상 자동차에게 전송하는 제4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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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이 때,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는 제어부(100), 입력부(200), 디스플레이 제어부(300), 무
선부(400), 단문메시지 생성부(500) 및 제어명령관리 데이터베이스(DB)(6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입력부(200)는 사용자의 조작에 의한 제어명령을 입력한다.

제어부(100)는 자동차의 자동제어를 위한 사용자의 요청명령에 응답하여 자동제어 대상이 되는 자동차와 이동통신단말기
간에 단문 메시지를 이용한 자동차의 자동제어를 위한 제어신호를 생성한다. 특히, 제어부(100)는 자동차의 자동제어를
위한 사용자의 요청명령에 응답하여 자동제어 대상이 되는 자동차와 이동통신단말기 간의 인증정보 설정을 위한 인증정보
설정제어신호와, 상기 자동제어 대상 자동차에게 자동제어를 위한 초기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초기정보요청제어신호와, 자
동제어수행을 위한 자동제어수행제어신호와, 디스플레이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제어신호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의 제어신호를 생성한다. 제어부(100)는 상기한 제어신호들 이외에도 이동통신단말기 고유의 통신 기능을 위한 제어신호
를 출력함은 자명하다.

제어명령관리 DB(600)는 자동차의 자동제어를 위해 기 등록된 자동제어용 아이콘 및 그에 대응되는 제어명령들과 자동제
어 대상 자동차와 이동통신단말기 간에 상호 인증을 위한 인증정보를 저장/관리한다. 또한, 제어명령관리 DB(600)는 자동
차의 자동제어항목들에 대한 오작동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상기 저장된 자동제어용 아이콘에 대응되는 오작동 표시 아이
콘 정보를 더 포함하여 저장/관리함이 바람직하다.

디스플레이 제어부(300)는 제어부(100)의 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제어명령관리DB(600)로부터 자동제어용 아이콘들을 읽
어와서 그 아이콘들을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한다. 특히, 디스플레이 제어부(300)는 제어부(100)의 디스플레이제어신호
에 의거하여 자동제어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자동제어가능 항목에 대응되는 아이콘만을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상태로 표
시한다. 다시 말하면, 제어명령관리 DB(600)에는 대응되는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지원하는 자동제어용 아이콘 정보를 모드
저장/관리하지만, 그 아이콘 정보들 중 실제 자동제어 대상이 되는 항목에 대응되는 아이콘 만을 활성화시킨다. 예를 들어,
제어명령관리 DB(600)에는 '윈도우 업/다운'에 대응되는 아이콘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만, 해당 이동통신단말기에 자동제
어 대상 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윈도우 업/다운'의 자동 제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디스플레이 제어부(300)는 '윈도우
업/다운'에 대응되는 아이콘 정보를 비활성화하여 사용자가 선택할 수 없도록 한다.

한편, 디스플레이 제어부(300)는 제어부(100)의 디스플레이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자동제어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자동제
어항목들 중 오작동 중인 항목을 판단하고 제어명령관리 DB(600)로부터 그에 대응되는 오작동 아이콘 정보를 읽어와서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한다. 예를 들어, 자동제어 대상이 되는 자동차로부터 차량의 초기정보로서 '실내등 오작동 중'이라
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디스플레이 제어부(300)는 '실내등 온/오프'에 해당되는 아이콘 위에 'X'자를 오버라이트
(overwrite)하여 해당 차량의 실내등이 오작동 중임을 표시한다.

단문메시지 생성부(500)는 이동통신망을 통해 전송될 단문메시지를 생성한다. 특히, 단문메시지 생성부(500)는 제어부
(100)의 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자동제어를 위한 단문메시지를 생성한다. 즉, 단문메시지 생성부(500)는 제어부
(100)의 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자동제어 대상 자동차와 이동통신단말기 간에 상호 인증을 위한 인증정보 설정을 위한 제1
단문메시지와, 상기 자동차에게 자동제어를 위한 초기정보를 요청하는 제2 단문메시지와, 상기 자동차를 자동으로 제어하
기 위한 제3 단문메시지를 포함하는 단문메시지를 생성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단문메시지 생성부(500)는 제어부(100)의 인증정보설정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제어대상 자동
차의 차량인식번호(예컨대, 차량 전화번호)를 목적지로 하고 이동통신단말기의 전화번호와, 사용자가 기 설정한 자동제어
인증용 비밀번호를 포함하는 제1 단문메시지를 생성한다. 도 2에 제1 단문메시지(10) 포맷에 대한 예가 도시되어 있다.
즉,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초기인증과정시 전송되는 단문메시지 포맷에 대한 예시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초기인증과정시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자동제어 대상 자동차에게 전송되는 단문메시지(제1 단문메시지)(10)는 사용자 데이
터(user data)영역(14)에 이동통신단말기의 전화번호(mobile terminal number)(14a)와, 사용자가 기 설정한 자동제어 인
증용 비밀번호(password)(14b)를 포함한다. 이 때, 이동통신단말기의 전화번호(mobile terminal number)(14a) 영역에
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전화번호가 아닌 별도의 식별번호(ID:Identification)이 저장될 수도 있다. 한편, 해당 단문메시지의
목적지가 되는 자동차의 차량인식번호는 헤더(header)영역(12)에 저장된다. 또한, 헤더(header) 영역(12)에는 해당 단문
메시지를 일반 단문 메시지와 구분할 수 있는 차량 제어용 단문 메시지임을 나타내기 위한 메시지 구분 인식 코드(code)가
저장된다.

그리고, 단문메시지 생성부(500)는 제어부(100)의 초기정보요청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제어대상 자동차의 차량인식번호를
목적지로 하고 이동통신단말기의 전화번호와, 사용자가 기 설정한 자동제어 인증용 비밀번호와, 초기정보요청플래그를 포
함하는 제2 단문메시지를 생성한다. 도 3에 제2 단문메시지(20) 포맷에 대한 예가 도시되어 있다. 즉,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초기정보요청시 이동통신단말에서 자동제어 대상 차량에게 전송되는 단문메시지 포맷에 대한 예시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초기정보요청시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자동제어 대상 자동차에게 전송되는 단문메시지(제2 단문메시
지)(20)는 사용자 데이터(user data)영역(24)에 이동통신단말기의 전화번호(mobile terminal number)(24a)와, 사용자가
기 설정한 자동제어 인증용 비밀번호(password)(24b)와, 초기정보요청 플래그(environment request)(24c)를 포함한다.
이 때, 이동통신단말기의 전화번호(mobile terminal number)(24a) 영역에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전화번호가 아닌 별도의
식별번호(ID:Identification)이 저장될 수도 있다. 한편, 해당 단문메시지의 목적지가 되는 자동차의 차량인식번호는 헤더
(header)영역(22)에 저장된다. 또한, 헤더(header) 영역(22)에는 해당 단문메시지를 일반 단문 메시지와 구분할 수 있는
차량 제어용 단문 메시지임을 나타내기 위한 메시지 구분 인식 코드(code)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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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4는 도 3에 예시된 제2 단문메시지(20)에 대한 응답으로 자동제어 대상 차량으로부터 이동통신단말기에게 전송
되는 단문메시지(30)의 포맷을 예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에 설명할 것이다.

또한, 단문메시지 생성부(500)는 제어부(100)의 자동제어수행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이동통신단말기에 기 등록된 차량인
식번호를 목적지로 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동제어항목들 및 사용자가 기 설정한 자동제어 인증용 비
밀번호를 포함하는 제3 단문메시지를 생성한다. 도 5에 제3 단문메시지(40) 포맷에 대한 예가 도시되어 있다. 즉,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자동제어과정시 전송되는 단문메시지 포맷에 대한 예시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자동제어과
정시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자동제어 대상 자동차에게 전송되는 단문메시지(제3 단문메시지)(40)는 사용자 데이터(user
data)영역(44)에 이동통신단말기의 전화번호(mobile terminal number)(44a)와, 사용자가 기 설정한 자동제어 인증용 비
밀번호(password)(44b)와, 제어명령(44c)을 포함한다. 이 때, 제어명령(44c)에는 다수의 제어 명령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동통신단말기의 전화번호(mobile terminal number)(34a) 영역에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전화번호가 아닌 별도의
식별번호(ID:Identification)이 저장될 수도 있다. 한편, 해당 단문메시지의 목적지가 되는 자동차의 차량인식번호는 헤더
(header)영역(32)에 저장된다. 또한, 헤더(header) 영역(32)에는 해당 단문메시지를 일반 단문 메시지와 구분할 수 있는
차량 제어용 단문 메시지임을 나타내기 위한 메시지 구분 인식 코드(code)가 저장된다.

한편, 해당 단문메시지의 목적지가 되는 자동차의 차량인식번호는 헤더(header)영역(42)에 저장된다.

무선부(400)는 이동통신망과의 무선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한다. 특히, 무선부(400)는 제어부(100)의 제어신호에 의거하
여 단문메시지 생성부(500)에서 생성된 단문메시지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자동제어 대상 자동차에게 전송하고, 이동통신
망을 통해 자동차로부터 응답메시지를 수신하여 제어부(100)로 전달한다. 도 4에 상기 응답메시지(30) 포맷에 대한 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4는 도 3에 예시된 제2 단문메시지(20)에 대한 응답으로 자동제어 대상 차량으로부터 이동통신단말기
에게 전송되는 단문메시지(30)의 포맷을 예시하고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응답메시지(30)는 사용자 데이터(user
data)영역(34)에 자동 제어 대상 차량의 인식번호(Vehicle Telephone Number)(34a)와, 사용자가 기 설정한 자동제어 인
증용 비밀번호(password)(34b)와, 초기정보응답 메시지(environment response)(34c)를 포함한다. 이 때, 초기정보응답
메시지(34c)는 도 4에 예시된 바와 같이 자동제어항목코드와, 그 제어항목의 동작상태(예컨대, 오작동 여부)를 포함한다.
이 때 자동 제어 대상 차량의 인식번호(Vehicle Telephone Number)(34a) 영역에는 자동 제어 대상 차량의 전화번호가
아닌 별도의 식별번호(ID:Identification)이 저장될 수도 있다. 한편, 해당 단문메시지의 목적지가 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전화번호(mobile terminal number) 또는 ID는 헤더(header)영역(32)에 저장된다. 또한, 헤더(header) 영역(32)에는 해
당 단문메시지를 일반 단문 메시지와 구분할 수 있는 차량 제어용 단문 메시지임을 나타내기 위한 메시지 구분 인식 코드
(code)가 저장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자동차 제어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자동차 제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어대상이 되는 자동차와 이동통신단말기 간에 상호 인증을 위한 인증정보를 설정한다(S200). 즉, 이동통신단말기
에 제어대상이 되는 자동차 정보를 등록하고, 자동제어시 상호 인증을 위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동작은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자동차와 이동통신단말기 간에 상호 인증을 위한 인증정보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이동통신단말기는 그 인
증정보를 이용하여 제어대상 자동차에게 자동제어를 위한 초기정보를 요청하고 상기 제어대상 자동차로부터 수신된 초기
정보로부터 대응되는 자동차의 자동제어가능 항목을 확인한다(S300).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동작 설명은 도 8을 참조
하여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초기정보확인 과정(S300)을 수행하였으면 자동제어를 위한 사용자의 선택정보에 의거하여 자동제어 대
상 자동차에 대한 자동제어를 수행한다(S400). 즉, 사용자의 선택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확인된 자동제어가능 항목 중 적어
도 하나 이상의 항목에 대응되는 제어 명령을 포함하는 단문메시지를 생성하여 그 단문메시지를 상기 제어대상 자동차에
게 전송한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동작 설명은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할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자동차를 제어하기 위한 초기인증과정에 대한 흐름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초기인증
과정(S200)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동통신단말기 사용자가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메뉴화면으로부터 인증정보 입력을 선택하면
(S205), 이동통신단말기는 인증정보 입력을 위한 서브메뉴들(예컨대, '차량등록', '비밀번호관리', '인증정보입력완료' 등)
를 디스플레이한다(S210). 이 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모든 메뉴들은 아이콘 형태로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후의 모든 내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그 서브메뉴들 중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면(S215) 선택된 메뉴를 확인한 후(S220) 대응되는 동작을 수행
한다.

즉, 사용자가 차량등록메뉴를 선택하였으면 이동통신단말기는 차량인식번호 입력창을 디스플레이한 후(S225) 사용자가
자동제어 대상 자동차의 차량인식번호를 입력하면(S230) 그 입력된 차량인식번호를 저장한다(S235). 그리고 상위로 이동
하여 인증정보 입력을 위한 서브메뉴를 디스플레이하는 과정(S210)으로 되돌아간다.

또한 사용자가 비밀번호 관리 메뉴를 선택하였으면 이동통신단말기는 비밀번호 설정/변경 창을 디스플레이한 후(S240)
사용자가 자동제어 인증용으로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S245) 그 입력된 비밀번호를 저장한다(S250). 그리고 상위로
이동하여 인증정보 입력을 위한 서브메뉴를 디스플레이하는 과정(S210)으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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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용자가 차량인식번호 및 비밀번호를 모두 저장하고 인증정보입력완료를 선택하면 이동통신단말기는 저장된 차량
인식번호를 목적지로 하고 비밀번호를 포함하는 단문메시지를 생성하여(S255) 자동제어 대상 차량에게 그 단문메시지를
전송한다(S260). 그러면 상기 자동제어 대상 차량은 그 단문메시지를 분석하여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의 전화번호 및 비밀
번호를 자동제어를 위한 인증정보로 저장한다. 상기 과정(S255)에서 생성된 단문메시지 포맷에 대한 예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자동차를 제어하기 위한 초기정보확인과정(S300)에 대한 흐름도이다. 도 8을 참조하
면, 상기 초기정보확인과정(S300)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동통신단말기 사용자가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메뉴화면으로부터 초기정보확인을 선택하면
(S305), 이동통신단말기는 상기 과정(도 7의 'S225' 내지 'S235')에서 자동제어대상으로 기 등록된 차량의 자동제어가능
항목 확인을 위한 단문메시지를 생성한다(S310). 이 때 생성된 단문메시지 포맷에 대한 예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다. 이
를 위해 이동통신단말기는 사용자로부터 자동제어 인증용 비밀번호를 입력받는다. 그리고 그 입력된 비밀번호와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와 초기정보요청플래그를 포함하며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내에 기 저장된 차량인식번호를 목적지로 하
는 단문메시지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단문메시지를 자동제어 대상 자동차에게 전송한다(S315).

그리고 상기 단문메시지를 수신하고 그 단문메시지에 포함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초기정보요청에 대한 유효성을 판
단한 자동차로부터 상기 단문메시지에 대한 응답메시지를 수신한다(S320). 상기 응답메시지 포맷에 대한 예는 도 4에 예
시된 바와 같다.

한편, 이동통신단말기는 상기 수신된 응답메시지로부터 대응되는 차량의 제어가능항목 및 그 항목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
하고(S325), 그 결과 제어가능항목으로 결정된 항목만 활성화시킨다(S330). 그리고 그 항목이 오작동 중에 있으면 그 오
작동 항목을 표시한다(S335).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자동차를 제어하기 위한 자동제어과정(S400)에 대한 흐름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상
기 자동제어과정(S400)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동통신단말기 사용자가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메뉴화면으로부터 차량 자동제어를 선택하면
(S405), 이동통신단말기는 자동제어항목 선택을 위한 서브메뉴를 디스플레이한다(S410). 이 때 상기 과정(S410)은 대응
되는 자동제어 대상 자동차의 자동제어가능항목들 및 선택완료메뉴를 자동제어항목 선택을 위한 서브메뉴로 디스플레이
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용자가 메뉴를 선택하면(S415) 그 선택메뉴를 확인하여(S420) 선택메뉴가 제어항목이면 그 선택된 제어항목에
대응되는 제어명령을 읽어 와서 임시 저장한다(S425, S430). 이 때, 상기 과정들(S410 내지 S430)은 반복 수행되다가 사
용자가 선택완료 메뉴를 선택하면 반복 수행을 종료하고 비밀번호 입력창을 디스플레이하는 과정(S435)을 수행한다. 이
는 사용자로부터 자동제어를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항목을 입력받기 위함이다.

상기 비밀번호는 해당 사용자가 대상 차량의 자동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사용자가
상기 비밀번호 입력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S440) 그 입력된 비밀번호와 기 저장된 비밀번호를 비교한다(S445). 만일
상기 두 값이 서로 다르면 그에 대응되는 오류메시지를 출력하고(S455), 상기 두 값이 동일하면(S450) 기 등록된 차량인
식번호를 목적지로 하고 상기 임시 저장된 제어명령들 및 비밀번호를 포함하는 자동제어용 단문메시지를 생성한다
(S460). 그리고 그 단문메시지를 자동제어 대상 자동차에게 전송한다(S465).

도 10a 내지 도 10d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자동차를 제어하기 위한 이동통신단말기의 화면 예시도들이다. 특히,
도 10a 내지 도 10d는 본 발명이 휴대폰에 적용된 예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도 10a는 휴대폰 초기 화면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10a에는 휴대폰이 메뉴1~ 메뉴5까지의 메뉴들 및 자동차의
자동제어를 위한 'My car'메뉴를 포함하는 예를 보여준다. 도 10a에 예시된 화면은 도 10a 내지 도 10d의 화면들 중 가장
상위에 해당한다.

도 10b는 사용자가 도 10a의 화면에서 'My car'를 선택하는 경우에 대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즉, 도 10b는 'My car'의 서
브메뉴로서 '인증','차량정보','자동제어'를 디스플레이하는 예를 보여준다. 도 10b에서 '상위'메뉴를 선택하면 휴대폰은 다
시 도 10a에 대응되는 화면을 디스플레이한다.

도 10c는 사용자가 도 10b의 화면에서 '인증'을 선택하는 경우에 대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즉, 도 10c는 '인증'의 서브메뉴
로서 '비밀번호 관리','차량등록'을 디스플레이하는 예를 보여준다. 도 10c에서 도면 하단에 도시된 '적용'은 기 설정된 정보
들을 휴대단말기에 바로 적용하도록 하고, '취소'는 기 설정된 정보들을 취소하고, '상위'는 현재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상위
에 존재하는 화면(예컨대, 'My car'화면)을 디스플레이한다.

도 10d는 도 10c의 화면에서 '자동제어'를 선택한 경우에 대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즉, 도 10d는 '자동제어'의 서브메뉴로
서 '네비게이션','시동','창문제어', '비상상황','오디오(audio)', '전자계기판'등 다양한 자동제어 서브메뉴를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디스플레이된 자동제어항목들 중 사용자가 선택한 선택항목을 표시하기 위한 선택항목 표시창을 디스플레이한다. 도
10d에서 도면 하단에 디스플레이된 '적용','취소','상위'는 도 10c에서 설명된 바와 같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
고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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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이동통신망의 단문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차량과 떨어진 거리에 제한 받지
않고 원격 차량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차량 제어만을 위한 별도의 장치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만을 이용하여 원격 차량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차량 제어를 위한 별도의 장치들(예
컨대, 무선 리모콘 등)이 없이도 차량 제어가 가능하다. 게다가 본 발명은 차량제어를 위한 메뉴를 아이콘 형태로 디스플레
이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보다 간편하게 원격 차량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단문 메시지의 데이터 영
역을 이용하여 제어명령을 전송함으로써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어항목을 한꺼번에 제어하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단문 메시지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어대상이 되는 자동차와 이동통신단말기 간에 상호 인증을 위한 인증정보를 설정하는 제1 과정과,

상기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통신단말기가 상기 제어대상 자동차에게 자동제어를 위한 초기정보를 요청하고 상기
제어대상 자동차로부터 수신된 초기정보로부터 대응되는 자동차의 자동제어가능 항목을 확인하는 제2 과정과,

자동제어를 위한 사용자의 선택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확인된 자동제어가능 항목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항목에 대응되는
제어 명령을 포함하는 단문메시지를 생성하는 제3 과정과,

상기 단문메시지를 상기 제어대상 자동차에게 전송하는 제4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대상 자동차로부터 초기정보를 수신한 이동통신단말기가 그 초기정보로부터 상기 자동차의 자동제어가능 항목
만을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상태로 표시하는 제4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4 과정은

상기 자동제어가능 항목을 아이콘 형태로 표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제어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대상 자동차로부터 수신된 초기정보로부터 상기 자동차의 자동제어가능 항목의 오작동 여부를 판단하고 오작동
항목을 표시하는 제5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제어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5 과정은

상기 오작동 항목을 아이콘 형태로 표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제어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과정은

제어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차량인식번호를 이동통신단말기에 저장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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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비밀번호 입력에 응답하여 그 비밀번호를 이동통신단말기에 저장한 후 상기 차량인식번호를 목적지로 하고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의 전화번호와 상기 비밀번호를 포함하는 단문메시지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제어대상 차량이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의 전화번호 또는 ID 및 비밀번호를 자동제어를 위한 인증정보로 저장하도록
하기 위해 상기 단문메시지를 상기 제어대상 차량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제어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단문메시지 생성과정은

차량제어용 단문메시지임을 나타내기 위한 메시지 구분 인식 코드를 헤더 영역에 포함하는 단문메시지를 생성함을 특징으
로 하는 자동차 제어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과정은

사용자로부터 기 설정된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과정과,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내에 기 저장된 차량인식번호를 목적지로 하고 대응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전화번호 또는 ID와 상기
입력받은 비밀번호와 초기정보요청플래그를 포함하는 단문메시지를 생성하여 자동제어 대상 자동차에게 전송하는 과정
과,

상기 단문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단문메시지에 포함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초기정보요청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한
자동차로부터 응답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응답메시지로부터 대응되는 차량의 제어가능항목을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제어 방
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단문메시지 생성 및 전송과정은

차량제어용 단문메시지임을 나타내기 위한 메시지 구분 인식 코드를 헤더 영역에 포함하는 단문메시지를 생성함을 특징으
로 하는 자동차 제어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응답메시지는

대응되는 자동차의 차량인식번호와, 대응되는 자동차에 기 등록된 비밀번호와, 대응되는 자동차의 자동제어항목정보들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제어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과정은

자동제어 요청에 응답하여 사용자로부터 자동제어를 위한 항목을 입력받는 과정과,

상기 자동제어가능 항목들 중 사용자가 선택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항목에 대응되는 제어명령을 읽어와서 임시 저장하는
과정과,

사용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입력받고 기 저장된 비밀번호와 상기 입력된 비밀번호를 비교하여 상기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
과,

공개특허 10-2005-0032276

- 7 -



상기 인증결과 사용자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기 등록된 차량인식번호를 목적지로 하고 대응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화
번호, 상기 임시 저장된 제어명령들 및 비밀번호를 포함하는 자동제어용 단문메시지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단문메시지를 제어대상 자동차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제어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단문메시지 생성과정은

차량제어용 단문메시지임을 나타내기 위한 메시지 구분 인식 코드를 헤더 영역에 포함하는 단문메시지를 생성함을 특징으
로 하는 자동차 제어 방법.

청구항 13.

이동통신단말기에 있어서,

자동차의 자동제어를 위해 기 등록된 자동제어용 아이콘 및 그에 대응되는 제어명령들과 자동제어 대상 자동차와 상기 이
동통신단말기 간에 상호 인증을 위한 인증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제어명령관리부와,

자동차의 자동제어를 위한 사용자의 요청명령에 응답하여 자동제어 대상이 되는 자동차와 이동통신단말기 간에 단문 메시
지를 이용한 자동차의 자동제어를 위한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의 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제어명령관리부로부터 자동제어용 아이콘들을 읽어와서 그 아이콘들을 디스플
레이하도록 제어하는 디스플레이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의 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자동제어를 위한 단문메시지를 생성하는 단문메시지 생성부와,

상기 제어부의 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단문메시지 생성부에서 생성된 단문메시지를 상기 자동제어 대상 자동차에게 전
송하고, 상기 자동차로부터 응답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제어부로 전달하는 무선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
말기.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자동차의 자동제어를 위한 사용자의 요청명령에 응답하여 자동제어 대상이 되는 자동차와 이동통신단말기 간의 인증정보
설정을 위한 인증정보설정제어신호와, 상기 자동제어 대상 자동차에게 자동제어를 위한 초기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초기정
보요청제어신호와, 자동제어수행을 위한 자동제어수행제어신호와, 디스플레이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제어신호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제어신호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부는

상기 제어부의 디스플레이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자동제어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자동제어가능 항목에 대응되는 아이
콘만을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상태로 표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명령관리부는

상기 자동차의 자동제어항목들에 대한 오작동 상태를 나타내는 오작동 아이콘 정보를 더 포함하여 저장/관리함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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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 또는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제어부는

상기 제어부의 디스플레이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자동차의 자동제어항목들 중 오작동 중인 항목을 판단하고 상기 제어
명령관리부로부터 그에 대응되는 오작동 아이콘 정보를 읽어와서 디스플레이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
말기.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단문메시지 생성부는

상기 제어부의 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자동제어 대상 자동차와 이동통신단말기 간에 상호 인증을 위한 인증정보 설정을 위
한 제1 단문메시지와, 상기 자동차에게 자동제어를 위한 초기정보를 요청하는 제2 단문메시지와, 상기 자동차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제3 단문메시지를 포함하는 단문메시지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단문메시지 생성부는

차량제어용 단문메시지임을 나타내기 위한 메시지 구분 인식 코드를 헤더 영역에 포함하는 단문메시지를 생성함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단문메시지 생성부는

상기 제어부의 인증정보설정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제어대상 자동차의 차량인식번호를 목적지로 하고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의 전화번호 또는 ID와, 사용자가 기 설정한 자동제어 인증용 비밀번호를 포함하는 제1 단문메시지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청구항 21.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단문메시지 생성부는

상기 제어부의 초기정보요청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제어대상 자동차의 차량인식번호를 목적지로 하고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의 전화번호 또는 ID와, 사용자가 기 설정한 자동제어 인증용 비밀번호와, 초기정보요청플래그를 포함하는 제2 단문메시
지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부는

대응되는 자동차의 차량인식번호와, 대응되는 자동차에 기 등록된 비밀번호와, 대응되는 자동차의 자동제어항목정보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어대상 자동차로부터 수신된 단문메시지를 상기 제2 단문메시지에 대한 응답메시지로 수신함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청구항 23.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단문메시지 생성부는

상기 제어부의 자동제어수행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에 기 등록된 차량인식번호를 목적지로 하고 사용
자가 선택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동제어항목들 및 사용자가 기 설정한 자동제어 인증용 비밀번호를 포함하는 제3 단문
메시지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도면

공개특허 10-2005-0032276

- 9 -



도면1

도면2

공개특허 10-2005-0032276

- 10 -



도면3

공개특허 10-2005-0032276

- 11 -



도면4

공개특허 10-2005-0032276

- 12 -



도면5

도면6

공개특허 10-2005-0032276

- 13 -



도면7

공개특허 10-2005-0032276

- 14 -



도면8

공개특허 10-2005-0032276

- 15 -



도면9

도면10a

공개특허 10-2005-0032276

- 16 -



도면10b

도면10c

도면10d

공개특허 10-2005-0032276

- 17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실시예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a
	도면10b
	도면10c
	도면10d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1
명세서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실시예 4
청구의 범위 6
도면 9
 도면1 10
 도면2 10
 도면3 11
 도면4 12
 도면5 13
 도면6 13
 도면7 14
 도면8 15
 도면9 16
 도면10a 16
 도면10b 17
 도면10c 17
 도면10d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