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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동차에 대한, 효율적 통신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ＧＰＳ)기반 광고정보의 제공 기법

(57) 요약

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와의 통신은 메시지의 형태이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각 메시지들이 식별자, 예를 들어, 자동차를

식별하는 차량 식별 번호(VIN)를 포함하는, 목적지 혹은 발신지 주소를 가지는 "전자 자동차-메일" 혹은 "C-메일" 메시지

로 언급된다. 상기 메시지는 원격 서버로부터 통신 네트워크,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로 전달될 수 있다. 하나

의 이러한 메시지는 자동차에 대한 리콜 공지를 포함할 수 있다. 또다른 메시지는 자동차의 현재 위치에 의존하여, 네비게

이션을 위한 저스트-인-타임(just-in-time) 지도를 포함할 수 있다. 또다른 메시지는 현재 차량의 위치에 또한 의존하여,

선택된 엔티티들, 예를 들어, 식당, 주유소, 백화점 등에 관련된 광고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자동차로부터 원격 서버로 발

신되는 메시지는, 예를 들어 자동차의 위치를 식별하는 GPS 정보, 분석을 위해 자동차내의 센서들에 의해 공급되는 동적

데이터, 기록을 위한 거리적산계 기록 및 속도계 기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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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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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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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청구항 52.
삭제

청구항 53.
삭제

청구항 54.
삭제

청구항 55.
삭제

청구항 56.
삭제

청구항 57.
삭제

청구항 58.
삭제

청구항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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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60.
삭제

청구항 61.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차량과 관련된 목적지 주소에 기반하여 상기 차량 외부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인터페

이스로서, 상기 메시지는 상기 차량의 고장 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메시지의 수신 표시가 제공되는 인터페이

스;

상기 메시지에서 상기 차량의 고장 상태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요소; 및

상기 메시지에 관련이 있는 선택가능한 옵션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3.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리콜 공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4.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지 주소는 상기 차량에 관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식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

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차량의 차량 식별 번호(VIN)를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6.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는 상기 디스플레이 요소를 통해 보이는 표시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7.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를 보는 것을 연기하도록 하는 제2의 선택가능한 옵션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

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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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8.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가능한 옵션이 상기 디스플레이 요소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

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9.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가능한 옵션은 상기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하는 옵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

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0.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목적지 주소에 기반하여 상기 차량 외부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인터페이스로서, 상기 목적

지 주소는 상기 차량에 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탐색가능하며, 상기 메시지는 상기 차량의 제조업자에 의해 개시된 캠페인

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상기 메시지에서 상기 캠페인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요소; 및

상기 메시지에 관련이 있는 선택가능한 옵션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1.

제70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2.

제70항에 있어서, 상기 캠페인은 상기 차량의 서비스에 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3.

제72항에 있어서, 상기 캠페인은 리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4.

제7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차량의 차량 식별 번호(VIN)를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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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의 수신은 상기 디스플레이 요소를 통해 보이는 표시자에 의해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6.

제70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를 보는 것을 연기하도록 하는 제2의 선택가능한 옵션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

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7.

제7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가능한 옵션은 상기 디스플레이 요소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

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8.

제7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가능한 옵션은 상기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하는 옵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

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9.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차량의 위치를 감지하는 장치;

상기 감지된 차량의 위치와 관련하여 적어도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적어도 하나의 표시자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요소;

사용자가 상기 표시자에 의해 표시된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제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인터페이스; 및

상기 정보에 기반하여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제품들 또는 서비스들 중 하나 이상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주문하도록

하는 선택가능한 옵션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80.

제79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81.

제79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상기 디스플레이 요소를 통해 보이는 제품들 또는 서비스들의 설명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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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항에 있어서, 상기 설명들은 메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83.

제81항에 있어서, 상기 주문된 제품들 또는 서비스들의 설명들은 선택된 상태에서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

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84.

제79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홍보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85.

제79항에 있어서, 사용자는 상기 제공자에 관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86.

제8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제공자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한 방향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87.

제8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제공자와의 통신을 위한 연락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

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88.

제79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자는 식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89.

제7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가능한 옵션은 상기 디스플레이 요소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

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90.

제79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위성 위치 확인시스템(GPS) 기법을 병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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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내재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요소를 포함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

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차량과 관련된 목적지 주소에 기반하여 상기 차량 외부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로

서, 상기 메시지는 상기 차량의 고장 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메시지의 수신 표시가 제공되는 단계;

상기 메시지에서 상기 차량의 고장 상태에 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요소를 통해 보여주는 단계; 및

상기 메시지에 관련이 있는 선택가능한 옵션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

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92.

제9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하

기 위한 방법.

청구항 93.

제9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리콜 공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94.

제91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지 주소는 상기 차량에 관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식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

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95.

제9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차량의 차량 식별 번호(VIN)를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96.

제9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는 상기 디스플레이 요소를 통해 보이는 표시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

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97.

제9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를 보는 것을 연기하도록 하는 제2의 선택가능한 옵션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

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98.

제9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가능한 옵션이 상기 디스플레이 요소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

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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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9.

제9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가능한 옵션은 상기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하는 옵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0.

차량에 내재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목적지 주소에 기반하여 상기 차량 외부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목적지 주소

는 상기 차량에 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탐색가능하며, 상기 메시지는 상기 차량의 제조업자에 의해 개시된 캠페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단계;

상기 메시지에서 상기 캠페인에 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요소를 통해 보여주는 단계; 및

상기 메시지에 관련이 있는 선택가능한 옵션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

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1.

제100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

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2.

제100항에 있어서, 상기 캠페인은 상기 차량의 서비스에 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

법.

청구항 103.

제102항에 있어서, 상기 캠페인은 리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4.

제10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차량의 차량 식별 번호(VIN)를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5.

제100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의 수신은 상기 디스플레이 요소를 통해 보이는 표시자에 의해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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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를 보는 것을 연기하도록 하는 제2의 선택가능한 옵션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7.

제10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가능한 옵션은 상기 디스플레이 요소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

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8.

제10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가능한 옵션은 상기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하는 옵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

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9.

차량에 내재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차량의 위치를 감지하는 단계;

상기 감지된 차량의 위치와 관련하여 적어도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적어도 하나의 표시자를

디스플레이 요소를 통해 보여주는 단계;

사용자가 상기 표시자에 의해 표시된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제품들 또는 서비스들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계; 및

상기 정보에 기반하여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제품들 또는 서비스들 중 하나 이상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주문하도록

하는 선택가능한 옵션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0.

제109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

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1.

제109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상기 디스플레이 요소를 통해 보이는 제품들 또는 서비스들의 설명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2.

제111항에 있어서, 상기 설명들은 메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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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항에 있어서, 상기 주문된 제품들 또는 서비스들의 설명들은 선택된 상태에서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

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4.

제109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홍보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5.

제109항에 있어서, 사용자는 상기 제공자에 관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6.

제11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제공자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한 방향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

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7.

제11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제공자와의 통신을 위한 연락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

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8.

제109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자는 식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9.

제10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가능한 옵션은 상기 디스플레이 요소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

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20.

제109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기법을 병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의 시스템에서 사

용하기 위한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통신 기법, 더욱 상세하게는, 광고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차량과 통신하는 기법에 관련한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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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정보 시대에서,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전화, 셀룰러 폰, 팩시밀리, 페이저 등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 기술에서 최근의 주요한 발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개인용 컴퓨터(PC), 노트북 컴퓨터, 포켓용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모뎀으로 인터넷을 통해 서로 전자메일(E-mail)을 전달한다. 더욱이, 이러한 컴퓨터에 설치된 넷스케이프 네비

게이터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와 같은 종류의 공통 웹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는 컴퓨

터상에서 인터넷의 도해적인 서브네트워크인 월드 와이드 웹(WWW)으로부터 웹페이지를 살펴 볼 수 있다.

많은 웹페이지들, 특히 검색 엔진들 및 다른 포탈 서비스들과 같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들은 유료 광고들을

포함한다. 어떤 웹페이지들은 디렉토리 보조를 제공하기 위한 표시옵션을 포함한다. 하나의 그런 옵션은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사용자가 이러한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옐로우 페이지" 옵션일 수 있다.

회답으로, 사용자는 지정된 영역에서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각 위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심지어 주행중에도 "유선상태"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PC, 이름하여 "오

토 PC"가 소개되었다. 표준 차량 스테레오 슬롯에 설치될 수 있는 오토 PC는, 잘 알려진 통신 및 네비게이션 기술들을 사

용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용자들은 이-메일 및 페이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오토 PC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의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 : Global Position System) 위성단의 도움으로 차량운행을 위해 오토 PC에

의지할 수 있다. 이러한 위성들로부터의 신호들에 대한 응답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토 PC는 차량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정확히 지시한다. 오토 PC는 또한 차량의 속도와 방향을 검출한다. 내부에 저장된 지리적 정보로, 오토PC는 목적

지에 도착하기 위한 지시를 사용자에게 음성 및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자동차에 도움을 주는 통신과 GPS 기술의 결합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인 서비스는 "온스타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이 서비

스는 GPS 수신기, 및 셀룰러 폰을 포함하는 온스타 시스템이 상기 서비스에 가입한 자동차들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 자동

차 사용자가 셀룰러 폰으로 온스타 서비스 대표자에게 전화를 걸면, 상기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GPS 수신기에 의해 추적된

차량의 위치를 전달한다. 서비스 대표자는 다음에 사용자에게 방향, 식당 추천, 그리고/혹은 차량 위치에 따른 도로변 보조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자동차로부터 진단정보를 얻고, 특정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원격 기지와 자동차에 관련

된 데이터를 통신하는 시스템이 파릴로(Parrillo)에 1995년 8월 15일 발행된 미국 특허번호 5,442,553에서 공개된다. 공

개된 시스템에서, 원격기지는 자동차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셀룰러 폰 번호를 사용하여, 셀룰러 폰 네트워크를 거쳐 셀

룰러 폰으로 연결된 자동차와 데이터를 통신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차량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차량에 셀룰러 폰 접속을 위해 할당된 셀룰러 폰 번호를 사용하는 상기 설명된 종래 기술 시

스템은 불편함을 인식하였다. 이것은 셀룰러 폰 번호는 가장 차량의 현재 소유주일 것 같은 셀룰러 폰 서비스의 가입자에

게 속하고, 명확히 관련된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셀룰러 폰 번호는 개인 통신용으로 사용되므로,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

될 때, 신규 소유자는 본인의 개인 통신을 위해 현재 셀룰러 폰 번호를 신규 번호로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종

래 기술 시스템에서 원격 기지는 더 이상 이전 셀룰러 폰 번호를 사용하여 차량의 위치를 알아내고 통신할 수 없다. 이렇

듯, 종래 기술 시스템의 실용성은 시스템이 차량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최신 전화 번호의 기록을 가지는지에 따라 유효

하다. 비록 신규 전화번호의 등록을 위한 절차가 적절할지라도, 상기 시스템의 가동성은 신규 소유자들에 의한 등록 절차

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게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셀룰러 폰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종래 기술 시스템에서 원격기지는 다수의 차량들과 데이터를 통신할 때,

한번에 하나의 자동차에 전화를 걸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신방법은 또한 원격기지가 동일한 데이터, 예를들어,

특정 유형의 자동차 리콜과 관련한 정보를 많은 자동차들에게 전송할 때 특히 비효율적이다. 그런 경우에, 원격기지는 각

차량에게 다수의 전화를 걸어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셀룰러 네트워크를 활용하므로, 차량은 한번

에 하나의 원격기지와 통신할 수 있다. 차량으로부터의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기지들과 상이한 분석을 위하여 통신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 다수의 호출이 한번에 하나씩 각 기지에 대해 수행될 필요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본 발명의 일형태에 따라, 차량과 원격기지들 혹은 서버들간의 통신은 "C-메일"로 언급되는, 전자 차량-메일(electronic

car-mail)을 사용하여 구현된다. 일반적인 전자메일 메시지와 같이, C-메일 메시지는 잘 알려진 프로토콜들에 따라 포맷

이 지정되고, 인터넷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상에서 일반적인 메일 서버들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주소가 개인 통신

을 위한 사람을 식별하고 전술한 셀룰러 폰 번호와 유사한 이-메일과는 달리, C-메일은 차량 자체를 식별하는 주소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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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예를 들어, C-메일 주소는 차량을 식별하는 차량 식별 번호(VIN :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로 구성될 수 있

다. 이러한 C-메일 주소는 최소한 차량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채로 남아있다. C-메일 주소는 사람, 예를 들어

차량의 소유자 보다는 차량에 속하거나, 혹은 명확히 관련되므로, C-메일을 이용한 차량과의 통신은 차량의 일생을 통하

여 손상되지 않고, 차량 소유권에서의 모든 변경사항이 남게된다. 더욱이, 잘 알려진 이-메일 특징의 장점을 이용함으로

써, 차량은 C-메일을 거쳐 동일 정보를, 예를 들어 진단 정보를, 인터넷상의 여러 서버에 상이한 분석들을 위해 동시에 다

중으로 보낼 수 있다. 반대로, 서버는 C-메일을 거쳐 동일 정보를, 예를들어 리콜 정보를 선택된 차량에게 C-메일 주소의

일부로써 상응하는 VIN들을 사용하여 동시에 다중으로 보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라, 사용자는 통신 네트워크,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부터 광고 정보를 살피기 위하여 차량 브라우

저를 활용할 수 있다. 광고 정보는 저스트-인-타임(JIT: Just-In-Time) 형식으로 제공되며, 그 내용은 GPS 좌표로 표시

되는 차량의 현재 위치에 좌우된다.

실시예

도 1은 차량,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의 사용을 위한 본 발명의 원리를 구현한 정보 및 제어 시스템(100)을 설명한다. 본 발

명에 따라, 시스템(100)은 통신 네트워크,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 서버들과 정보를 소통할 수 있다.

하기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시스템(100)은 예를 들어, 진단 정보, GPS 정보 등을 포함하는, 차량과 관련한 정보를 하나

이상의 서버들에게 전송하고 그것으로부터 예를 들어, 지도 정보, 날씨 정보, 교통 정보, 전화번호 정보등을 포함하는 정보

를 수신할 수 있다.

종래 기술 시스템에서, 원격기지는 차량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접속에 할당된 셀룰러 폰 번호를 사용하여, 셀룰러 폰 접속

을 가지는 차량과 셀룰러 폰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과 관련한 데이터를 통신한다. 그러나, 셀룰러 폰 번호의 인식에 기반한

이러한 통신 구성은 셀룰러 폰 번호는 가장 차량의 현재 소유자일 것 같은 셀룰러 폰 서비스 가입자에게 속하는, 그리고 명

확히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부족하다. 셀룰러 폰 번호는 개인 통신용으로 사용되므로,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신규

소유자는 본인의 개인 통신을 위해 현재 셀룰러 폰 번호를 신규 번호로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종래 기술 시스

템에서 원격 기지는 더 이상 이전 셀룰러 폰 번호를 사용하여 차량의 위치를 알아내고 통신할 수 없다. 이렇듯, 종래 기술

시스템의 실용성은 시스템이 차량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최신 전화 번호의 기록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른다. 비록 신규

전화번호의 등록을 위한 절차가 적절할지라도, 상기 시스템의 가동성은 신규 소유자들에 의한 등록 절차에 따라 바람직하

지 않게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셀룰러 폰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종래 기술 시스템에서 원격기지는 다수의 차량들과 데이터를 통신할 때,

한번에 하나의 자동차에 전화를 걸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신방법은 또한 원격기지가 동일한 데이터, 예를들어,

특정 유형의 자동차 리콜과 관련한 정보를 많은 자동차들에게 전송할 때 특히 비효율적이다. 그런 경우에, 원격기지는 각

차량에게 다수의 전화를 걸어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셀룰러 네트워크를 활용하므로, 차량은 한번

에 하나의 원격기지와 통신할 수 있다. 차량으로부터의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기지들과 상이한 분석을 위하여 통신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 다수의 호출이 한번에 하나씩 각 기지에 대해 수행될 필요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본 발명에 따른, 차량과 원격기지들 혹은 서버들간의 통신은, 이후로 "C-메일"로 언급되는, 전자 차량 메일을 사용하여 구

현된다. 일반적인 전자메일 메시지와 같이, C-메일 메시지는 잘 알려진 메일 전송 프로토콜 및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TCP/IP)과 같이 잘 알려진 프로토콜들에 따라 구성되고, 인터넷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상에서 일반적인 메일 서

버들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주소가 개인 통신을 위한 사람을 식별하고 전술한 셀룰러 폰 번호와 유사한 이-메일

과는 달리, C-메일은 차량 자체를 식별하는 주소를 가진다.

전형적인 이-메일 주소는 <사용자 계정>@<도메인>, 예를 들어, "jsmith@aol.com" 과 같은 형식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

이, "@" 전의 <사용자 계정> 부분, 예를 들어 "jsmith"는 이-메일 사용자, 예를 들어, Joe Smith를 식별한다. "@" 표시 뒤

의 <도메인> 부분, 예를 들어 "aol.com" 은 접근 메일 서버, 예를 들어, 인터넷에 연결된 아메리칸 온라인 서버임을 식별하

여, 이 경우에는 이-메일 서비스를 Joe Smith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C-메일 주소는 <차량 계정>@<도메

인>의 형식이다. 본 예에서는, <차량 계정> 부분은 C-메일 주소가 부여된 차량을 식별하는 차량 식별 번호(VIN)로 구성된

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VIN은 차량의 형식, 모델, 연도등에 의해 차량을 유일하게 식별한다. <도메인> 부분은 차량의 C-

메일의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된 소정의 접근 메일 서버를 나타낼 수 있다. 설명의 목적으로, <도메인>

부분은 본 예에서 "vehicle.com"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당해 차량의 C-메일 주소는 여기에서 "JN1CA23D4TT567890"이 상기 차량의 VIN 일 때,

"JN1CA23D4TT567890@vehicle.com"일 수 있다. 이 C-메일 주소는 시스템(100)내의 메모리(107)에 저장되고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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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 여기서 메모리(107)는 일반적으로 휘발성, 비휘발성 및 캐쉬 메모리의

조합을 나타낸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C-메일 주소는 사람, 예를 들어 차량의 소유자 보다는 차량에 속하거나, 혹은 명

확히 관련되므로, C-메일을 이용한 차량과의 통신은 차량의 일생을 통하여 손상되지 않고, 차량 소유권에서의 모든 변경

사항이 남게된다. 더욱이, 하기에 설명된 것처럼, 잘 알려진 이-메일 특징의 장점을 이용함으로써, 차량은 C-메일을 거쳐

동일 정보를, 예를 들어 진단 정보를, 인터넷상의 여러 서버에 상이한 분석들을 위해 동시에 다중으로 보낼 수 있다. 반대

로, 서버는 C-메일을 거쳐 동일 정보를, 예를들어 리콜 정보를 선택된 차량에게 C-메일 주소의 일부로써 상응하는 VIN들

을 사용하여 동시에 다중으로 보낼 수 있다.

시스템(100)은 차량에서, C-메일을 포함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 서브시스템(109)를 포함한다. 도 2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213),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진보 이동 전화 서비스(AMPS : Advanced Mobile Phone Service) 네트워크, 디지

털 AMPS 네트워크, 개인 통신 서비스 (PCS :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 네트워크, 이동통신용 전범위 시스템

(GSM :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네트워크, 페이징 네트워크, 하이브리드 개인 통신 네트워크

(HPCN : Hybrid Personal Communications Network), 위성 네트워크, 마이크로웨이브 네트워크, 밀리웨이브 네트워크

등을 거쳐 정보를 송신하고 수신하기 위한, 예를 들어 셀룰러 폰을 포함하는 송수신기(205)를 포함하는 서브시스템(109)

의 블록도이다. 서브시스템(109)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213)에서, C-메일 데이터를, 예를 들어 셀룰러 디지털 패킷 데이

터 (CDPD : Cellular Digital Packet Data) 채널과 같은 데이터 채널로 혹은 채널로부터 운반하는 반송파를 변조하고 복조

하기 위하여 모뎀(209)을 또한 포함한다.

도 1을 다시 참조하면, 서브시스템(109)는 공통 버스(113)을 거쳐, 예를 들어 검출(detection) 서브시스템(111), 전자 변

속기/쓰로틀(electronic transmission/throttle) 시스템(113), 브레이크(brake) 서브시스템(116), 견인제어(traction

control) 시스템(121), 엔진(engine) 서브시스템(126), 휠(wheel) 서브시스템(129), 기후제어 서브시스템(131), 보조 서

브시스템(134), 클록(clock) 서브시스템(136), 사용자 인터페이스(139) 및 네비게이션(navigation) 서브시스템(141)을

포함하는 시스템(100)내의 다른 서브시스템들에 연결된다. 서브시스템 인터페이스(151)은 예를 들어, 프로세서(103)을

모든 서브시스템들에 연결하는 표준 입력/출력들 (I/O's) 전체를 포함한다. 프로세서(103)의 제어하에, 서브시스템들의 조

합들은 다양한 차량 기능들을 공동작용으로 수행한다.

예를 들어, 시스템(100)은 검출 서브시스템(111), 전자 변속기/쓰로틀 서브시스템, 및 브레이크 서브시스템(116)을 사용

하여 적응 크루즈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상세하게는, 소나, 적외선 송수신기, 레이저 송수신기 그리고/혹은 도플러 레이다

를 포함하는 검출 서브시스템(111)은 바로 앞 차량과의 거리를 측정한다. 전자 변속기/쓰로틀 서브시스템(113) 과 브레이

크 서브시스템(116), 프로세서(103)는 차량의 속도가 교통 흐름에 따라 움직임을 유지하도록 조절된다. 만약 앞의 차량이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면, 서브시스템(111)은 프로세서(103)에게 신호를 보내서 적절히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쓰로틀이

나 브레이크를 조절하게 한다. 상기 서브시스템들을 포함하는 다른 자동 운전 방법론들은 공지된 "자동차를 위한 중앙 제

어 및 관리 시스템" 이란 표제의 미국 특허 일련 번호 08/904,855 ("855 출원서")에서 찾을 수 있으나, 본 발명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여기서 설명은 생략한다.

TRAXXAR 안정성 제어 시스템의 유형일 수 있는 견인 제어 서브시스템(121)은 차량의 스티어링 휠 위치, 편요 비율 및 측

면 가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센서들은 프로세서와 함제 동작하여 선택된 휠에서 잠재적인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에 제어가능하도록 적용된다.

유사하게, 프로세서(103)의 제어하에, 엔진 서브시스템(126)은 차량의 적절한 출력을 제공하는 선택된 연료/공기 혼합물

을 사용하여 선택된 R.P.M에서 차량의 엔진을 구동한다.

휠 서브시스템(129)은 타이어 압력을 읽고, 타이어 트랙션(traction) 및 트레드(tread)등의 손실을 검출하기 위한 센서들

을 포함한다.

자동온도조절 장치 및 기류 제어기를 포함하는 기후 제어 서브시스템(131)은 탑승자의 편의를 위해 차량 실내, 및 적하물

을 적절히 보존하기 위해 트렁크/저장소를 냉방하거나 난방하고; 기류 모드를 선택하고; 팬 속도를 설정하고; 좌설 히터들

을 가동 혹은 정지하고; 외기 및 내기를 선택하고; 앞 및 뒷 서리제거 장치, 밀 서리제거장치 및 스티어링 휠 히터를 가동 혹

은 정지한다.

보조 서브시스템(134)를 통하여, 프로세서(103)는 차량의 도어, 창문, 후드, 트렁크, 미러, 에어백, 잠금장치, 광원등을 제

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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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설명된 서브시스템들 각각은 프로세서(103)와 관련된 구성요소들과 관련한 다양한 동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센

서들(미도시)을 포함한다. 상세하게는, 통신 서브시스템(109)내의 센서들은 충전기 전력 레벨과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는,

송수신기(205) 및 모뎀(209)이 정상상태인지 여부와 관련한 동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검출 서브시스템(111)내의 센서들은 레이다 및 송수신기용 충전기 전력 레벨과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는, 이와 관련된 레

이다와 송수신기가 적절히 기능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동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전자 변속기/쓰로틀 서브시스템(113)내의 센서들은 유체 레벨등을 포함하는 변속기내의 변수 상태뿐만 아니라, 변속기 혹

은 변속기의 상태와 관련한 동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브레이크 서브시스템(116)내의 센서들은 브레이크의 마모, 비상용 브레이크의 상태 및 모든 브레이크들이 정상상태인지

여부와 관련한 동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전술한 견인 제어 시스템(121)내의 센서들은 차량의 스티어링 휠 위치, 편요 비율 및 측면 가속도의 측정과 관련한 동적 데

이터를 제공한다.

엔진 서브시스템(126)내의 센서들은 엔진 R.P.M., 연료/공기 혼합물, 배기, 공해 함유량, 다음에 필요한 오일 교환 전의 엔

진 오일의 잔여 수명과 관련한 동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전술한 휠 서브시스템(129)의 센서들은 타이어 압력, 타이어 트랙션 혹은 트레드등의 손실과 관련한 동적 데이터를 제공

한다.

기후 제어 서브시스템(131)내의 센서들은 실내 및 트렁크/수납공간의 온도, 기류 모드, 팬 속도, 실내에서의 공기의 질, 및

앞과 뒤의 서리제거장치들, 미러 서리제거장치들 및 스티어링 휠 히터의 상태와 관련한 동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보조 서브시스템(134)내의 센서들은, 다른것들 중에서, 각각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와 속도와 관련한 동적 데이터를 제공

하는 거리 적산계 및 속도계를 포함한다. 시스템(134)내의 다른 센서들은 차량의 도어, 창문, 후드, 트렁크, 미러들, 에어백

들, 잠금장치들, 광원등의 상태들과 관련한 동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상세하게는, 어떤 데이터는 도어들, 창문들, 후드, 드

렁크 및 미러들의 보존과, 충돌시 이들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물리적인 충격의 검출 및 에어백이 작동할 준비가 되었는지

혹은 작동되었는지 여부에 관련한다.

부가적으로, 클록 서브시스템(136)은 프로세서(103)에게 현재 시간 및 날짜와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런 데이터에

의지하여, 프로세서(103)는 시스템(100)의 활동을 적절히 동기화하고 이벤트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더욱이, 상기 시간적

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세서(103)는 차량 보수 스케쥴링등과 같은 계획기 기능을 구현한다.

상기 설명된 서브시스템들에 의해 제공되는 동적 데이터는 단지 설명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차량과 여기에 결합되는 실제

적인 구성요소에 따라, 추가적인 그리고/혹은 다른 동적 데이터가 요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이벤트에

있어서, 프로세서(103)는 동적 데이터에 대하여 시간별로 각 서브시스템에 폴링(polling)하고, 상기 동적 데이터를 기반으

로, 경고 및 하기에 설명된 사용자 인터페이스(141)를 통해 위반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알릴 수 있다. 어떤 위반들은 이에따

른 수정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프로세서(103)가 특정한 차량 동작을 제한하도록 할 수 있다. 하기 설명되는 바와 같이, 프

로세서(103)는 동적 데이터의 선택된 것들을 하나 이상의 원격 서버들에게 분석 및 기록을 위해 C-메일을 거쳐 전송하도

록 한다.

최근, 미국에서, 대략 2억대의 차량들이 공공도로에서 운행된다. 그러나, 차량의 운전은 연방 및 주립 법규에 따른다. 예를

들어, 각 차량의 운전은 안전, 배출물, 면허, 보험, 운전능력 등과 관련한 특정 법률적 요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법률 시행자는 운전 차량이 이런 요구조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차량에 대한 특정 정보를 얻는데 관

심을 둔다.

부가적으로, 미국내에서 많은 차량들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임대하거나 융자한 것들이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차량에 대하

여 우선 임대의 미지불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것들을 재소유하는 권리로 담보권을 설정한다. 그러므로, 이런 금융기관들은

이에따른 재소유의 경우에 임대하거나 융자한 차량의 행방을 알아내는데 관심을 둔다.

등록특허 10-0723444

- 17 -



또, 차량 정비 서비스는 진단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각 차량의 작업 이력, 및 차량에 대해 이전의 서비스와 교체된 부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보수 이력을 알아내는데 관심을 둔다. 유사하게, 중고 차량의 잠재적인 구매자

들은 차량의 작업 및 보수 이력의 독자적인 기록을 가지고 싶어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그들은 차량이 충돌에 연루되었는

지, 거리적산계 기록이 정확한지등을 알고 싶어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자동차 생산자들과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자들(OEMs)은 차량의 초기 판매 이후에 구성요소의 내구성, 및 그

로 인한 적절한 품질보증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생산된 각 차량 내의 구성요소와 관련한 데이터를 얻는것에 괸심이 있

다. 독립 감시 단체들은 더욱이 다양한 차량 상표에 대해 차량 품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런 데이터에 관심

이 있다.

사실, 상기 관심있는 모든 데이터는 본 발명에 따라 C-메일을 거쳐 제공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는 서버의 목적지 주소가

지정될 수 있는, 잘 알려진 이-메일 "carbon copy(cc:)"의 특징을 사용하여, 개인의 차량에 의해 C-메일을 거쳐 인터넷상

의 상이한 서버들로 다중전달될 수 있다. 각 서버는 상이한 엔티티(entity)와 관련될 수 있고 상기 엔티티에 의한 사용을 위

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할 수 있다.

대안으로, 이 경우에, 데이터는 도 2에서 유용한 정ㅂ를 추출하기위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로써 기능하는

중앙 서버(230)에 의해 수집된다. 그 목적을 위하여, 프로세서(103)는 당해 차량과 관련한 C-메일 메시지를 구성하고, C-

메일 메시지가 통신 서브시스템(109)에 의해 시간별로,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인터넷(250)상의 중앙 서버(230)내의 지

정된 메일박스로 전송되도록 프로그램된다. 이에 따라, 서브시스템(109)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213)를 통해, 다른것들 중

에서, 인터넷(250)상에 C-메일을 제공하는 소정 접근 서버(222)로 전화연결을 설정한다. 이 때 서버(222)는 인터넷상에

서 C-메일을 제공하는 단지 하나의 접근 서버가 아닐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서버(222)와 유사한 많은 접근 서버들이

C-메일의 효율적인 통신을 위하여 지리적으로 분산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프로세서(103)에 의해 구성된 C-메일 메시지는 예를들어 "carcentral.com"이 중앙 서버(230)와 관련된 도메인을 나타낼

때, 그것의 주소, mail@carcentral.com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 서버 메일박스로 향하는 서버(222)에 대한 설정된

접속을 통해 전송된다.

도 3은 프로세서(103)에 의해 구성되는 C-메일 메시지에서의 상이한 데이터 필드를 설명한다. 상세하게는, 데이터 필드

(303)는 C-메일 메시지가 전달되는 중앙 서버 메일박스, 즉 mail@carcentral.com의 주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주소는 메

모리(107)에 저장된다. 데이터 필드(307)는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경우에는 JN1CA23D4TT567890@vehicle.com

인, 당해 차량과 관련된 발신지 주소를 포함한다. 데이터 필드(311)는 소정 양식으로 전술한 서브시스템들에 의해 제공되

는 동적 데이터의 선택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데이터 필드(315)는 클록 서브시스템(136)에 의해 제공되는 C-메일 메시지

의 날짜 및 시간 스탬프를 포함한다. 데이터 필드(319)는 보조 서브시스템(134)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의 현재 거리적산계

기록을 포함한다. 데이터 필드(323)는 아래에서 설명될 차량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네비게이션 서브시스템(141)에 의해

제공되는 GPS 데이터를 포함한다. 데이터 필드(327)는 서브시스템(141)로부터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현재 방향과 관련한

방향 데이터를 포함한다. 데이터필드(331)는 서브시스템(134)에서 속도계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의 현재 속도와 관련한 데

이터를 포함한다.

C-메일 메시지를 수신하면, 중앙 서버(230)는 메시지에 포함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상이한 내용에 의한 질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기 데이터를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들에 분배한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각각의 신규 데이터 등록은, 위에서 언

급한 것 처럼, C-메일 발신지 주소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차량의 VIN에 의해 식별된다.

표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언어(SQL)에 따른 질문을 사용하여 법률 시행자에 의해 질문받을 수 있는 중앙 서

버(230)내의 제 1 데이터베이스는 각 차량들로부터 예를 들어, 배출, 공해 물질, 광원의 보존, 잠금 장치 등과 관련한 C-메

일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1 데이터베이스에 질문한 후에, 법률의 시행은 위반차량의 소유자에게 경고 혹

은 소환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상기 차량들의 배출물질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광원, 잠금장치 등의 보존성의

결여 때문에 차량의 안전이 문제가 될때에는 그런 차량의 사용을 심지어 금지할 수 있다. 법률 시행자는 질의에 대한 반응

으로, C-메일의 일부를 형성하는 VIN들을 사용하여 위반 차량들에게 C-메일을 거쳐 그러한 경고나 소환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라, 상기 차량은 비상시, 차량 도난, 차량 사용의 법률에 의한 금지 등의 경우에, 차량이 원격으로

C-메일을 거쳐 동작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안전 메카니즘을 포함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에 따라, 프로세서(103)는 차량의 기

능정지를 이루기 위해 비밀 코드로 각각 수신되는 C-메일 메시지를 검사한다. 만약 이러한 비밀코드가 검출되면,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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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103)는 이에따라, 바람직하기로는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의 속도가 낮을 때, 엔진을 끈다. C-메일 메시지의 나머지

는 다음에 설명될 사용자 인터페이스(139)를 통해 기능정지의 원인을 나타낼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다중 비밀 코

드가 차량을 기능정지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특별한 비밀 코드가 법률의 시행에 할당된다. 차량이 법률의 위반으로 C-메

일 메시지에 의해 통지 받아 기능정지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상기 차량 엔진이 특별한 비밀코드에 기반하여 재가동되기

전에 적절한 법률의 시행 판례로 상기 위반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재소유의 경우에 금융 기관들에 의해 임대 및 융자된 차량들을 추적하기 위해 질의되는 중앙 서버(23)내의 제 2 데이터베

이스는, 각각의 차량으로부터 위치에 상응하는 날짜, 시간 및 진행 방향들과 속도와 연관된 GPS 위치와 관련한 C-메일 데

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각 차량의 행방을 아는 것은 차량이 비상시 혹은 사고, 특히 사용자가 의식을 잃거나 현재 차량 위

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위치를 알아낼 필요가 있을 때 또한 중요하다.

차량 정비 서비스, OEM들, 독립 감시 그룹들에 의해 질의받을 수 있는 중앙 서버(230)내의 제 삼 데이터베이스는, 각 차량

들로부터 상기 설명된 서브시스템들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내의 동작 요소의 진단과 관련한 C-메일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

다. 자동차 보험 회사는 또한 제 삼 데이터베이스에 예를 들어, 속도, 사용자의 운전습관을 알기 위한 차량 브레이크의 상

태와 관련한 데이터를 질의할 수 있다. 차량의 고속도로 속도제한을 넘는 빈도, 브레이크 마모 비율등을 나타내는 데이터

에 기반하여, 보험회사는 사용자와 관련한 특정 위험 인자, 및 이에따른 사용자 차량의 보험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다.

자동차 정비 업체는 또한 각 차량에 대해서 수리, 유지보수 그리고/혹은 부품교환을 공급한 후 제 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할 수 있어, 이로인해 데이터베이스를 보충한다. 그 목적을 위하여, 각 자동차 수리 서비스는 중앙 서버 메일박스에 상기

차량에 대해 수행된 서비스들을 설명하는 이-메일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러한 이-메일 메시지의 데이터 필드는 (a)중앙

서버 메일박스, 즉, 이 예에서 mail@carcentral.com의 주소를 포함하는 목적지 주소 필드, (b)서비스 받은 차량의 VIN을

포함하는 제목 혹은 "re:" 필드 (c)본 예에서는 중앙 서버에 가입한 자동차 정비 업체를 식별하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는

발신지 주소 필드, 및 (d)차량에 대해 수행된 서비스들, 차량 부품들의 교환과 이에따른 설명, 및 서비스 날짜와 시간과 관

련한 데이터를, 어떤 서비스 혹은 부품교환이 자동차 생산자에 의한 리콜 공지(recall notice)에 의한 것인지 여부 표시와

함께 포함하는 메시지 본문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메시지 본문 필드는 이-메일 메시지를 수신한 후에 중앙 서버(230)에

의한 데이터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코드일 수 있는 소정 양식으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중앙 서버(230)는 등록되고

C-메일 주소와는 상이한 형태인, 정비 서비스를 식별하는 발신지 주소로써 이러한 이-메일 메시지를 C-메일 메시지와 구

별한다. 정비 서비스로부터 이-메일 메시지를 수신하면, 중앙 서버(230)는 그 메시지 본문 필드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상기 데이터를 문제 사건 필드에서 제공되는 VIN하의 상기 제 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 중에서, 보충되는 제 삼 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함으로써, 자동차 생산자는 종래기술에서처럼 차량 소유

자의 최종적으로 알려진 주소로 느린 메일, 예를 들어, 미국 우편 서비스를 거쳐 송신되었을 지도 모를, 발표된 리콜 공지

에 응한 그런 차량들의 VIN을 얻을 수 있다. 자동차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그 자신의 컴퓨터에 리콜 공지가 나가야 할 판매

된 차량의 VIN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충된 제 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얻어진 상술한 VIN

들을 입력하고 제거함으로써, 자동차 생산자 컴퓨터는 리콜 공지에 응하지 않은 그런 차량들의 VIN들을 식별한다. 본 발명

의 다른 측면에 따라, 자동차 생산자 컴퓨터는 이차 리콜 공지를 C-메일 "cc:" 주소의 일부로써 식별된 VIN을 사용하는 그

런 차량들에게 C-메일을 거쳐 다중전송할 수 있다. 이사했거나 변경된 각 차량 소유자의 등록 주소의 유효성에 실용성이

불확실하게 의존하는 종래 기술의 느린 우편 방법과 비교할 때, 상기 발명의 C-메일 방법은 C-메일의 형태인 리콜 공지가

인터넷을 거쳐 차량 그자체로 전송되고, 차량내의 사용자는 아래에 설명되는 방식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리콜 공

지가 도착하자마자 C-메일 리콜 공지를 읽도록 촉구되는데서 더욱 효율적이다. 사실, 자동차 생산자는 리콜 공지를 C-메

일을 거쳐 첫 번째 예에 관련된 모든 차량들에게 다중전송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이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 정비 업체에 의해 보충되는 제 삼 데이터베이스는 또한 그런 서비스에 의해 교체된 각 차량

의 부품들을 교환 날짜와 시간, 설명에 의해 분류한다. 차량의 최종 스크랩화에서, 보충된 제 삼 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함으

로써 각 교환 부품의 이력이 알려진다. 교환부품 이력에 의존하여, 교환부품은 재활용되고, 재사용되며, 혹은 환경을 더 좋

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제거될 수 있다.

중고 차량 구매자들을 위해, 보충된 제 삼 데이터베이스는 또한 이전의 충돌을 나타내는 차량의 차체에 대한 물리적인 충

격의 어떠한 검출, 및 이에따른 에어백의 어떠한 작동과 관련한 C-메일 데이터를 제공한다. 부가적으로, 상응하는 날짜 및

시간과 연결된 차량의 거리적산계 기록을 포함할 수 있다. 거리적산계 기록은 만약 시간에 따라 증가하면 정확한 것으로

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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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서버(230)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기 혹은 임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230)로의 이-메일 혹은 C-메일

내의 데이터는 잘 알려진 암호 알고리듬, 예를 들어 RSA 알고리듬, 디지털 서명 알고리듬(DSA : Digital Signature

Algorithm), 프리티 굳 프라이버시(PGP : Pretty Good Privacy) 알고리듬등에 따라 암호화되거나, 혹은 인증의 목적으로

디지털 서명으로 사인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서버(230)에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메이스 매니저(미도시)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반하는 질의는 질의에서 정

의된 기준을 만족하는 간단한 보고가 결과로 나옴에 또한 주의해야 한다. 어떠한 문장, 도면, 그림, 오디오 클립 그리고/혹

은 비디오 클립이 서버(230)로 송신된 C-메일 혹은 이-메일 메시지에 첨부된 경우에, 이러한 첨부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목 및 표시문자가 있게된다.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발생된 보고서는 모든 관련된 첨부들을 포함한다.

도 1 내지 4를 참조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139)는 차량의 대쉬보드에 위치하는, 디스플레이(405), 예를들어, 액정 디스

플레이(LCD), 및 프로세서(103)가 디스플레이(405)상의 디스플레이 그래픽을 제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구동기(미도시),

예를 들어 LCD 구동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인터페이스(139)는 잘 알려진 터치-스크린 회로

(미도시)를 포함한다. 이러한 회로에서, 사용자는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405) 상에 표시된 옵션에 접촉함으로써 프로세서

(103)와 상호 작용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139)를 통하여, 프로세서(103)는 터치 스크린 회로를 통하여 디스플레이(405)

상의 어느 부분에 접촉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신호를 수신한다. 만약 이러한 위치가 화면 상에 표

시된 옵션 중 하나의 소정의 위치와 일치하면, 프로세서(103)는 그 옵션이 선택되었음을 결정한다. 이러한 터치 스크린 및

표시된 옵션 선택 기능과 더불어, 사용자는 계속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차량의 선택 가능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에서, 인터페이스(139)는 (1) 사용자로 하여금 명령을 내리고 프로세서(103)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한 통상적

인 음성 인식기(speech recognizer) 및 오디오 입력기(audio input), 및 (2) 프로세서(103)로 하여금 오디오 신호로써 사

용자와 통신하도록 하는 통상적인 음성 합성기(speech synthesizer) 및 오디오 출력기(audio output)를 또한 포함한다.

물론, 전술된 사용자 인터페이스(139)에 내장된 터치 스크린 기능에 첨가되거나 터치 스크린 기능 대신에, 디스플레이

(405) 상에 표시된 옵션을 선택하기 위한 다른 잘 알려진 사용자 인터페이스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역시 내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는 디스플레이(405) 주위에 설치된 전용(dedicated) 또는 프로그램 가능한 키

(key); 마우스, 조이스틱, 라이트 펜(light pen), 트랙볼, 터치 패드, 또는 이들의 결합 등과 같은 지시 장치(indicator

device)를 포함한다.

전술된 '855 출원서에서 공개된 바와 같이, 프로세서(103)는 디스플레이(405) 상에 상이한 스크린들 또는 페이지들이 표

시되도록 야기할 수 있다. 각 페이지는 차량의 기능들에 관한 상이한 측면들을 제어하기 위한 표시된 옵션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오디오 페이지는 오디오 스테이션(audio station)을 선택하도록 하고, 기후 제어 페이지는 기온 및 습도를 조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본 명세서에서 전술된 바와 같이, 대상 차량의 현재 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C-메일 메시지는 서브시스템(109)으로

부터 설정된 연결(established connection)을 통하여 인터넷 상의 서버(222)로 때때로 전송된다. 이러한 C-메일이 얼마

나 자주 전송되는가 하는 것은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차량이 정지하고 있을 경우(즉, 속도가 0

일 경우)에는 이러한 C-메일 전송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차량의 활동 중 많은 부분들이 진행중이 아니

기 때문이다. 서브시스템(109)으로부터 서버(222)로의 전송이 각각 일어난 후에는, 서버는 이에 응답하여 서브시스템

(109)으로 차량에 어드레싱된(addressed) 인터넷으로부터 사전에 확립된 연결이 끊어지기 전에는 동일한 연결 경로를 통

하여 어떠한 C-메일 메시지들을 전송한다. 이러한 C-메일 메시지가 서브시스템(109)에 의하여 수신되자마자, 프로세서

(103)는 수신된 C-메일 메시지의 헤더(header)를 독출하는데, 헤더는 수신된 메시지가 브라우징(browsing)을 위한 표시

데이터(display data) 및/또는 프로세서(103)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비-표시 데이터(non-display data)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만일 수신된 C-메일 메시지가 표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프로세서(103)가 결정을 내

리면, 그 결과 C-메일 지시자(indicator)가 팝-업(pop-up)되어서 사용자가 현재 사용중인 페이지 상에 표시되어 C-메일

메시지가 도달하였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409로 표시된 이러한 C-메일 지시자가 도 4에 도시되고 사용자가 현재 사용

중인 페이지인 스마트 네비게이터(SMART NAVIGATOR) 페이지 상에 나타난다.

이러한 예시에서, 지시자(409)가 표시된 스크린(405) 상의 영역(상자(411)는 제외)에 접촉함으로써, 사용자는 표시 데이

터를 포함하고 있는 수신된 C-메일 메시지를 열어볼 수 있다. 도 5는 리콜 공지를 포함하고 있는 C-메일 메시지의 한 예를

도시한다. 도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예시에서의 통보는 ABC 자동차 생산자로부터 대상 차량에 그 대상 차량 상에 전달

되며 잘못된 에어백 VOD창 메커니즘이 적용되었음을 나타낸다. 다른 환경 하에서는, 이러한 C-메일 메시지는 법률 시행

자(low enforcement)로 부터의 경고장 또는 소환장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고, 보험 회사로부터 전달되고 자동차 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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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 등이 될 수 있다. 수신된 C-메일 메시지를 독출한 뒤에, 사용자는 저장(SAVE) 옵션(509)을 이

용하여 메모리(107) 내에 그 메시지를 저장하거나, 삭제(DELETE) 기능(511)을 이용하여 수신된 메시지를 삭제할 수도

있다.

팝-업 지시자(409)를 바라볼 때, 사용자가 지시자(409)에 의하여 지시되는 C-메일을 차후에 읽기로 결정하면, 사용자는

상자(411)에 해당하는 부분을 스크린(405) 상에서 접촉하여 수신된 C-메일 메시지를 열어보는 일을 연기하기 위하여 지

시자(409)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도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마트 네비게이터 페이지는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NAVIGATION) 옵션(419), 날씨

(WEATHER) 옵션(421), 교통 상황(TRAFFIC) 옵션(425) 및 디렉토리(DIRECTORY) 옵션(430)과 같은 표시된 옵션을

포함한다. 디스플레이(405) 상에서 옵션(419)을 접촉하고 엔터(ENTER) 키(435)를 선택함으로써 옵션(419)을 선택함에

의하여, 사용자는 입력한 목적지에 관한 네비게이션 지시 사항들을 획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목적지, 중간 정

거장, 등에 관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도출 작업은 질문을 디스플레이(405) 상에 위치시키거나 및/또는 전술된

오디오 출력을 통하여 합성된 음성을 이용하여 질문을 발음함으로써 실현된다. 그러면, 사용자는 전술된 음성 입력신호를

통하여 그 질문에 대한 음성 응답을 제공한다. 그러면, 인터페이스(139) 내의 음성 인식기가 응답을 인식하고 등록한다.

도 1에 도시된 네비게이션 서브시스템(141)은 미국 정부의 GPS의 일부인 인공 위성단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한다. 이러한

신호에 응답하여, 서브시스템(141)은 차량의 위치를 위도 및 경도로 정확히 지시한다. 후술될 소스(source)로부터의 지도

정보를 이용하여, 서브시스템(141)은 디스플레이(405) 상에 사용자에 의하여 특정된 목적지를 향하는 경로를 제안한다.

더 나아가, 차량의 순시적인 속도 및 방향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서브시스템(141)은 음성으로 및 영상으로 그 목적지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있다.

근거리 네비게이션(local navigation)을 위하여, 전술된 지도 정보는 콤팩트 디스크(CD)의 형태로 저장된 매체로부터 제공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장 매체의 저장 용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거리가 커버하는 지역을 벗어나는 장거리

지역을 네비게이션 하기 위해서는, 서브시스템(141)은 전술된 C-메일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필요한 지도 정보를 획득하거

나, 후술된 웹 페이지(web page)의 형태로 획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 서버(230)가 때때로 각 메시지에 포함된 GPS

정보에 기초하여 차량의 현 위치를 나타내는 C-메일 메시지를 차량으로부터 수신하면, 서버(230)는 원거리에 대한 지도

정보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 작업은 현재의 C-메일 메시지를 수신한 시간 및 다음 C-메일 메시지를 수신할

시간 간의 간격 동안에 차량이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냐에 대한 예측에 기초한다. 이러한 예측 작업은 전술한 바와 같은 시

간 간격에 기초하는데, 그 데이터는 현재의 C-메일 등에 존재하는 차량의 속도 및 방향에 관계된다. 만약, 어떠한 원거리

지역 지도 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서버(230)는 C-메일을 통하여 시스템(100)에 저스트-인-타임 방법으로 지도 정

보를 되돌려주는데, 이러한 지도 정보는 차량의 현 위치로부터 소정의 반경 내에서는 유효하다. 또는, 서버(230)는 전술된

예측에 기초하는 포함 지역(coverage)에 대한 지도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스마트 네비게이터 페이지 상에서 네비게이션 옵션(419)에 덧붙여서 날씨 옵션(421), 교통 상황 옵션(425) 및/

또는 디렉토리 옵션(430)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옵션(421)이 옵션(419)에 덧붙여서 선택된 후 엔터 키(435)를 눌

렀다면, 서브시스템(141)은 디스플레이(405) 상에 주어진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전술된 '855 출원서 내에 공개된 바와 같

은 경로 상의 날씨 상태, 위험 지역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시한다. 유사한 방법으로, 옵션(425)이 옵션(419)에 덧붙여서

선택된 후 엔터 키(435)를 눌렀다면, 서브시스템(141)은 주어진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그 경로 상의 교통 상황, 고속 도로

경고 메시지, 등과 같은 정보와 함께 디스플레이(405) 상에 제시한다. 옵션(430)이 옵션(419)에 덧붙여서 선택되고 엔터

키(435)를 눌렀다면, 프로세서(103)는 후술된 메인 디렉토리 페이지를 디스플레이(405) 상에 표시한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러한 페이지 상의 추가적인 옵션을 사용자가 계속하여 선택하면, 주어진 목적지까지의 제안된 경로 및 그 경로 상의 선

택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들(예를 들어, 식당, 주유소 등)에 관한 디렉토리 정보가 디스플레이(405) 상에 표시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족하다. 전술된 날씨 정보, 교통 상황 정보, 및 디렉토리 정보는 동일한 경로 상에 결합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

야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잘 알려진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자동차

브라우저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인터넷(250)에 연결된 서버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브라우징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시스템

(100) 내의 메모리(107) 내에 저장되어 있다. 특별히, 자동차 브라우저는 표준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 가상 공간 마크업 언어

(VRML, virtual reality markup language), 그래픽 교환 포맷(GIF, graphics interchange format), 자바 애플릿(JAVA

applet), 등과 같은 것들에 호환성 있게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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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도 4의 스마트 네비게이터 페이지 상에서 디렉토리 옵션(430) 만을 선택하거나 또는 디렉토리 옵션(430)을 네

비게이션 옵션(419)과 함께 선택한 후에 엔터 키(435)를 누르면, 프로세서(103)는 통신 서브시스템(109)이 접근 서버

(222)와 통신하기 위한 통신 경로를 설정하도록 야기한다. 그러면, 프로세서(103)는 자동차 브라우저로 하여금 소정의 균

등 자원 지시자(URL, uniform resource locator)에 의하여 식별되는 서버로부터 디렉토리 정보를 요구하도록 야기하는

데, 여기서 자동차 브라우저에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 프로토콜(IP, internet protocol) 주소가 부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본 예시에서 URL이 "www.carcentral,com/directory" 라고 하면, 이 URL은 중앙 서버(230)에 의하여 제공된

전술된 메인 디렉토리 페이지를 식별한다. 이와 같이 URL 및 요구 발생지(request originator)의 식별 번호, 즉 자동차 브

라우저의 IP 주소를 포함하는 요구 신호가 자동차 브라우저로부터 발생되면, 이 요구 신호는 설정된 통신 연결 경로를 통

하여 접근 서버(222)로 송신되는데, 접근 서버(222)에서는 본 예시에 의한 요구 신호를 주어진 URL에 기초하여 인터넷

(250)을 통하여 중앙 서버(230)로 전달한다.

전달된 신호에 응답하여, 서버(230)는 웹 페이지(이름 짓자면 메인 디렉토리와 같은)를 요구 신호 내에 제공된 자동차 브

라우저의 IP 주소에 따라서 그 자동차 브라우저로 돌려보낸다. 이러한 메인 디렉토리 페이지를 수신한 뒤, 자동차 브라우

저는 그 페이지를 디스플레이(405) 상에서 연다. 도 6은 디스플레이(405) 상에 표시된 메인 디렉토리 페이지의 일 예를 나

타낸다.

도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메인 디렉토리 페이지는 전국적 옵션(NATIONAL option)(605), 지역적 옵션(REGIONAL

option)(607), 및 개별적 옵션(INDIVIDUAL option)(609)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옵션(605)을 선택하면 사용자는 현재의

차량 위치에서 선택된 거리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인식되거나 전국적인 상표인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관한 디

렉토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특별히, 옵션(605)을 선택했음을 인식하면, 자동차 브라우저는 드롭-다운(drop-down) 메

뉴(615)를 실행시키는데, 이 드롭-다운 메뉴는 디스플레이(405) 상에 나타나는 식당 옵션(RESTAURANT option)(615-

1), 주유소 옵션(GAS STATION option)(615-2,..., 및 백화점 옵션(DEPARTMENT STORE option)(615-N) 등을 포함

하는데, 여기서 N은 자연수이다.

일반성을 잃지 않으면서, 본 예시에 의한 사용자는 식당 옵션(615-1)을 선택한다. 이 옵션을 선택하였음이 검출되면, 자동

차 브라우저는 차량의 현재 위치에 대한 GPS 좌표축을 네비게이션 서브시스템(141)으로부터 획득하고, 획득된 GPS 좌표

축에 의하여 지시되는 차량의 현 위치로부터 선택된 거리(예를 들어 5 마일과 같은 거리) 내에 있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식

당들의 상호명에 대한 요구 신호를 전송한다. 이러한 요구 신호에 응답하여, 서버(230)는 수신된 GPS 좌표축에 기초하여

식당 광고 페이지를 제공한다. 도 7은 디스플레이(405) 상에 표시된 식당 광고 페이지의 일 예를 나타내는데, 디렉토리 옵

션(430)이 스마트 네비게이터 페이지 상의 네비게이션 옵션(419)과 결합되지 않은 단일 상태로 선택되었다고 가정한 경우

이다. 만약 디렉토리 옵션(430)이 스마트 네비게이터 페이지 상의 네비게이션 옵션(419)과 결합되어 선택되었다면, 표시

된 식당 광고 페이지 상에 주어진 목적지까지 가는 네비게이션 지시가 역시 나타날 것이다.

도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이콘(703)이 전술된 GPS 좌표축을 이용하여 5-마일 반경 지도 상에 차량의 현재 위치를 나타

낸다. 태그들(713, 715, 및 719)은 각각 전국적으로 알려진 식당들의 위치를 지도 상에 나타낸다. 예를 들어, 태그(713)는

맥도널드 식당의 위치를 나타내고; 태그(715)는 타코 벨 식당의 위치를 나타내며; 태그(719)는 올리브 가든 식당의 위치를

나타낸다. 태그들(713, 715, 및 719)은 각 식당들의 유명한 로고를 포함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도, 이러한 태그들을 선택하는 작업은, 통상적인 하이퍼링크(hyperlink)의 경우와 유사하게, 자동차 브라우저가 중앙 서버

(230)에 접근하여 그 식당을 음성 신호 및 문자 신호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태그(713)를 선택한 후, 자동차

브라우저가 사용자 인터페이스(139)로 하여금 "맥도널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발송하고 및/또는 맥도널드 식당을

식별하는 징글벨 소리를 울리며, 동시에 태그(713) 옆에 맥도널드를 나타내는 문자 단어들을 표시한다.

여기서, 서버(230)는 상품/서비스 제공자에 관련한 디렉토리 정보를 그들의 유료 광고 가입(paid advertising

subscription)에 기초하여 제공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식당들의 경우에, 서버(230)는

서버의 디렉토리 서비스에 지불하는 식당들에 대한 디렉토리 정보만을 제공한다. 서버(230)는 서버의 메모리 내에 각 가

입 식당들의 GPS 좌표축을 저장한다. 도 7의 식당 광고 페이지를 제공함에 있어서, 서버(230)는 차량의 현재 위치에서 선

택된 거리 내에 있는 그러한 가입 식당들(예를 들어, 본 예시의 경우에는 태그들(713, 715, 및 719)에 의하여 표시되는 식

당들)을 식별한다. 이러한 결정은 차량의 GPS 좌표축 및 서버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각 가입 식당들의 좌표축을 비교함

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옵션으로(OPTIONS) 키(721), 뒤로(BACK) 키(725), 앞으로(FORWARD) 키(727)들이 도 7의 식당 광고 페이지 상에 제

공되었다. 예를 들어, 키(721)를 선택함에 의하여, 사용자는 표시된 지도의 포함 영역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재지

정(re-definition)은, 차량 위치로부터의 새로운 반경을 지정하기 위한 더 멀리(further) 옵션을 선택하거나, 또는 가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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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마크(cross mark)(733)를 지시자 장치 또는 본 예시의 경우에서와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터치 스크린 기능을 제공

할 경우에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지적하고 끌어서(point and drag) 이루어질 수 있다. 사용자가 가장자리 마크(733)를 지

적하고 디스플레이(405)의 중앙부로부터 끌면, 지도의 포함 영역은 확대되고, 이에 따라서 표시된 지도의 스케일이 증가

한다(즉, 인치당 마일 수가 증가한다). 포함 영역을 확대(또는 축소)함에 의하여, 포함 영역 내의 식당 태그들의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

키(721)를 선택함에 의하여 사용자는 식당 광고 페이지를 갱신하는 빈도수도 역시 한정하여 사용자가 차량이 이동함에 따

라서 지속적으로 다른 식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빈도수는 시간에 대해서 정의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빈도수는 마일리지(mileage), 예를 들어, 차량의 현재 위치로부터의 매 5마일 마다

한번씩 등의 방법으로 정의된다. 빈도수가 특정되자마자, 자동차 브라우저는 지속적으로 네비게이션 서브시스템(141)에

차량의 현 GPS 좌표축을 요청하고, 이러한 좌표축을 중앙 서버(230)에 보냈던 이전 요구 신호들의 좌표축들과 비교한다.

비교된 두 세트의 GPS 좌표축이 특정된 거리(예를 들어, 5마일) 이상 떨어져 있다고 결정되면, 자동차 브라우저는 서버

(230)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식당들의 명칭에 대한 새로운 요구 신호를 발송하는데, 이 요구 신호는 차량의 현 위치에 대한

GPS 좌의 세트를 포함한다. 새로운 요구 신호에 응답하여, 서버(230)는 새로운 식당 태그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식당 광고

페이지를 디스플레이(405) 상에 표시한다.

통상적인 방법에서, 자동차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방문하거나 브라우징 했던 페이지들의 순서를 저장한다. 뒤로 키(725)를

선택하면 사용자는 현재의 페이지(예를 들어, 식당 광고 페이지) 직전에 방문한 페이지(예를 들어, 메인 디렉토리 페이지)

를 다시 재방문할 수 있다. 유사하게, 앞으로 키(727)를 선택하면, 사용자는 현 페이지의 바로 다음 페이지를 재방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앞으로 키(727)는 선택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식당 광고 페이지 다음 단계의 페이지는 아직 설정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술한 예시에 계속하여, 사용자는 태그(713)가 맥도널드 식당을 나타낸다는 것을 습득했고, 또한 그 사용자는 맥도널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을 수 있으며, 따라서 태그(713)를 다시 선택하여 그 식당에 대한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을 하면, 자동차 브라우저는 디스플레이(405) 상에 조회 창(inquiry window)을 표시한다. 도 8에 예시된 바와

같이, 조회 창은 사용자의 선택의 비밀성(confidentiality)에 관한 세 가지 조회 사항을 포함한다. 특정적으로는, 만약 사용

자가 그/그녀의 선택을 비밀로 하고 싶으면, 사용자는 상자(805)를 선택하여 조회 창을 처분할 수 있다. 반면에, 만약 사용

자가 그/그녀의 선택을 비밀로 하고 싶지 않으면, 사용자는 상자(805) 대신에 상자(807)를 선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만

약 사용자가 그/그녀의 선택을 언제든지 비밀로 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도 조회 창을 보고 싶지 않으면, 사용자는 상자(805,

807) 대신에 상자(809)를 선택할 수 있다.

맥도널드 식당에 대한 다른 정보들에 대한 요구를 자동차 브라우저로부터 수신하고, 비밀성에 대한 사용자의 응답을 수신

한 후에, 서버(230)는 우선 맥도널드 식당을 나타내는 태그(713)의 적중 수(hit count)를 하나 만큼 증가시킨다. 일반적으

로, 서버(230)는 상품/서비스 제공자-광고자를 나타내는 각 태그 마다의 누적적 적중 수 및 각각의 적중 시간 및 적중 날짜

등의 정보들에 보조를 맞춘다.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통계가 제공자-광고자에 의하여 사용되어 그들의 디렉토리 출연의 효

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경품 전략(promotional plans)을 세우는 것을 돕는다.

이에 덧붙여, 만약 사용자의 응답이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대한 그/그녀의 선택이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면, 서

버(230)는 이러한 선택, 선택한 시간 및 날짜, 등의 정보를 사용자를 나타내는 자동차 브라우저의 IP 주소에 의하여 식별되

는 기록 내에 저장한다. 동일한 IP 주소에 관련된 사용자가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모두 동일한 기록에 저장된다. 그 결과

로 얻어지는 데이터페이스는 상이한 사용자로부터의 기록을 포함하는데, 상품/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이용되어 그들의

상품/서비스의 소비자에 대한 프로파일(profile)을 만들도록 할 수 있다. 소비자 프로파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

서비스 제공자는 광고, 상업 광고, 및 그들 소비자의 각 그룹을 겨냥한 경품 캠페인들을 계획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서버(230)는 식당 페이지(RESTAURANT page)를 디스플레이(405) 상에 반환한다. 도 9는 선택된 태그

(703)에 의하여 표시되는 맥도널드 식당으로 가는 길 정보, 및 영업 시간, 전화 번호, 시설 및 경품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식당 페이지를 예시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이 페이지 앞에는 역시 서버(230)에 의하여 제공되는 비디오 및 사

운드 클립(clip)에 기초한 식당에 대한 광고가 선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서버(230)는 출연자들의 사업 수행 및 사업 설비(establishment)의 디지털 이미지를 수집

한다. 이러한 예시에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디지털 카메라가 각 출연 식당 내에 설치되어 그 식당의 시설에 대한 사진

을 주기적으로 촬영한다.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이미지들은 그 식당 내의 인터넷 프로세서(Internet processor)에 의하여

통상적인 이미지 파일들(예를 들어 GIF 화일들)의 포맷으로 변환된다. 예를 들면, 각 이미지 파일들은 그 헤더 내에 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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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GPS 좌표축, 및 그 이미지가 촬영된 시간 등을 포함한다. 물론, 이미지가 촬영된 시간이 이미지 자체의 내부에 포함

될 수도 있다. 통상적인 방법에서, 이미지 파일은 인터넷 프로세서를 통하여 인터넷(250)을 거쳐 서버(230)로 전송되는데,

서버에서 이미지 파일은 출연자 식당을 인식하며 파일 헤더 내에 있는 GPS 좌표축에 따라서 저장된다.

보기(VIEW) 키(903), 네비게이트(FAVIGATE) 키(905), 취향(FAVORITE) 키(907), 뒤로(BACK) 키(909), 앞으로

(FORWARD) 키(911), 식당 웹사이트(RESTAURANT WEBSITE) 키(913), 및 식당 메뉴(RESTAURANT MENU) 키

(915) 들 역시 도 9의 식당 페이지 상에 제공된다. 선택 키(903)를 누르면 서버(230)는 자신의 GPS 좌표축에 의하여 식별

되는 문제의 맥도널드 식당의 가장 최근의 디지털 이미지들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디스플레이(405) 상에 나타낸다. 바람직

하게는, 이미지를 보일 때 사용자가 시설이 괜찮은지 및 각 이미지에 관련된 시간 스탬프(time stamp)를 고려하여 그 식당

이 사용자가 식당에 도착했을 즈음의 시간대에 붐빌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비게이트 카(905)를 선택하면 네비게이션 서브시스템(141)이 사용자에게 전술된 방법으로 그 식당의 위치를 제공한다.

취향 키(907)를 선택하면, 사용자는 후술된 개별 레지스트리 내에 문제의 식당을 식별하는 GPS 좌표축을 "북마크

(bookmark)" 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 현재에는, 개별 레지스트리가 개인 레지스트리 및 비즈니스 레지스트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족하다. 만일, 그/그녀의 개인(비즈니스) 목적에 적합한 바람직한 선택이었을 경우, 사용자는 식당의

GPS 좌표축을 개인(비즈니스) 레지스트리에 북마크할 수 있다.

뒤로 키(909) 및 앞으로 키(911)는 전술된 키들(725, 727)과 각각 유사하게 동작하다. 키(913)는 그 식당의 웹사이트로

가는 하이퍼링크(hyperlink)이다. 그러므로, 선택 키(913)는 자동차 브라우저가 그 식당의 웹 사이트를 디스플레이(405)

상에 열 수 있도록 한다. 덧붙이면, 선택 키(915)는 사용자로 하여금 식당 메뉴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가

도 10에 예시되어 있다.

도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식당 메뉴 페이지는 그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 및 음료수를 열거한다. 각 음식 및 음료수 엔트

리는 선택함에 의하여 강조될 수 있다. 사용자는 강조된 음식 및 음료수를 주문(ORDER) 키(1005)를 선택함으로써 미리

주문할 수도 있다. 키(1005)를 선택하면, 자동차 브라우저는 주문 정보가 서버(230)로 전송되어 서버가 정보를 그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식당 내의 인터넷 프로세서로 다시 전송하게 한다.

이 시점에서, 맥도널드 식당을 나타내는 태그(713)를 선택하는 것 및 그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 및 음료수에 관련된 정보가

태그(713)에 따른 GPS 좌표축에 따라서 메모리(107) 내의 특정한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자동

차 브라우저가 서버(230)를 통하여 장래에 동일한 GPS 좌표축에 해당하는 태그(713)를 수신하는 경우에, 자동차 브라우

저는 특정한 메모리 공간에서 그러한 GPS 좌표축에 해당하여 저장된 정보를 복구한다. 설명되는 예시에서는, 만일 사용자

가 동일한 경로 또는 그 경로와 유사한 경로를 통하여 돌아올 경우, 태그(713)가 돌아오는 여행 도중에 다시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한 경우에, 태그(713)와 동일한 GPS 좌표축에 해당하여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자동차 브라우저

는 태그(713)를 식별 가능한 색깔로 강조하여 그 태그(713)와 관련된 식당에 들렀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태그(713)는

선택된 바가 없는 다른 태그들과는 다른 색으로 칠해진다. 이러한 식별 가능한 색깔 강조를 통하여 그 식당에 관련된 사용

자의 기억이 자극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그녀가 그 식당에 재 방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는 것이 바람

직하다. 사용자가 식당에 재방문하기로 결정하고, 그리하여 관련된 태그를 재선택할 경우에는, 그리고 사용자가 과거에 선

택된 바가 있는 관련된 웹 페이지 상의 선택 가능한 아이템을 다시 볼 경우에는, 도 10의 식당 메뉴 페이지 상에 있는 음식

또는 음료수 중 사전에 주문된 바가 있는 것들 역시 식별 가능한 색깔로 강조된다. 또한, 이러한 식별 가능한 색깔 강조를

통하여 그 선택된 아이템에 관련된 사용자의 기억이 자극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그녀가 동일한 아이템을 재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예시에서, 도 6의 메인 디렉토리 페이지로 되돌아와서 사용자가 이번에는 지역적 옵션(607)을 선택했다고 한다. 본 발

명의 또다른 측면에 따르면, 지역적 옵션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지역의 지역적 매력, 및 그 지역에서 알려진 상품 및/또는

서비스들(즉, 차량이 현재 속해 있는 지역에서 특별히 알려진 것들)에 관련된 디렉토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러한 선택을 검출함에 있어서, 자동차 브라우저는 네비게이션 서브시스템(141)으로부터 차량의 현재 위치의 GPS 좌표축

을 수신하고, 서버(230)에 적합한 드롭-다운 메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호를 전송하는데, 드롭-다운 메뉴는 직전

에 얻은 GPS 좌표축에 의해 지시되는 차량의 현 위치에 대한 함수이다. 이러한 요청 신호를 접수하면, 서버(230)는 차량이

현재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지를 수신된 GPS 좌표축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지역에 속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들의

옵션을 포함하는 적합한 메뉴를 제공한다.

계속하여 예를 들면, 자동차가 현재 다양한 테마 파크(theme park) 및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관광 상품을 가지고 있는 올

란도, 플로리다와 같은 지역으로부터 소정 거리만큼 떨어진 지역에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서버(230)가 예를 들어 테마

파크 옵션(617-1), 기념품 옵션(617-2),... 및 지역적 식당 옵션(617-k) 등을 포함하는 드롭-다운 메뉴(617)를 제공하는

등록특허 10-0723444

- 24 -



데, 여기서 k는 자연수를 나타낸다. 전술된 바와 같이 식당 옵션(615-1)을 선택하는 동작과 유사하게, 본 예시에서 테마

파크 옵션(617-1)을 선택하면 서버(230)가 테마 파크 광고 페이지(미도시)를 디스플레이(405) 상에 제공한다. 현재까지

개시된 바에 비추어, 전술된 도 7의 식당 광고 페이지와 유사하게, 테마 파크 광고 페이지가 차량의 현재 위치 및 서버

(230)의 디렉토리 서비스에 출연하는 테마 파크들의 위치들을 표시하는 선택된 포함 지역(coverage)을 가지는 지도를 포

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당업자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술된 도 9의 식당 페이지와 유사하게, 테마 파크 페

이지(미도시)는, 예를 들어 테마 파크로 가는 방향, 방문 가능 시간 및 경품, 파크의 설비 등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

다. 더 나아가, 도 10에 전술된 식당 메뉴 페이지에서와 같이, 입장권 페이지(미도시)는, 예를 들어 입장권 가격 및 할인, 사

전에 입장권을 주문할 수 있는 옵션 등에 관련된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개인(INDIVIDUAL) 옵션(609)을 선택하면, 사용자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상품/서비스 제공자에 관련된 디렉토리 정보

에 전술된 개인 레지스트리에 따라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전술된 바와 같이, 개인 레지스트리는 비즈니스 및 개인 레지스트

리를 포함한다. 비즈니스 및 개인 레지스트리 모두가 메모리(107) 내의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다. 비즈니스(개인)

레지스트리는 비즈니스(개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상품/서비스 제공자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그

러한 제공자들의 위치를 식별하는 상응하는 GPS 좌표축도 포함한다.

특별히, 옵션(609)을 선택하면, 비즈니스 옵션(619-1) 및 개인 옵션(619-2)을 포함하는 드롭-다운 메뉴(619)가 디스플

레이(405) 상에 제공된다. 일반성을 잃지 않으면서, 본 예시에서는 비즈니스 옵션(619-1)이 선택되고, 자동차 브라우저가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서 저장된 비즈니스 레지스트리 정보를 복원하며, 복원된 정보에 기초하여, 디스플레이(405) 상에

비즈니스 레지스트리(BUSINESS REGISTRY) 페이지를 제공하는데, 이 화면이 도 11에 예시되어 있다.

도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즈니스 옵션에 속하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상품/서비스 제공자는 컴퓨터 장비 옵션(1103),

사무실 장비 제공 업체 옵션(1105),... 및 식당 옵션(1109) 등과 같은 상이한 카테고리 옵션들로 분류된다. 사용자는 새로

운 취향에 맞는 상품서비스 제공자를, 예를 들어 웹 페이지 상의 취향(FAVORITE) 키(907)와 같은 취향 키를 이용하여 레

지스트리에 추가할 수 있다. 또는, 사용자는 레지스트리 페이지 상의 추가 키를 이용하여 동일한 추가 효과를 얻을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레지스트리 페이지 상의 추가 키(1113)를 선택하면, 자동차 브라우저는 서버(230)에게 서버

(230)의 디렉토리 서비스에 출연하는 각 상품/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및 GPS 좌표축을 포함하는 디렉토리 메뉴를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 신호를 발송한다. 이러한 메뉴를 수신한 후, 사용자는 그 메뉴로부터 모든 카테고리에 있는 추가적

인 취향에 맞는 상품/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레지스트리 페이지는 갱신되고, 선택된 제공자들

의 GPS 좌표축들은 추가적인 제공자들의 상호와 함께 전술된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다.

삭제 키(1115)는 추가 키(1113)의 반대 기능을 수행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취향에 맞지 않는 상품/서비스 제공자들을 레

지스트리 페이지로부터 삭제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비즈니스 레지스트리에 다른 사무실 장비 공급 업체에 관련된 디렉토리 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

자는 사무실 장비 공급 업체 옵션(1105) 및 엔터 키(1117)를 차례로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응답하여, 자동차 브라우저는

서버(230)에게 사무실 장비 공급 업체 광고 페이지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 신호를 발송한다. 그러면, 서버(230)는

디스플레이(405) 상에 사무실 장비 공급 업체 광고 페이지(미도시)를 반환한다. 도 7의 식당 광고 페이지의 경우와 유사하

게, 사무실 장비 공급 업체 광고 페이지는 차량의 현 위치 및 취향에 맞는 사무실 장비 공급 업체들 중 어떠한 것의 위치를

표시하며 선택된 포함 지역을 가지는 지도를 포함한다. 포함 지역 내에 취향에 맞는 사무실 장비 공급 업체가 없는 경우에,

서버(230)는 전술된 디렉토리 메뉴를 검색하여 그 지역 내에 동일한 체인점 또는 프랜차이즈 점이거나, 취향에 맞는 제공

자들에 유사한 질 및 가격 범위의 상품/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대체 제공자들을 찾는다. 그러나, 광고 페이지 상의 취향에 맞

는 제공자들을 나타내는 태그들은 제 1 소정 색으로 강조되고, 대체 제공자들을 나타내는 태그들은 제 2 소정 색으로 강조

되어, 사용자로 하여금 용이하게 대체 제공자들로부터 취향에 맞는 제공자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의 운행이 다중 목적일 경우, 즉 동일한 운행에서 상이한 상품/서비스들을 구입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사용자는 엔

터 키(1117)를 선택하기 전에 다중 상품/서비스 제공자 옵션을 선택하여 상이한 상품/서비스들의 제공자들에 관련한 디렉

토리 정보를 동일한 광고 페이지 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엔터 키(1117)를 선택하기 전에 사무실 장비

공급 업체 옵션(1105)에 추가하여 컴퓨터 장비 업체 옵션(1103)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태그들의 제 1 및 제 2

집합은 각각 지정된 어떤 컴퓨터 장비 제공자 및 사무실 장비 공급 업체와 관련되는데, 그 집합들이 광고 페이지 상에 지시

된다. 제 1 집합 내의 태그들은 그 모양, 색깔, 또는 다른 특징에 있어서 제 2 집합 내의 태그들과 다르므로 사용자들이 상

응하는 제공자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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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도 6에 돌아가면, 전술된 예시에서와 같이 비즈니스 키(619-1) 대신에 개인 키(619-2)를 선택하면 프로세스는

전술된 바와 유사하지만, 반면에 사용자의 개인 선택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자들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메인 디렉토

리 페이지 상에서 사용자가 전국적 옵션(605) 및/또는 지역적 옵션(607) 하의 상이한 상품/서비스들 제공자들에 관련한

디렉토리 정보를 동일 광고 페이지 상에 한꺼번에 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엔터 키가 사용될 수 있다.

전술된 바는 단순히 본 발명의 원칙들을 예시하는 것일 뿐이다. 당업자들에게는 본 발명의 원칙을 구현하는 수많은 다른

예시들을 고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러한 예시들은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 내에 포함되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100)은 다양한 송신기 및 수신기 동작이 이산 기능성 블록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형태로 본 명세서에서

는 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 중의 하나 또는 여러 가지는 동등한 방법으로 한 실장 예에서는 구현될 수 있는데,

그 실장예에서는 이러한 기능성 블록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 또는 모든 기능들이 예를 들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적합하게

프로그램된 프로세서에 의해 실현될 수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더욱 상세한 목적, 특징 및 장점들은 본 발명의 설명적인 실시예를 보여주는 첨부된 도면을 수반하는 다음의 상

세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차량내 사용을 위한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2는 도 1의 시스템에서 통신 서브시스템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서버와 통신하는 구성을 설명한다.

도 3은 통신 서브시스템으로 통신하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차량 메일 메시지에서의 데이터 필드를 설명한다.

도 4는 도 1의 시스템에서 네비게이션 서브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네비게이션 특성과 관련한 표시 옵션을 담은 화면을

설명한다.

도 5는 전자 차량 메일 메시지를 표시하는 화면을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GPS 기반 광고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표시 옵션을 담은 화면을 설명한다.

도 7은 광고 페이지를 표시하는 화면을 설명한다.

도 8은 특정 광고정보에 대한 접근의 기밀성에 대한 문의를 포함하는 표시 윈도우를 설명한다.

도 9는 식당-광고자와 관련한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을 설명한다.

도 10은 식당 메뉴 정보를 담고있는 화면을 설명한다.

도 11은 사업상 목적을 위한 선호 상품/서비스 제공자들과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는 화면을 설명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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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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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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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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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0723444

- 30 -



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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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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