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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 및 장치 및 그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57) 요약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 및 장치 및 그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A) 이동 단말

기가 길 안내 서버에 접속하여 보행자를 위한 길 안내 서비스를 요청하며 상기 이동 단말기의 현재 위치 데이터 및 목적지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B) 상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최적 이동 경로를 연산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의 현재 위치 데이터

및 소정 시간 경과 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향을 연산하는 단계와; C) 상기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향에 따른 지도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지도 정보에 상기 최적 이동 경로를 결합하여 길 안내를 위한 지도를 생성하는 단

계와; D) 상기 생성된 지도의 방향을 상기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향과 일치시키는 단계와; E)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되는

지도의 다운로드 크기를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설정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보행자의 요

구에 따른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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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A) 이동 단말기가 길 안내 서버에 접속하여 현재 위치 데이터 및 목적지 정보를 전송함과 동시에 보행자를 위한 길 안내 서

비스를 요청하는 단계;

B) 상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최적 이동 경로를 연산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의 현재 위치 데이터 및 소정 시간 경과 후 데

이터를 분석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향을 연산하는 단계;

C) 상기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향에 따른 지도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지도 정보에 상기 최적 이동 경로를 결합하여 길 안

내를 위한 지도를 생성하는 단계;

D) 상기 생성된 지도의 방향을 상기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향과 일치시키는 단계; 및

E)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되는 지도의 다운로드 크기를 설정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현재 위치 데이터를 소정 시간 간격으로 추출하여 그 평균 진행 방향을 상기 이동 단말

기의 진행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의 현재 위치 데이터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공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GPS 전파 신

호로부터 네비게이션 데이터(Navigation Data)를 추출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E)에서,

E-1) 상기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N km 증가할 때마다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되는 지도의 다운로드 크기가 M 바이트 씩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F) 상기 길 안내 제공 서버가 상기 이동 단말기의 화면 크기를 검색하는 단계; 및

G) 상기 이동 단말기의 화면 크기보다 큰 지도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지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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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 단말기 내의 길 안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사용자가 등록한 장소 정보 또는 상기 길 안내 제공 서버에 상기

사용자에 의해 등록된 장소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

청구항 7.

ⅰ) 이동 단말기가 길 안내 서버에 접속하여 현재 위치 데이터 및 목적지 정보를 전송함과 동시에 보행자를 위한 길 안내

서비스를 요청하는 단계;

ⅱ) 상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최적 이동 경로 및 도달 거리를 연산하는 단계;

ⅲ) 상기 도달 거리에 따라 대중 교통 수단의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대중 교통 수단의 이용 여부에 따른 상기 최적 이

동 경로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

ⅳ) 상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예상 소요 시간을 연산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 및

ⅴ)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되는 지도의 다운로드 크기를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설정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ⅲ)에서,

상기 최적 이동 경로는 텍스트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ⅲ)에서,

상기 최적 이동 경로는 지도 정보 및 상기 최적 이동 경로를 설명하기 위한 텍스트의 결합으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지 정보는,

상기 이동 단말기 내의 길 안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사용자가 등록한 장소 정보 또는 상기 길 안내 제공 서버에 상기

사용자에 의해 등록된 장소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

청구항 11.

제 7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ⅵ) 상기 이동 단말기의 현재 위치 데이터 및 소정 시간 경과 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향을 연산

하는 단계; 및

ⅶ) 상기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향에 따라 상기 생성된 지도의 방향을 상기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향과 일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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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ⅸ) 상기 길 안내 제공 서버가 상기 이동 단말기의 화면 크기를 검색하는 단계; 및

ⅹ) 상기 이동 단말기의 화면 크기보다 큰 지도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이동 단말기의 화면 크기보다 큰 지도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할 때, 상기 지도 정보에 상기 지도의 확대, 축

소, 및 스크롤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

청구항 15.

이동 단말기의 길 안내 서비스 제공 요청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기의 현재 위치 데이터를 수신하여 관리하며, 목적지까지

의 이동 경로를 검색하기 위한 위치 정보 관리부;

상기 위치 정보 관리부에 의해 검색된 이동 경로에 따른 도로 정보, 및 POI(Point Of Interest)를 포함하는 위치 기반 데이

터를 검색하여 독출하기 위한 위치 기반 정보 관리부; 및

상기 위치 정보 관리부로부터 수신된 이동 경로 및 상기 위치 기반 정보 관리부로부터 수신된 상기 위치 기반 데이터를 지

도 데이터와 결합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하되, 상기 지도 데이터의 다운로드 크기를 상기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설정하는 지도 생성부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 관리부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현재 위치 데이터 및 소정 시간 경과 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향을 연산하며,

상기 지도 생성부는 상기 연산된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향에 따라 상기 생성된 지도의 방향을 상기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

향과 일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 또는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 관리부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현재 위치부터 상기 목적지까지 소요되는

예상 시간을 연산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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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지도 생성부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화면 크기를 검색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의 화면 크기보다 큰 지도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지도 생성부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화면 크기보다 큰 지도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할 때, 상기 지도 정보에 상기 지도의 확대, 축

소, 및 스크롤 기능을 포함시켜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장

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지도 생성부는,

WBMP, PNG, 및 JPEG 중 하나로 구현된 이미지 지도를 생성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장치.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지도 생성부는,

수치 지도를 생성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수치 지도는 GML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장치.

청구항 24.

인공 위성으로 수신되는 GPS 전파로부터 현재 위치를 추출하며 시간에 따른 상기 현재 위치를 이용하여 진행 방향을 연산

하고, 길 안내 장치로부터 수신된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이동 단말기; 및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현재 위치 데이터, 진행 방향, 및 목적지를 수신하여 상기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검색하여 상

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며, 상기 이동 단말기의 요청에 따라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되, 상기 지도 데이터의 다운로드 크기

를 상기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설정하는 길 안내 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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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웹 브라우저를 구비하며, 상기 웹 브라우저는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브라우저, ME(Mobile Explorer), 및 I-Mode 중 어느 하나이거나, 상기 이동 단말기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WIPI 또는 JAVA의 VM(Virtual Machin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시스템.

청구항 26.

제 24 항 또는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진행 방향과 상기 이동 경로가 표시된 지도의 방향을 일치시켜 디스플레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

스를 이용한 길 안내 시스템.

청구항 27.

제 24 항 또는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현재 위치로부터 상기 목적지까지 이동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지도 데이터가 소정의 메모리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

우, 상기 길 안내 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지도 데이터를 요청하며,

상기 길 안내 서버는 상기 지도 데이터 요청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기의 화면 크기를 검색하여 상기 화면 크기보다 큰 지도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시스템.

청구항 28.

제 24 항 또는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목적지까지 소요되는 예상 시간을 연산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위치 기반 서비스(LBS)를 이용하여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

하게는 보행자를 위하여 보행자가 진행하는 방향에 따른 길 안내 및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LBS(Location Based Service)는 휴대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노트북 PC 등 휴대용 단말기를

기반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악된 위치와 관련된 부가 정보 서비스 및 이들을 위한 시스템을

통칭한다. LBS는 이동 통신 기술, 휴대 단말 기술,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등 공간 정보 처리 기술 및 다양한 컨텐츠 기술과의 통합 기술로 향후 폭발

적인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기존의 LBS에서 길 안내 서비스는 도보 및 지하철 연계에만 국한될 뿐만 아니라, 이동 단말기로 제공되는 지도와

상기 이동 단말기를 보유한 보행자의 진행 방향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아 길 안내에 있어 불편함이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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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길 안내를 위한 경로를 제시하기 위한 지도를 다운로드 하는데 과도한 과금이 발생되어 보행자의 부담감이 있어

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사정을 감안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보행자의 진행 방향과 이동 단말기의 화면 상에 제

공되는 길 안내를 위한 지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이동 단말기로 다운로드 되는 지도 데이터의 양을 조절하며

도착지까지 예상되는 소요 시간 및 교통 요금을 연산하여 제공하기 위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 및 그 장

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1 관점에 따른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은,

A) 이동 단말기가 길 안내 서버에 접속하여 현재 위치 데이터 및 목적지 정보를 전송함과 동시에 보행자를 위한 길 안내 서

비스를 요청하는 단계;

B) 상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최적 이동 경로를 연산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의 현재 위치 데이터 및 소정 시간 경과 후 데

이터를 분석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향을 연산하는 단계;

C) 상기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향에 따른 지도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지도 정보에 상기 최적 이동 경로를 결합하여 길 안

내를 위한 지도를 생성하는 단계;

D) 상기 생성된 지도의 방향을 상기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향과 일치시키는 단계; 및

E)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되는 지도의 다운로드 크기를 설정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2 관점에 따른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은,

ⅰ) 이동 단말기가 길 안내 서버에 접속하여 현재 위치 데이터 및 목적지 정보를 전송함과 동시에 보행자를 위한 길 안내

서비스를 요청하는 단계;

ⅱ) 상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최적 이동 경로 및 도달 거리를 연산하는 단계;

ⅲ) 상기 도달 거리에 따라 대중 교통 수단의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대중 교통 수단의 이용 여부에 따른 상기 최적 이

동 경로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

ⅳ) 상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예상 소요 시간을 연산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 및

ⅴ)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되는 지도의 다운로드 크기를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설정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3 관점에 따른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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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단말기의 길 안내 서비스 제공 요청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기의 현재 위치 데이터를 수신하여 관리하며, 목적지까지

의 이동 경로를 검색하기 위한 위치 정보 관리부;

상기 위치 정보 관리부에 의해 검색된 이동 경로에 따른 도로 정보, 및 POI(Point Of Interest)를 포함하는 위치 기반 데이

터를 검색하여 독출하기 위한 위치 기반 정보 관리부; 및

상기 위치 정보 관리부로부터 수신된 이동 경로 및 상기 위치 기반 정보 관리부로부터 수신된 상기 위치 기반 데이터를 지

도 데이터와 결합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하되, 상기 지도 데이터의 다운로드 크기를 상기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설정하는 지도 생성부를 포함한다.

삭제

삭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4 관점에 따른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시스템은,

인공 위성으로 수신되는 GPS 전파로부터 현재 위치를 추출하며 시간에 따른 상기 현재 위치를 이용하여 진행 방향을 연산

하고, 길 안내 장치로부터 수신된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이동 단말기; 및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현재 위치 데이터, 진행 방향, 및 목적지를 수신하여 상기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검색하여 상

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며, 상기 이동 단말기의 요청에 따라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되, 상기 지도 데이터의 다운로드 크기

를 상기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설정하는 길 안내 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삭제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보행자의 요구에 따른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1 실시 예]

본 발명에 따른 제 1 실시 예는 이동 단말기의 위치 데이터를 위치 결정 서버 및 위치 센터에서 연산하여 길 안내 서버로 제

공하는 시스템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길 안내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길 안내 시스템은 이동 단말기(100), 인공 위성(200), 이동 통신망(300), 위치 결정 서버(350;

Position Determination Entity), 위치 센터(370; Mobile Positioning Center), LBS(Location Based Service)를 제공하

는 길 안내 장치(400), 컨텐츠 제공 서버(500), 및 지도 제공 서버(6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동 단말기(100)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휴대하는 무선 인터넷 접속

이 가능한 통신 단말기이다. 이동 단말기(100)는 하나 이상의 GPS 인공 위성(200)으로부터 GPS 전파 신호를 수신하여

GPS 전파 신호에 포함된 항법 데이터(Navigation Data)를 추출하여 이동 통신망(300)을 통해 길 안내 장치(400)로 전송

하는 GPS 안테나, GPS 수신기, GPS 칩셋(Chipset) 등이 장착된 단말기이다.

또한, 상기 이동 단말기(100)는 이동 통신망(300)을 경유하여 길 안내 장치(400)에 접속하고 소정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길 안내 장치(400)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브라우저(Brows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상기 브라우저의 일

예로는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브라우저, ME(Mobile Explorer) 브라우저, I-Mode 등이 있다.

이동 통신망(300)은 BTS, BSC, MSC(Mobile Switching Center), 및 HLR(Home Location Register)를 포함하여 구성된

다. 상기 MSC는 이동 단말기(100)에 대한 기본 및 부가 서비스 처리, 가입자의 착신 및 발신 호 처리 뿐만 아니라 위치 등

록 절차를 수행한다.

위치 결정 서버(350)는 이동 단말기(100)로부터 이동 통신망(300)을 경유하여 전송되는 항법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동 단

말기(100)의 경도 및 위도 좌표를 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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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센터(370)는 상기 위치 결정 서버(350)와 연동하여 상기 위치 결정 서버(350)에서 연산한 이동 단말기(100)의 경위

도 좌표를 획득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 안내 장치(400)로 경위도 좌표를 전송한다.

길 안내 장치(400)는 LBS 플랫폼 기능을 구비하면서 본 발명의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 통신망(300)과 연

결되어 있다. 또한, 상기 길 안내 장치(400)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정보 서비스를 이동 단말기(100)로 제공하기 위한 컨텐

츠를 컨텐츠 제공 서버(500)로부터 제공 받으며, 길을 안내하는데 요구되는 지도를 지도 제공 서버(600)로부터 제공 받는

다.

도 2는 도 1의 길 안내 장치의 내부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길 안내 장치(400)는 인증 및 보안 처리부(410), 위치 정보 요청 및 응답 처리부(420),

위치 기반 정보 관리부(430), 지도 생성부(440), 위치 정보 관리부(450), 프로파일 관리부(460), 및 공통 API(470)를 포함

하여 구성된다.

위치 정보 요청 및 응답 처리부(420)는 길 안내 서비스를 요청한 보행자의 이동 단말기(100)를 인증 및 보안 처리부(410)

와 연동하여 서비스 이용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을 수행하며, 요청된 길 안내 정보를 이동 단말기(100)로 제

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치 기반 정보 관리부(430)는 컨텐츠 제공 서버(500)와 연동하며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500)로부터 제공된 지도 전화번

호부, 인접 지역 정보 제공, 교통 정보 서비스, POI(Point Of Interest), 및 여행 가이드 등에 관련된 위치 기반 정보를 관리

한다. 상기 POI(Point Of Interest)는 현재 위치에서 주어진 영역 내에 위치한 장소 정보를 서비스하는 디렉토리

(Directory) 서비스이다. 따라서, POI 기능을 이용하며 이동 단말기(100)로 디렉토리별로 연계되는 메뉴형 서비스, 예컨

대 음식점, 고기집, 갈비 전문점 등의 위치에 기반한 순차적인 디렉토리 서비스가 가능하다.

따라서, 보행자가 이동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길 안내 장치(400)에 접속하여, 목적지로 경복궁을 입력하고 길 안내를 요

청하는 경우, 상기 길 안내 장치(400)의 위치 기반 정보 관리부(430)는 경복궁 주변의 지역 정보, 경복궁까지 도달하는데

대중 교통을 이용할 시 도로 교통 정보, 경복궁에 대한 여행 가이드 등을 상기 컨텐츠 제공 서버(500)로부터 제공 받아 상

기 이동 단말기(100)로 제공한다.

부가적으로 상기 목적지 정보는 사용자가 상기 이동 단말기(100) 내의 길 안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자주 가는 곳 또

는 사용자가 관심 있는 지역을 등록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구동

시켜 목적지 항목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등록한 장소 정보가 리스트화되어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화면에 디스플레이

된다.

일 응용 예에서, 상기 장소 정보는 상기 길 안내 장치(400)에 등록되어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요청에 의해 전송되어 상

기 이동 단말기(100)의 화면에 리스트로 디스플레이 된다.

지도 생성부(440)는 지도 제공 서버(600)와 연동하며, 상기 지도 제공 서버(600)로부터 제공되는 지도를 이용하여 길 안

내를 제공한다. 이 때, 이동 단말기(100)로 제공되는 지도 양에 따라 이동 단말기(100)를 보유한 보행자가 패킷 사용료를

부가하게 된다. 따라서, 보행자의 패킷 사용료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도를 제시함에 있어 최적화된 축척이 적용된 지도를

제공하는데, 예컨대 목적지까지 거리가 짧아서 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목적지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지도 생성부(440)는 고품질의 지도를 제공하며, 목적지까지 거리가 길어서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축

약된 지도를 제시한다. 또한, 상기 지도 생성부(440)는 도보, 교통 수단을 이용한 전체 경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생성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100)로 제공한다.

상기 지도 생성부(440)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화면 크기를 검색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의 화면 크기보다 큰 지도 정보를 상

기 이동 단말기(100)로 제공하며, 이 때, 상기 지도 정보에 상기 지도의 확대, 축소, 및 스크롤 기능을 포함시켜 상기 이동

단말기(100)로 전송한다.

뿐만 아니라, 상기 지도 생성부(440)는 위치 정보 관리부(450)로부터 제공되는 이동 단말기(100)의 진행 방향과 지도의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상기 지도를 회전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100)로 제공한다.

부가적으로, 상기 지도 생성부(440)는 지도에 표시되는 주요 정보를 텍스트 또는 이미지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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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지도 생성부(440)는 WBMP, PNG, 및 JPEG 중 하나로 구현된 이미지 지도를 생성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

공한다.

일 응용 예에서, 상기 지도 생성부(440)는 GML을 기반으로 수치 지도를 생성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한다.

위치 정보 관리부(450)는 이동 단말기(100)로부터 제공되는 이동 단말기(100)의 위치 정보 및 상기 이동 단말기(100)를

보유한 보행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의 위치를 수신하여 일정 구간 단위별 또는 도로의 분기 지점별로 최적 경로를 검

색하여 이동 단말기(100)로 전송한다.

공통 API(470; Common Application Processor Interface)는 길 안내 장치(400)가 컨텐츠 제공 서버(500), 지도 제공 서

버(600), 및 이동 단말기(100)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요구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제 2 실시 예]

본 발명에 따른 제 2 실시 예에서는 이동 단말기의 위치 데이터를 이동 단말기 내부에서 연산하며 지도 데이터를 이동 단

말기의 내부에 저장하고 있다.

이동 단말기(100)는 웹 브라우저를 구비하며, 상기 웹 브라우저는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브라우저, ME

(Mobile Explorer), 및 I-Mode 중 어느 하나이다. 또한, 일 응용 예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100)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WIPI 또는 JAVA의 VM(Virtual Machine)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다.

상기 이동 단말기(100)는 인공 위성(200)으로부터 수신되는 GPS 전파로부터 현재 위치를 추출하며 상기 현재 위치를 이

용하여 진행 방향을 연산하고, 길 안내 장치(400)로부터 수신된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디스플레이 한다.

뿐만 아니라, 상기 이동 단말기(100)는 지도 데이터를 내장하고 있어 상기 길 안내 장치(400)로부터 수신되는 이동 경로를

상기 지도 데이터와 결합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

그러나, 만일 상기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표시하기 위한 지도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길 안내 장치(400)에 접속하여 필요한 지도 데이터를 수신한 후 상기 이동 경로와 결합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 이

때, 상기 길 안내 장치(400)는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화면 크기를 검색하여 상기 화면 크기보다 큰 지도 정보를 상기 이

동 단말기(100)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사용자가 화면에 디스플레이 된 지도를 확대, 축소, 스크롤을 이

용한 업/다운(UP/DOWN)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지도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할 때, 상기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향과 지도의 방향이 일치되도록 지도를 회전시

켜 디스플레이 한다.

부가적으로, 상기 이동 단말기(100)는 현재 위치로부터 상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예상 시간을 연산하여 화면

에 디스플레이 한다.

상기 길 안내 장치(400)는 상기 이동 단말기(100)로부터 현재 위치 데이터, 진행 방향, 및 목적지를 수신하여 상기 목적지

까지의 이동 경로를 검색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100)로 전송하며,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요청에 따라 지도 데이터를 제

공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작동 상태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도보로 여행하기 위한 보행자를 위한 길 안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이동 단말기(100)를 보유한 보행자가 도보로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100)가 이동 통신망

(300)을 통해 길 안내 장치(400)에 접속하여 보행자를 위한 길 안내 서비스를 요청한다(S300).

이 때, 상기 이동 단말기(100)는 인공 위성(200)으로부터 획득한 항법 데이터(Navigation Data) 및 길 안내를 받고자 하는

목적지를 상기 길 안내 서버(400)로 전송한다(S310). 상기 목적지는 음식점, 극장, 호텔, 쇼핑몰 등 여행 관련 카테고리,

자주 가는 곳, 관심 지역으로 등록되어 이동 단말기(100)에 저장된 정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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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길 안내 서버(400)는 이동 단말기(100)의 진행 방향을 추출하여 진행 방향에 따른 지도 정보를 지도 제공 서버(600)

로 요청한다(S320).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진행 방향은 최근 소정 시간, 바람직하게는 30초 동안의 변동된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균적

인 진행 방향을 연산한다.

길 안내 서버(400)는 목적지까지의 길 안내 경로를 텍스트만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기 지도 제공 서버

(600)로부터 제공된 지도에 주요 정보를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표시한다(S330, S340, S350).

상기 길 안내 서버(400)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산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향과 제공되

는 지도의 방향이 일치되도록 한다(S360, S370). 이 때, 상기 지도에는 상기 이동 단말기(100)에 의해 요청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로가 함께 제공되며, 이동 단말기(100)의 현재 위치 또한 함께 표시된다.

부가적으로, 상기 길 안내 서버(400)가 상기 이동 단말기(100)로 길 안내를 위한 지도를 제공하는데 있어, 지도의 크기가

과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과금을 피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100)로 제공되는 지도의 다운로드 크기를 목적지

까지의 거리에 따라 설정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100)로 전송한다.

일 예로, 상기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N km 증가할 때마다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제공되는 지도의 다운로드 크기가 M 바이트

씩 증가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N이 2 이고 M이 2 메가 바이트인 경우, 상기 목적지까지의 보행 길이가

2km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한 크기의 지도가 제공되므로, 보행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으면 상세한 레벨의 지도 즉, 축적이

작은 고 품질의 지도 정보를 이동 단말기(100)로 제공하여 디스플레이 하며 보행 길이가 2km 근처인 경우에는 축적이 큰

지도를 상기 이동 단말기(100)로 제공한다(S380, S390).

그러나, 상기 목적지까지의 보행 길이가 상기 소정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략화된 지도 즉, 축적이 보다 큰 축약 지도

정보를 이동 단말기(100)로 전송한다(S395).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길 안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이동 단말기(100)로 길 안내 서버(400)에 접속하여 길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며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설정한다(S400).

그리고, 상기 이동 단말기(100)는 상기 길 안내 서버(400)로 현재 자신의 위치 정보를 전송한다. 따라서, 상기 길 안내 서

버(400)는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위치부터 상기 목적지까지의 도달 거리를 연산하여 소정 거리 미만인 경우에는 도보

로 도달할 수 있는 이동 경로를 독출한다(S420).

그러나, 상기 단계 S410의 판단 결과 도달 거리가 소정 거리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진행 방향을 측정함과

동시에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상기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는 이동 경로를 독출한다(S430, S440).

상기 길 안내 서버(400)는 상기 이동 경로를 텍스트(Text) 만을 이용하여 주요 지점에 대한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기(100)

로 전송한다.

일 응용 예에서, 상기 길 안내 서버(400)는 지도 제공 서버(600)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현재 위치 및 목적지에

상응하는 지도를 요청하고 상기 지도 제공 서버(600)로부터 수신된 지도 중 보행자의 요청에 따른 지도 정보를 추출한다

(S450).

예를 들면, 보행자가 이동 단말기(100)의 현재 위치부터 목적지까지의 전체적인 이동 경로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동

경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화면 크기에 맞게 조절된 지도 정보를 추출한다. 뿐만 아니라,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현재 위치부터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상기 단계 S410에서 판단한 결과에 따라 소정 거리 이상인 경우에는

지도의 축적도를 높인 지도 정보를 추출한다.

상기 길 안내 서버(400)는 상기 추출된 지도 정보에 이동 경로를 결합하여 이동 경로 및 이동 단말기(100)의 현재 위치가

표시되도록 한다(S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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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상기 길 안내 서버(400)는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현재 위치부터 목적지까지 도보 또는 버스, 택시, 지하

철, 기차 등의 대중 교통을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소요 시간을 연산하며, 대중 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교통 요금도

측정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100)로 제공한다(S470).

부가적으로, 상기 길 안내 서버(400)는 상기 이동 단말기(100)로 이동 경로와 결합된 지도를 다운로드 할 때, 이동 단말기

의 화면에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크기보다 더 큰 지도 데이터를 다운로드한다. 따라서, 상기 이동 단말기(100)를 보유한

보행자가 필요에 따라서 상기 지도를 확대, 축소, 회전, 스크롤 등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게다가, 상기 지도는 이미지가 결합된 이미지 지도 또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벡터 지도(Vector Map)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길 안내 방법 및 그 장치에 의하면, 실시간 길 안

내 및 경로 안내에 있어 제공하는 지도의 최적화 제공 방법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를 보유한 보행자의 과금에 대한 부담

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 단말기의 화면 상에 최적 경로, 도착지까지의 소요 예상 시간, 그리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데 따른 예상 교통 요금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지만,본 발명이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또는 수정이 가능한 범위까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미친다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길 안내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도 1의 길 안내 장치의 내부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길 안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길 안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이동 단말기

200 : 인공 위성

300 : 이동 통신망

350 : 위치 결정 서버(PDE)

370 : 위치 센터(MPC)

400 : 길 안내 장치

500 : 컨텐츠 제공 서버

600 : 지도 제공 서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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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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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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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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