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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휴대전화 등과 같이 간단한 디스플레이를 기초로 디스플레이를 갖춘 모든 단말기에 항법장비를 연결하였을 때 길 안

내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디스플레이의 중복을 없애는 동시에 항법장비의 제작비를 줄인다. 특히, 제작비를 

줄이기 위하여 낮은 성능(performance)의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 안내 정보의 생성은 별도의 센터에서 이

루어지도록 하고, 그 생성된 정보는 휴대용 단말기를 통하여 받거나 휴대용 단말기 자체에서 생성하여 항법장비에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프로토콜을 구현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차량 항법(car navigation), 휴대용 단말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차량 항법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차량 항법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도 1 및 도 2에서 항법장비의 구체적인 구성을 핸드폰과 함께 나타낸 도면

도 4는 도 2에서 풀(full) 기능 항법장비를 구현하기 위해 항법장비에 연결되는 모니터링 세트의 구체적인 구성을 나

타낸 도면

도 5 ∼ 도 17은 도 1의 항법장비와 핸드폰과의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나타낸 도면 도 18은 본 발명에 따

른 통신 규약 중 안내 알림(A) 정보와 안내 알림(B) 정보가 표시된 화면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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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차량 항법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존의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용 항법장비에 관한 것

이다.

통상적으로 차량용 항법장비는 독립형이거나 PDA 등과 같은 다른 단말기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동전

화기, PDA, 그리고 기타 휴대용 단말기 등이 각광을 받으며 널리 사용되면서 독립형 차량용 항법장비의 접합이 대두

되기 시작하였다.

여러 가지 다른 단말기와 차량용 항법장비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디스플레이와 같이 여러 주변 장치들이 중복되기 시

작하였으며, 이러한 장치들의 중복은 사용자들의 구매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설치 장소의 부족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독립형(stand-alone)이 아니고 다른 단말기에 접속되는 부가단말기로서의 차량용 항법장비

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길 안내 전체정보와 여러 가지 센서 정보들을 이용하여

길 안내 시점을 파악하고, 해당 경로 안내 정보를 발생하는 항법 장비와, 상기 항법장비에 길 안내 전체정보를 제공하

며, 상기 항법장비로부터 전달받은 해당 경로 안내 정보를 표시하는 휴대용 단말기와, 상기 휴대용 단말기와 항법 장

비를 연결하는 연결수단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

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회로의 구성 소자 등과 같은 많은 특정(特定) 사항들

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

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차량 항법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항법장비 200이 부가단말기로서 연결된 핸드폰 100은 무선망 300을 통해 정보센터 400에 연결된다. 여기서, 상기 

무선망 300은 IMT-2000 무선망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상기 (관제)정보센터 400은 차량 항법에 필요한 경로 계

산, 지도데이터베이스, 교통정보 등을 제공한다.

본 실시 예에서는 핸드폰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으나 PDA 등과 같은 기존의 단말기도 해당됨은 물론이다. 상기 기존

의 단말기는 외부 프로세서 역할을 하여 항법장비의 성능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통신망과의 접속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부가단말기로서의 항법장비는 상기 기존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길 안내 정보 등을 받아 적당한 안내 시

점에 사용자에게 길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차량 항법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전술한 도 1의 항법장비 200은 모

니터 외부 의존형이지만, 도시된 바와 같이 모니터 세트 250을 더 구비함으로써 풀(full) 기능 항법장비를 구현할 수 

있다.

도 3은 도 1 및 도 2에서 항법장비의 구체적인 구성을 핸드폰과 함께 나타낸 도면이다. 본 실시 예는 항법장비를 핸즈

프리킷 겸용으로 구현한 경우이다.

프로세서 216은 16비트 마이컴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위치데이터를 계산하고, 휴대폰 통신을 제어하며, 핸즈프리부

를 제어하고, 휴대폰 충전을 제어하며, 비상 상황을 처리한다.

자이로(GYRO) 센서 212, 가속도 센서 213,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센서 214 등의 정보는 휴대용 단말기 100에 표

시할 수 있도록 전송된다. 또한 상기 센서들 212, 213, 214의 보정을 위하여 상기 휴대용 단말기 100에서 정보를 전

송한다.

도 4는 도 2에서 풀 기능 항법장비를 구현하기 위해 항법장비에 연결되는 모니터링 세트의 구체적인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중앙처리장치 513은 수신데이터, 그래픽, 항법프로그램, 지도데이터 등의 처리를 하고 웹 브라우저를 탑재한다. 제1

∼제4메모리 511, 515, 516, 517로는 디램(DRAM), 부트롬(Boot ROM), 에스디램(SDRAM), 에스램(SRAM)을 사용

할 수 있다. 지도/프로그램 메모리는 노어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

UART 1을 통해서는 GPS, 자이로, SP데이터를 송수신할 뿐만 아니라 프로세서간 통신이 이루어진다. UART 2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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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휴대용 단말기와의 통신이 이루어진다.

스위치 SW는 소정의 제어를 받아 상기 모니터 세트 500의 UART 1 혹은 UART 2가 상기 프로세서 216과 연결되도

록 스위칭된다.

착탈감지부 220은 상기 항법 장비200에 상기 모니터 세트 500이 착탈되는 상태를 감지하여 상기 모니터 세트 500의

UART 1, UART 2와 상기 프로세서 216과의 연결 여부를 제어한다.

도 5 ∼ 도 17은 도 1의 항법장비와 핸드폰과의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나타낸 도면이다.

다음 표는 상기 도 5 ∼ 도 17에 나타낸 여러 가지 명령(command)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명령 설명

SC_ACK/NAK 응답(acknowledge)

SC_REQPOSINFO 위치 정보 요청

SC_POSINFO 위치 정보

SC_REQGPSINFO GPS 정보 요청

SC_GPSDATETIME GPS 데이터내의 일/시 정보

SC_GPSINFO GPS 정보

SC_REQDIFFVAL 센서 보정 정보 요청

SC_DIFFVAL 센서 보정 정보

SC_MMFEEDBACK 센서 보정을 위한 부가정보 전송

SC_DIFFSPEED 스피드 관련 센서 보정 정보

SC_DIFFGYRO 자이로 센서 보정 정보

SC_REQCARSTATUS 차량 상태 정보 요청

SC_CARSTATUS 차량 상태 정보

SC_VOICEINFO 음성안내 정보 부명령(sub-command)으로 재생, 안내중인 음성 리셋, 중지 등을 갖는다)

SC_DGPSINFO DGPS 정보

SC_GUIDECTRL
안내를 중지시키거나 기타 안내 정보를 요구한다. 길 안내 전체 정보의 요약 정보를 요청한

다.

SC_GUIDEINFORMA 교차로 이름등 발생 횟수가 적은 안내 정보와 길 안내 전체정보의 요약 정보를 요청한다.

SC_GUIDEINFORMB 발생횟수가 많은 안내정보를 전송한다.

SC_GUIDESTS 안내 상태 정보

SC_EMERGENCY 응급정보

SC_CALLOP 오퍼레이터 호출

도 5는 위치데이터 패킷의 전송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사용자 혹은 정보센터가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

을 요청하면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항법장비로 위치데이터를 요청하는 명령(SC_REQPOSINFO)을 

보낸다. 이를 받은 항법장비는 정상적으로 명령을 수신했다는 응답(SC_ACK)을 핸드폰으로 보내준다. 또한 프로세서

216은 주기적으로 GPS 엔진 214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중 최신 정보를 포함하는 위치데이터(SC_POSINFO)를 핸

드폰으로 전송한다. 이때 상기 위치데이터 요청 명령(SC_REQPOSINFO)에 지속 송신 플래그(flag)가 설정되어 있으

면 주기적으로 위치데이터(SC_POSINFO)를 핸드폰으로 보내게 된다.

도 6은 위치데이터 패킷의 다른 전송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위치데이터는 사용자가 현재 위치를 임의의 위치로 옮기

거나 목적지 등을 설정하고자 할 때, 핸드폰이 임의의 위치를 항법장비에 설정하고자 할 때 이용한다. 핸드폰은 위치

데이터(SC_POSINFO)를 항법장비로 보내고, 항법장비는 이를 수신한 후 응답(SC_ACK)를 보낸다. 상기 수신한 데이

터는 항법장비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게 된다.

도 7은 GPS 패킷의 전송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GPS정보의 경우 부가단말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패킷 전송 이루어진다. GPS 정보 요청시 

GPS시간, GPS정보를 별개로 지속송신 여부를 세트할 수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GPS정보 요청시, 예를 들어 1초 

간격으로 송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고 1회만 송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

도 8은 GPS 패킷의 다른 전송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GPS 정보 요청시 GPS시간, GPS 정보가 각각 지속송신으로 세트되어 있는 경우 종료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기존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별개로 종료 요청을 할 수 있다.

도 9는 센서 오차 조정값의 전송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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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의 센서 오차 조정값 입력이 있는 경우에 각각 1회 패킷 전송이 이루어진다. 

사양에 따라 어디에서든 요청, 보정할 수 있다. 핸드폰이 현재 항법장비에 설정되어 있는 보정값을 읽기 위해서는 센

서 보정값 요구 명령(SC_REQDIFFVAL)을 전송하고, 항법장비는 현재 설정되어 저장되어 있는 보정값을 센서 보정

값 알림 명령(SC_DIFFVAL)을 통하여 핸드폰으로 전송한다. 사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설정된 항법장비의 값을 읽은 

이후에 이 값을 조정하면 핸드폰은 속도 오차 및 자이로 오차 조정값을 각각 속도 오차 조정 명령(SC_DIFFSPEED) 

및 자이로 오차 조정 명령(SC_DIFFGYRO)를 통하여 항법장비로 전송한다. 항법장비는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했다는 

응답(SC_ACK)을 핸드폰으로 전송한 이후 각각의 오차 조정값을 항법장비에 저장한다. 이후 각 센서들은 저장된 오

차 조정값을 고려하고 센서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가속도 및 각도 변화량을 계산하게 된다.

도 10은 차량 상태 요청 패킷의 전송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차량 상태는 항법장비 200 혹은 모니터 세트 250이 차량

의 여러 신호와 연결이 되는 경우 얻어낼 수 있다. 이는 응용의 실시 예로 볼 수 있으며, 차량상태는 후진 기어 상태, 

주차상태, 주차 여부 등의 차량 신호를 포함할 수 있고 충돌 감지 및 에어백 작동 여부 확인 등도 포함 가능하다. 단, 

현재 도 3이나 도 4에는 이러한 연결은 생략되어 있다. 여기에서 후진 기어 상태, 주차 상태, 주차 여부 등을 알려야 

하는 필요성은 맵 매칭(map matching), 센서 보정, 그리고 조명 제어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맵이 있는 GPS

전용(only) 시스템에서도 후진시 차량 방향을 바꾸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차량 상태 요청이 있는 경우 1회 패킷 전송 이루어진다.

도 11은 음성안내 패킷의 전송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항법장비가 기존 단말기(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의 제어를 받아 음성 발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패킷이다. 

기존 단말기 어플리케이션은, 네비게이션과 관련되는 음성 발성의 필요가 생겼을 때, 해당 음성 데이터 코드를 음성

안내 명령(SC_VOICEINFO)을 통하여 항법장비로 전송한다. 이때 항법장비는 상기 음성 데이터 코드를 수신했다는 

것을 응답(SC_ACK)을 통하여 기존 단말기 어플리케이션으로 알려주고, 수신된 음성 데이터 코드가 음성안내부 219

를 통하여 가청 상태로 출력되게 한다. 핸드폰이 항법장비로 전달하는 음성 데이터 코드는 경로 이탈 안내, 질의, 서비

스 가입이나 접속 여부에 관련한 메시지 등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안내를 다시 하겠습니다.', '서비스 가입을 해주

십시오.', 또는 '센터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등과 같은 내용의 음성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도 12는 DGPS 데이터 패킷의 전송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기존 단말기 어플리케이션에서 현재지 설정 등을 위하여 정보센터로부터 수신한 DGPS 데이터를 전송한다.

도 13은 기존의 단말기에서 항법장비로 이루어지는 항법제어 패킷의 전송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기존 단말기 어플리케이션에에서 항법제어하는 명령이다. 상기 그 제어 내용은 안내음성 크기 조절, 안내 제어(시작, 

멈춤, 정지 등), 안내음성 재발성 등이다. 예를 들어, 현재 수행중인 경로 안내를 사용자가 중지시키고자 하면 핸드폰

이 안내제어 명령(SC_GUIDECTRL)에 안내를 멈추겠다는 코드를 포함시켜 항법장비에 전송하며, 이를 수신한 항법

장비는 응답(SC_ACK)을 핸드폰에 전송하고 경로 안내를 중단한다.

도 14는 항법장비에서 기존의 단말기로 이루어지는 안내 알림(A) 패킷의 전송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항법장비가 경로를 안내하는 도중에 유도점이 바뀌거나 교차로명 등이 바뀌는 경우에 안내정보 명령(SC_GUIDEINF

ORMA)을 통하여 기존 단말기 어플리케이션에 안내정보(교차로 및 회전정보, 이탈정보)를 전송한다. 기존 단말기가 

항법장비로 접속시 매 1회(안내 여부에 무관함.) 전송한다. 본 패킷은 다른 패킷에 비하여 크기가 큰 데이터들로 이루

어지며, 유도점을 지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한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다.

도 15는 항법장비에서 기존의 단말기로 이루어지는 안내 알림(B) 패킷의 전송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기존 단말기 어플리케이션에 안내 정보(주행시간/거리 등)를 전송한다. 기존 단말기 접속시 및 안내 알림(A)의 SC_A

CK마다 매 1회(안내 여부에 무관) 전송한다. 도착 예상 시간 및 목적지(교차로)까지의 거리가 변경될 때 마다 전송한

다. 무응답일 경우도 있다.

도 16은 항법장비에서 기존 단말기(핸드폰 등)로 이루어지는 항법상태알림 패킷의 전송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항법 안내 모드 알림은 기존의 단말기 접속시 1회 전송하며, 내용 변경시 각 1회 전송한다. 항법 안내 상태는 다음 표

와 같은 구성을 갖는다.

상태(status) 코멘트(comment)

대기(idle) 안내중이 아닌 상태

안내(guide) 안내중, 이탈, 시작점 안내 등의 안내 상태

실제 항법은 단말에서 이루어지며 사용자 표시{지도 및 턴-바이-턴(turn-by-turn) 표시}는 기존 단말기(핸드폰)에

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존 단말기가 항법 도중 적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항법장비의 여러 

상태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기 상태와 안내 상태로 나누어질 수 있으

며, 대기 상태란 경로 안내를 잠시 중단한 상태이고 안내 상태란 그 외 경로 안내 상태를 나타내며 그 상세 내용으로 

정상 안내, 경로 이탈 상태, 경로 시작점 안내 등을 부가 정보로 가질 수 있다.

도 17은 항법장비에서 기존의 단말기로 이루어지는 비상알림 패킷의 전송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항법장비에서 비상 

상황시 전송되는 명령이다. 이때는 위치데이터도 통합 전송된다. 사용자가 스스로 비상 상태를 인지하고 핸즈프리킷

의 키를 눌러 작동하는 경우와 자동으로 감지된 비상 상태에 대하여 작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상 상황은 충돌 감지,

즉 가속센서로 충돌을 추정하거나 차량의 에어백 신호를 통하여 충돌을 감지한 경우 및 롤-오버 센서(roll-over sen

sor)를 통하여 차량의 뒤집힘을 감지한 경우를 포함하여 각종 센서가 추가되면 다양한 비상사태를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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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통신 규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위치데이터 관련

(1) 위치데이터 패킷 구성

- 명령: SC_POSINFO

- 경위도, 방향각, 속도 혹은 전자지도 지역구분 코드

- 상태: 위치 정보 관련한 상태 정보{수신 상태, DOP(Dilution of Precision) 위성들의 상대적인 기하학의 위치 결정

의 오차를 나타내는 무차원의 수 등)

(2) 위치데이터 요청 패킷 구성

- 명령: SC_REQPOSINFO

- 정보 요청 및 정보 요청 취소

- 요청 횟수 정보 (1회, 연속)

2. GPS 데이터 관련

(1) GPS 정보 요청 패킷

- 명령: SC_REQGPSINFO

- 정보 요청 및 정보 요청 취소

- 요청 횟수 정보 (1회, 연속)

(2) GPS시간정보 전송 패킷

- 명령: SC_GPSDATETIME

(3) GPS 위성 정보 전송 패킷

- 명령: SC_GPSINFO

- 위성 고도 정보, 위성 상태 정보

(4) dGPS 정보 송신

- 명령: SC_DGPSDATA

- 데이터: DGPS 데이터{RTCM 포맷: DGPS의 표준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Maritime Service의 특별위원회(RTCM SC-104)에서 정한 포맷으로서 기준(reference) GPS 정보와 같은 위성 관

련 정보 등을 포함한다.}

3. 센서(스피드/회전각) 오차 조정

(1) 스피드 센서 오차 조정 값

- 명령: SC_DIFFSPEED

항법장비의 스피드 센서 오차 조정 데이터 값 설정

기존의 단말기에서 사용자가 체크한 센서에 대한 오차 조정 값을 설정

- 보정값

(2) 회전각 센서 오차 조정 값

- 명령: SC_DIFFGYRO

항법장비의 회전각 센서 오차 조정 데이터 값 설정

- 보정값

(3) 센서 오차 보정 값 요청

- 명령: SC_REQDIFFVAL

- 센서 구분 (속도, 자이로)

(4) 센서 오차 보정 값 응답 (일괄 응답시)

- 명령: SC_DIFFGYRO

- 속도 센서 오차, 자이로 센서 오차

(5) 센서 보정을 위한 부가 정보

- 명령: SC_MMFEEDBACK

- 위치값: 경위도

- 방향 데이터

4. 차량 상태 제공 패킷

(1) 차량 상태(GPS/속도 정보/자이로/사이드 브레이크)

- 명령: SC_CARSTATUS

- 각종 센서의 유무, 조명(illumination), 후진 기억 등 차량 상태 기존 단말기(일반 휴대폰)와 달리, 모니터가 포함된 

단말기{예: PDA(Personal Data Assistant), TV 모니터, 자체적으로 네비게이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휴대폰 등}

는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맵 등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항법장비가 센서 정보와 차량 정보를 상기 모니터

포함 단말기로 보내어 주면 상기 모니터 포함 단말기는 이를 활용하여 맵 매칭(map matching) 및 조명 조정 등에 이

용할 수 있다. (2) 차량상태 요청

- 명령: SC_REQCARSTATUS

이하 시스템 제어를 위한 통신 규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시스템 제어 통신 규약이란 일반적인 요청 및 응답 제어

를 포함하여 항법장비의 상태 및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규약으로 음성 발성이 불가능한 기존 단말기에서 항법장비를 

이용하여 음성 발성을 하거나 기존 단말기의 사용자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를 통하여 안내를 강제로 종료하

는 등의 요청을 항법장비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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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 패킷

(1) 응답: 요청에 대한 응답

패킷이 정상적으로 수신되었을 경우 ACK 응답을 한다.

- 명령: SC_ACK

- 파라미터: ACK/NACK

2. 음성 패킷

- 명령: SC_VOICEINFO

- 부명령 (재생/리셋/정지/버젼/뮤트/볼륨제어 등)

- 재생시 추가 파라미터들

1) 카운트: 명령/구(phrase) 반복 카운트로서 최대 255개까지 설정 가능

2) 구: 1바이트 음성 녹음 인덱스 혹은 기타 대응 가능한 코드, TTS 스트링 등

3. 안내 제어

(1) 안내 제어

- 명령: SC_GUIDECTRL

(1)-1. Request GUIDEINFORMA

; 주요 안내 정보 요청

- Sub-명령: SC_REQGIA

(1)-2. Request guide list

; 전체 길 안내 정보의 요약 정보 요청

- Sub-명령 : SC_REQGLIST

(1)-3. Guide status control (start, pause, stop)

; 항법장비의 각 status를 변경

- Sub-명령 : SC_CTRLSTAT

- 안내 중지, 현재 위치 안내 음성 발성 등의 제어

(2) 안내 알림(A)

: 보급형 guide시 필요한 교차로 정보를 제공

- 명령: SC_GUIDEINFORMA

(2)-1. 길 안내 정보의 요약 정보 전송

- Sub-명령: SC_GUIDELIST

- 목적지까지 거리, 고속도로 유무, 목적지 방향, 고속도로 진출입 정보 등의 요약정보

(2)-2. 교차로 정보 전송 (자주 발생하지 않는 정보 전송)

- Sub-명령: SC_GUIDEMNV

- 회전 방향 ICON ID

- 회전지점 교차로 명

- 회전지점까지의 남은 거리

- 도착 예상 시간

- 목적지까지의 남은 거리

(3) 안내 알림(B) (자주 발생하는 정보 전송)

- 명령: SC_GUIDEINFORMB

- 회전 지점까지의 남은 거리

- 도착 예상 시간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 규약 중 안내 알림(A) 정보와 안내 알림(B) 정보가 표시된 화면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새로운 유도점이 나타났을 때 안내 알림(A) 형식(type)의 정보를 한번 수신하고, 다음 안내 알

림(A) 정보가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안내 알림(B) 정보가 수신된다. 다시 말해서, 안내 알림(A) 정보는 교차로가 바뀔

때마다 수신되지만, 안내 알림(B)는 동일 교차로에서도 여러 번 수신된다. 안내 알림(B)의 도착 예상 시간이란 실제로

는 남은 시간을 나타내며, 주행함에 따라 이는 계속 변한다.

(4) 안내 상태

: 항법장비에서 요청에 의 하여 수동적, 능동적으로 전송되는 안내 상태

- 명령: SC_GUIDESTS

- 경로 안내중, 이탈, 비상(emergency), 길 안내 정보 유/무 등의 정보 포함

- HFK state: (1)-2의 안내 제어 상태와 HFK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정보

(5) 비상

; 비상 키 눌림(push)을 감지했을 때 전송

- 명령: SC_EMERGENCY

위치데이터 패킷과 명령만 다르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 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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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기존의 단말기에 부가단말기로서 연결 가능한 항법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프로토콜에 의하여 디스플레이 장치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단말기 및 외부의 계산 능력을 이

용할 수 있으므로 항법장비 자체의 성능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어 항법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구현할 수 있다. 또

한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 등 부가장치를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설치 공간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길 안내 전체정보와 여러 가지 센서 정보들을 이용하여 길 안내 시점을 파악하고, 해당 경로 안

내 정보를 발생하는 항법 장비와,

상기 항법장비에 길 안내 전체정보를 제공하며, 상기 항법장비로부터 전달받은 해당 경로 안내 정보를 표시하는 휴대

용 단말기와,

상기 휴대용 단말기와 항법 장비를 연결하는 연결수단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상기 항법장비로부터 제공받은 길 안내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를 가짐

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직접 혹은 통신을 통하여 외부 정보센터에서 길 안내 전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현재지, 목적지 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항법장비가 각 유도 시점에 표시할 유도 정보를 상기 휴대용 단말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전송

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항법장비가 길 안내 전체정보의 요약정보를 휴대용 단말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전송함을 특징

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상기 항법장비에서 위치 정보를 요청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항법장비가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위치 정보를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상기 항법장비로부터 반복적으로 위치 정보를 받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

법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를 통하여 비상 상태를 외부로 알릴 수 있도록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

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항법장비에서 선택한 음성입력을 받도록 상기 휴대용 단말기에 해당 정보를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항법장비에 내장된 센서들의 정보를 상기 휴대용 단말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전송함을 특징으

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항법장비에 내장된 센서들의 보정을 위하여 상기 휴대용 단말기에서 정보를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항법장비에 내장된 센서들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센서 및 자이로센서임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항법장비가 장착된 차량의 상태를 상기 휴대용 단말기 에 표시 가능하도록 정보를 전송함을 특

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에서 상기 항법장비의 안내 상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에서 상기 항법장비에 음성 정보의 재생을 하도록 정보를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

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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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가 상기 항법장비의 길 안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상기 항법장비가 상태정보를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안내 정보의 전송시 발생 횟수에 따라 명령을 구분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외부 프로세서 역할을 하여 상기 길 안내 전체정보를 자체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상기 길 안내 전체정보를 무선망을 통해 외부 정보센터로부터 수신하여 상기 항법장비에 제공

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항법장비에 착탈 가능하며, 상기 항법장비로부터 전달받은 해당 경로 안내 정보를 표시하는 모니터 세트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항법 장비는 휴대용 무선 전화기의 핸즈프리기능을 겸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23.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길 안내 전체정보와 여러 가지 센서 정보들을 이용하여 길 안내 시점을 파악하고, 해당 경로 안

내 정보를 발생하는 항법 장비와,

상기 항법장비에 길 안내 전체정보를 제공하는 휴대용 단말기와,

상기 항법장비로부터 전달받은 해당 경로 안내 정보를 표시하는 모니터 세트와,

상기 휴대용 단말기와 상기 항법장비를 연결하는 연결수단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 세트는 상기 항법 장비와 UART 1을 통해 연결되어 상기 항법장비와 프로세서간 통신 및 항법 정보를 주

고받으며, UART 2를 통해 연결되어 상기 휴대용 단말기와의 통신이 이루어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항법 장비는 상기 모니터 세트의 착탈을 감지하여 UART 1, UART 2의 연결을 제어하는 착탈감지부를 더 구비

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법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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