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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차량의 이동 경로를 탐색하는 카 네비게이션 장치에서, 한번의 설정으로 국가간 이동시 이전 국가의 지도에서

목적지 국가의 지도로 자동으로 변경하여, 최종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자동 탐색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국가간 이동경

로 자동 탐색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의하면, 네비게이션 장치가 구비된 차량으로 국가 간을 이동하더라도 출발지 국가의 지도에서 목적지 국가의 지

도로 자동 변경되어 표시됨으로써, 운전자가 목적지 국가의 지도로 직접 변경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경된 목적지

국가의 지도 상에서 다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재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지피에스(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지도 상에 이동 경로를 표시하는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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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코드(ID)를 포함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상기 출발지와 현재의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지도 데이터를 표시하

는 제 1 단계;

상기 출발지의 국가 코드와 상기 지피에스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새로운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국가 코드를 비교하여 서로

상이한 지를 판단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출발지의 국가 코드와 상기 새로운 위치 정보에 대응된 국가 코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상기 새로운 위치 정보에 대응

된 국가 코드에 해당하는 지도 데이터를 로딩하여 표시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간 이동경로 자

동 탐색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국가 코드(ID)는 국가 아이디 코드(National Identificaion Code)와, 지역 서브그룹 코드(Regional Sub-group

Code), 및 주 코드(State Code)나 예비 코드(Reserved Cod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

색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상기 국가 코드(ID)를 예시하고, 운전자가 키입력 버튼으로 선택하도록 하며,

임의의 국가 코드(ID)가 선택되면 선택된 상기 국가 코드(ID)에 포함되어 있는 서브 지역 코드를 다수로 예시하여 해당 지

역 코드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에서, 상기 지도 데이터는 목적지 국가에 대한 간이 경로가 표시된 지도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

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거나 운전자의 키입력 선택에 따라, 목적지 국가의 지도 데이터 내에서 최종 도착

지까지의 상세 경로를 탐색하여 표시하면서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방법.

청구항 6.

지피에스(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지도 상에 이동 경로를 표시하는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장치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지피에스(GPS) 수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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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코드(ID)와 연계된 각 국가별 지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지도 데이터 저장부;

일정 시간마다 상기 지피에스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위치 정보를 근거로,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국가의 지도 데이터를

검색하여 국가 코드(ID_2)를 판독하고, 판독된 국가 코드(ID)가 이전에 표시한 지도 데이터의 국가 코드(ID_1)와 다를 경

우에, 이동하여 옮겨진 현재 위치에 대응된 국가 코드(ID_2)에 해당하는 지도 데이터를 상기 지도 데이터 저장부로부터 자

동으로 로딩하여 표시하는 메인 제어부; 및

상기 지도 데이터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국가 코드(ID)는 국가 아이디 코드(National Identificaion Code)와, 지역 서브그룹 코드(Regional Sub-group

Code), 및 주 코드(State Code)나 예비 코드(Reserved Cod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

색 장치.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국가 코드(ID)를 포함하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는 입력부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메인 제어부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상기 국가 코드(ID)를 예시하고, 운전자가 키입력 버튼으로 선택하도록 하며, 임의

의 국가 코드(ID)가 선택되면 선택된 상기 국가 코드(ID)에 포함되어 있는 서브 지역 코드를 다수로 예시하여 해당 지역 코

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장치.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제어부는, 이동하여 옮겨진 현재 위치에 대응된 국가 코드(ID_2)에 해당하는 지도 데이터를 표시하되, 목적지

국가에 대한 간이 경로가 표시된 지도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제어부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거나 운전자의 키입력 선택에 따라, 목적지 국가의 지도 데이터 내에서 최종 도착

지까지의 상세 경로를 탐색하여 표시하면서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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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차량의 이동 경로를 탐색하는 카 네

비게이션 장치에서, 한번의 설정으로 국가간 이동시 이전 국가의 지도에서 목적지 국가의 지도로 자동으로 변경하여, 최종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자동 탐색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카 네비게이션 장치는 차량의 현재 위치를 검출하여 차량에 장착된 표시장치 상에 자차의 현재 위치와 도로지

도, 그 지도와 관련된 지역명과 주행시에 필요한 정보(예, 주위의 숙박정보, 주유소, 유락시설 등) 등을 표시한다. 그리고

이때 도로지도 및 그 지도에 관련된 지역명 및 각종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문자 및 숫자를 한 화면 상에 표시한다.

도 1은 종래 일반적인 차량 항법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차량 항법 장치(100)는 3 개 이상의 각기 다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12)에서 동시에 전파를 받아 그 지점의 경도와 위도를 산출하는 GPS 수신기(14)에 의해 자차의 현재 위치 및 목적지까지

의 최적 경로를 산출하고, 도로 지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지도 데이터저장부(16)로부터 인출한 도로 지도상에 현재 위

치를 정합시킨 뒤 표시 구동부(22)를 통해 LCD 등에 의해 구현되는 표시기(24) 상에 지도 화면을 자차의 현재 위치 및 진

행 방향 등을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그런데, 운전자는 위와 같이 구성된 차량 항법 장치가 적용된 차량으로 유럽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유럽 지역은

EU 공동체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통합이 진행되고 있어 차량 등을 통한 국가간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운전자들은 차량 항법 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국가간 이동시 자차 위치의 국가 코드(ID)가 바뀌게

될 경우, 이동한 국가의 지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콤팩트 디스크롬(CD-ROM)이나 외장 메모리를 교체하여, 목적지 국

가의 지도로 직접 변경해야 했으며, 또한 변경된 다른 국가의 지도 상에서 다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재설정해야 하는 번거

로운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차량의 이동 경로를 탐색하는 카 네비게이션 장치에서, 한번의 설정으로 국가간

이동시 이전 국가의 지도에서 목적지 국가의 지도로 자동으로 변경하여, 최종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자동 탐색하여 표

시하도록 하는,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방법은, 지피에스 위성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

하여 지도 상에 이동 경로를 표시하는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방법에 있어서, 국가 코드(ID)를 포함한 출발지와 목적지

를 입력하고, 상기 출발지와 현재의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지도 데이터를 표시하는 제 1 단계; 상기 출발지의 국가 코드와

상기 지피에스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새로운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국가 코드를 비교하여 서로 상이한 지를 판단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출발지의 국가 코드와 상기 새로운 위치 정보에 대응된 국가 코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상기 새로운 위치 정

보에 대응된 국가 코드에 해당하는 지도 데이터를 로딩하여 표시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에 따른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장치는, 지피에스 위성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지도

상에 이동 경로를 표시하는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장치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지피에스(GPS) 수신부;

국가 코드(ID)와 연계된 각 국가별 지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지도 데이터 저장부; 일정 시간마다 상기 지피에스 위성으

로부터 수신한 상기 위치 정보를 근거로,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국가의 지도 데이터를 검색하여 국가 코드(ID_2)를 판독하

고, 판독된 국가 코드(ID)가 이전에 표시한 지도 데이터의 국가 코드(ID_1)와 다를 경우에, 이동하여 옮겨진 현재 위치에

대응된 국가 코드(ID_2)에 해당하는 지도 데이터를 상기 지도 데이터 저장부로부터 자동으로 로딩하여 표시하는 메인 제

어부; 및 상기 지도 데이터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

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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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의 특징은 먼저, 국가별 지도 데이터에 국가 코드(ID)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국가 ID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며, 현재 자차 위치를 이용하여 그 위치에 대응된 국가 코드(ID)에 따른 해당 국가

지도 데이터를 로딩(Loading)하며, 국가간 이동시 경로 탐색을 간이 경로 탐색에서 세부 경로 탐색으로 확장하여 국가간

이동 경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지도 데이터 저장부에 국가 코드와 연계된 각 국가별 지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메인 제어

부가 일정 시간마다 GPS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위도와 경도로 된 현재의 자차 위치 정보를 근거로,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국가의 지도 데이터를 검색하여 국가 코드(ID_2)를 판독하며, 판독된 국가 코드(ID)가 이전에 디스플레이한 지도 데이터

의 국가 코드(ID_1)와 다를 경우에, 이동하여 옮겨진 현재 위치에 대응된 국가 코드(ID_2)에 해당하는 지도 데이터를 자동

으로 업로드하여 디스플레이함으로써 네비게이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각 국가별 지도 데이터에 포함된 국가 코드(ID)의 구성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지도 데이터에 포함되는 국가 코드(ID)는 국가 아이디 코드(National

Identificaion Code)와, 지역 서브그룹 코드(Regional Sub-group Code), 및 주 코드(State Code)나 예비 코드(Reserved

Code)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국가 아이디 코드의 경우, 예컨대, 한국(Korea)은 "081", 미국(USA)은 "001" 등으로 표시되고, 지역 서브그룹 코

드의 경우 예컨대, 미국 서해안 지역(USA-WestCoast)은 "01", 미국 중부 지역(USA-Central)은 "02", 미국 남부 지역

(USA-Southern)은 "03" 등으로 표시된다.

또한, 주 코드의 경우, 예컨대, 미국 뉴욕주(USA-NewYork)는 "01", 미국 워싱턴주(USA-Washington)는 "02" 등으로 표

시할 수 있다. 그리고, 주 코드에 이어 예비 코드를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먼저, 운전자는 카 네비게이션 장치를 통해 국가 ID를 포함한 출발지와 도착지, 예컨대, 출발지로 프랑스 파리(005-01)와

도착지로 독일 베를린(007-01)을 입력한다(S302). 여기서, 각 국가 ID는 카 네비게이션 장치에서 기본적으로 다수의 국

가 ID를 예시하고, 사용자가 키입력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임의의 국가 ID가 선택되면 그 국가 ID에 포함되어

있는 서브 지역 코드를 다수로 예시하여 사용자가 해당 지역 코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카 네비게이션 장치에서 출발지와 도착지가 입력되면, 메인 제어부(20)는 출발지의 국가 ID와 도착지의 국가 ID를 비교해

서로 상이한 지를 판단한다(S304).

출발지와 도착지의 국가 ID가 서로 상이한 경우, 메인 제어부(20)는 도착지의 국가 ID에 해당하는 지도 데이터를 지도 데

이터 저장부(16)에서 검색한다(S306).

이어, 메인 제어부(20)는 검색된 도착지의 국가 지도 데이터 중 최소한의 지도 데이터를 로딩하여 표시기(24) 상에 표시한

다(S308). 그리고, 메인 제어부(20)는 출발지의 지도 데이터와 도착지의 지도 데이터가 포함된 전 경로에 대한 간이 경로

를 탐색하여 표시기(24) 상에 표시한다(S310). 따라서, 운전자는 출발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도착지인 독일 베를린까지의

간이 경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차량이 이동하여 GPS 위성(12)으로부터 수신하는 위치 정보가 출발지의 위치 정보와 다르게 될 경우에 메인 제어부

(20)는 차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인식한다(S312).

차량이 이동하게 될 경우에, 메인 제어부(20)는 GPS 위치 정보에 근거한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지도 데이터를 지도 데이

터 저장부(16)로부터 로딩하여 표시기(24) 상에 표시하게 된다(S314).

한편,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이 출발지 국가인 프랑스를 벗어나 도착지 국가인 독일로 이동하게 된 경우, 메인 제어부(20)

는 GPS 수신기(14)를 통해 수신한 GPS 위치 정보를 근거로 해당 지도 데이터를 검색해 현재 지도 데이터에 대응된 현재

위치한 국가 ID를 판독하게 되고, 판독한 국가 ID가 도착지 국가 ID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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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메인 제어부(20)는 새로 인식한 국가 ID에 해당하는 국가 지도 데이터를 지도 데이터 저장부(16)로부터 로딩하여

표시기(24) 상에 표시한다(S318). 이때, 새로운 국가 지도 데이터는 도착지 국가에 대한 간이 경로가 표시된 지도 데이터

이다.

이어, 메인 제어부(20)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자의 키입력 선택에 따라, 도착지 독일의 국가 지도 데이터 내에서

최종 도착지인 베를린까지의 상세 경로를 탐색하여 표시기(24) 상에 표시하면서 경로를 안내하게 된다(S320).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차량의 이동 경로를 탐색하는 카 네비게이션 장치에서, 한번의 설정으로 국가간 이동

시 이전 국가의 지도에서 목적지 국가의 지도로 자동으로 변경하여, 최종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자동 탐색하여 표시하

도록 하는,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방법 및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

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

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네비게이션 장치가 구비된 차량으로 국가 간을 이동하더라도 출발지 국가의

지도에서 목적지 국가의 지도로 자동 변경되어 표시됨으로써, 운전자가 목적지 국가의 지도로 직접 변경해야 할 필요가 없

으며, 또한 변경된 목적지 국가의 지도 상에서 다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재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일반적인 차량 항법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각 국가별 지도 데이터에 포함된 국가 코드(ID)의 구성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국가간 이동경로 자동 탐색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차량 항법 장치 12 : GPS 위성

14 : GPS 수신기 16 : 지도 데이터 저장부

18 : 지도 구동부 20 : 메인 제어부

22 : 표시 구동부 24 : 표시기

26 : 키입력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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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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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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