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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Taxi 소개

1. SmartTaxi 소개

SmartGPS TAXI 시스템은 KT파워텔 음성 단말기와 KT파워텔 데이터 망을 이용한

GPS기반 위치 전송 장치를 이용하여 기존 음성 배차부터 최신 경향인 GPS기반 근거리

/선착순 배차를 구현 할 수있는 유연하고 안정적인 KT파워텔 가입자를 위한 콜택시

특화 관제 시스템 입니다.  

기존 음성단말기

Smart-Terminal

Smart Map

+

+

GPS 기반의 최첨단기술

음성 배차의 장점 승계

1음성단말기와 100% 호환

최고수준의 관제 지도

인력,시간, 금전적
비용절감

국내 최고 콜택시

관제 전문가 집단

기존 음성(그룹통화) 콜택시 관제 시장의 절대강자 KT파워텔의 음성단말기와 현재 콜택시 관제 시장의 화두

로 떠오르고 있는 GPS 기반 데이터 통신장치(Smart-Terminal)의 결합으로

현 음성기반 콜센터 같은 경우 별다른 변경 없이 Smart-Terminal의 추가 장착으로 GPS 방식의 콜 시나리

오를, 신규 콜센터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MDT(Navigation)장치 없이 최첨단 GPS방식의 콜 시나리오를 제공가

능합니다.

GPS 데이터 기반 관제로의 전환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배차의 공정성 및 관제 전자지도 부분은.

국내 관제지도 시장의 대다수(동부엔콜 등)가 채택한 SmartMap 과 국내 최고 수준의 배차 솔루션을 보유한

eKSYS 의 SmartGPS TAXI 시스템은 그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지역마다 특성있는 배차시나리오 수용에 어려움을 처리한 방법은.

SmartGPS TAXI 시스템의 배차 시나리오는 아래 4가지 형태의 배차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음성관제용 PTT 단말기와 100% 호환이 가능하여 차량 밖이나 새로운 단말

기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섭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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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화면

사용자가 SmartTaxi System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과 SmartTaxi의

버전정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제품의 상세정보를 확인방법

3-1. 정식버전과 평가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3-2. 현재 제품의 Versio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제품 사용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2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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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martTaxi 사용법

SmartTaxi는 손쉽고 정확하게 배차하는 배차메뉴와 운전자의 정보들의 정보를 세밀하게 확인

할 수 있는 관리메뉴 화면을 여러 방법으로 구성하는 윈도우 메뉴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하는

도움말 메뉴 서버와의 통신상태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메인화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택시

관제프로그램입니다.

파일

1.1. 프로그램 종료

배차메뉴

2.1.접수 : 배차정보 접수/고객기존정보검색/고객위치검색 할 수 있습니다. 

2.2.지도보기 : 명칭검색/지번검색/차량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3.배차현황 : 배차접수현황/접수이력/배차이력/차량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3.배차운영 : 차량배차/배차접수현황/배차이력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4.예약배차 : 예약배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3

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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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및 리포트

3.1. 운전자별 콜통계 : 운전자의 일자별/원별 통계를 확인하여 운전자의 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2. 콜통계 : 일자별/월별/시간별 통계를 확인하여 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3. 콜접수정보 : 일자별/아이디별/차량번호별/고객전화별/고객명별 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4. 콜일보 : 일자별/그룹별/아이디별/차량번호별 콜 성공/실패/취소/미처리 건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4.1.공지사항 : 차량단말기에 공지사항을 전송합니다.

관리

5.1.회원관리 : 고객정보/차량정보/단말기정보/단말종류정보를 등록/수정/출력 할 수 있습니다.

5.2.상담원관 : 상담원의 정보/권한을 등록/수정/출력할 수 있습니다.  

5.3.회사관리 : 회사의 정보를 등록/수정할 수 있습니다.

5.4.사용자POI관리 : 자주 사용하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등록/수정할 수 있습니다.

5.5.휴일관리 : 휴일정보를 등록/수정할 수 있습니다.

5.6.회원근무관리 : 회원들의 휴일을 등록/수정할 수 있습니다.

5.7.택시요금관리 : 택시요금정보를 등록/수정할 수 있습니다.

5.8.환경설정 : 환경설정 정보를 등록/수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6.1. 프로그램의 버전과 제품만료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작업 상태표시창 정보확인

7.1. 로그인 ID : 작업 상태표시창을 통해서 로그인 사용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DB서버연결상태 : 데이타베이스와의 연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3.TP서버연결상태 : TP서버와의 연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4.NT서버연결상태 : Noti서버와의 연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5.Main 연결상태 : 배차 실패 시 대기상태로 변경해주며 센터에 1대만 있을 수 있습니다. 

7.6.SMS잔액 : SMS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정보

메인화면(계속)3

단축번호 기능 단축번호 기능

F6 지도보기 ctrl+F4 코드관리

F7 배차현황 ctrl+F5 사용자POI관리

F8 접수 ctrl+F6 휴일관리

ctrl+F1 회원관리 F11 택시요금관리

ctrl+F2 상담원관리 F12 환경설정관리

ctrl+F3 회사관리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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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기능 세부 설명

배차접수

배차 콜접수가 밀리는 경우 사용하는 접수기능

직접배차 콜접수를 바로 방송하면서 배차처리 하는 접수기능

지정배차 콜접수를 특정 차량을 지정하여 처리하는 접수기능

재배차 배차 실패 된 경우나 취소된 경우에 처리하는 접수기능

재 직접배차
배차 실패 된 경우나 취소된 경우에 처리하는 바로 방송하면서

배차처리 하는 접수기능

수동배차 콜접수를 순차적으로 온 차량을 지정하여 처리하는 접수기능

예약배차 배차를 예약하여서 처리할 수 있는 접수기능

일괄배차 대기상태의 배차를 방송하는 것과 동일한 접수기능

보류 위치정보가 없는 경우 접수를 위해 등록할 수 있는 기능

배차취소 배차취소
고객의 취소요구나 콜접수 시 고객위치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접수
를 취소하는 기능

검색

기존내역 특정 전화번호로 고객의 기존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검색내역
USERPOI로 등록해 놓은 위치와 지도에서 기본으로 고객정보를 검색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검색방법

접수리스트

검 색

고객의 전화번호와 운전자의 아이디로 고객의 접수내용을 검색 할 수
있는 리스트

리스트

근접차량 고객의 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의 정보순으로 나오는 리스트

CID내역 키폰을 통해 수신된 전화내역

배차현황

기본적으로 배차가 진행중인 리스트 정보이며 상단의 달력컨트롤을
사용하여 선택한 일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리스트

: 배차,      : 배차진행,      : 배차성공,       : 승차,      : 하차

: 배차실패,       : 취소 : 기사취소

접수이력
하나의 배차마다 그 배차에 접수를 시도한 차량정보를 순위별로

확인하는 리스트

배차이력 하나의 배차가 징행되는 순서에 맞춰 시간정보를 확인하는 리스트

PTT이력 콜접수에 요청한 모든 차량의 정보를 확인하는 리스트

SMS 고객정보 전송 운전자에게 변경된 내용과 배차 결과/공지사항를 전송 수 있는 기능

지도 지도보기 지도상에서 차량정보와 고객의 위치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출력 기존내역출력 기존내역 정보 출력기능

배차 접수4

배차>접수

고객정보/지도/검색등을 통해 쉽게 자동으로 배차하는 접수 시스템입니다.

4.1. 접수 화면 기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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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접수(계속)4

4.1.1. 배차설정 사항

1.고객명 - 고객명/고객영업소

2.발신번호 - 고객의 발신번호

3.검색종류 - 고객위치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치명/지번

4.고객위치 - 고객의 도착지점

5.상세항목 - 고객의 도착지점의 상세설명

6.거리설정 - 관리도구>환경설정>거리설정에 설정된 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장거리 고객을 위한 배차를 하는 경우 사용

7.차량종류 - 대형을 기본으로 함

8.차량대수 - 고객이 원하는 차량의 대수만큼을 설정 (최소 :1 최대 :9)

9.배차설정 - 빈차 : 빈차인 차량만 배차
빈차+승차 : 빈차와 승차 모두 배차 우선순위는 근거리 빈차차량
무시 : 빈차와 승차 모두 배차 우선순위는 근거리차량
(자동배차인 경우 배차설정사항을 기본으로 차량에 배차를 요청함)

10.예약여부 - 배차를 예약하는 경우 사용 종류는 예약,정기예약,업무택시

11.비고 - 고객의 정보를 기입하는 경우
12.시계 - 동일한 고객이 특정 시간 안에 같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시계의 색이 변경됨

(※필수항목 파란색으로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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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일반배차 (방송배차 / 직접배차)

발신번호, 기존내역을 통해 고객위치등록 하거나 지도를 고객위치를 등록하거나 검색내역을
통해서 고객위치등록을 통해서 배차하거나 접수 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합니다.

전화가 오면 발신번호 창에 발신번호가 입력됩니다.

고객위치를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2.1.기존내역에서 선택하는 방법 (4.1.11 참고)

2.2. 지도에서 새로운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 (4.1.21 참고)

2.3. 검색내역에서 선택하는 방법 (4.1.13 참고)

방송배차 : 접수만 하기 위해서는 배차버튼을 클릭 합니다.

직접배차 : 배차하기 위해서는 직접배차버튼을 클릭합니다.

1

2

3

1

3
2-1

배차 접수(계속)4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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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오면 발신번호 창에 발신번호가 입력됩니다.

고객위치를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2.1.기존내역에서 선택하는 방법 (4.1.11 참고)
2.2. 지도에서 새로운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 (4.1.21 참고)
2.3. 검색내역에서 선택하는 방법 (4.1.13 참고)

우측의 리스트 중에서 근접차량에서 아이디/상태/거리/차종/위치 정보를 확인하세요. 
가장 근접한 순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지정배차 메뉴를 클릭하세요.

1

2

3

4.1.3. 지정배차

배차에 응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나 차량의 단말기에서 GPS수신이 원활히 되지 않는

특정차량에 배차를 직접 하는 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A.근접차량에서 배차하는 경우

B.접수이력/PTT이력에서 배차하는 경우

배차 접수(계속)4

1

3

2-1 2-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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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가 실패한 경우 배차접수현황에서 리스트를 클릭한다.

접수이력/PTT 이력가운데 특정차량의 아이디/상태/거리/차종/위치 정보를 확인하세요. 
가장 근접한 순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지정배차 메뉴를 클릭하세요.

1

2

배차 접수(계속)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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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재배차

배차현황 리스트에서 배차취소/배차실패상태를 클릭한 후 손쉽게 재배차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정보의 사항을 동일하게 입력하지 않고 다시 배차하고자 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재배차 할 수 있습니다.

배차현황리스트에서 접수결과가 실패/취소인 경우 클릭하세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재배차 메뉴를 클릭하세요.

배차현황리스트에서 새로운 “배차진행” 중 인 리스트항목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

배차 접수(계속)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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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재 직접배차

배차현황 리스트에서 배차취소/배차실패상태를 클릭한 후 손쉽게 재 직접배차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정보의 사항을 동일하게 입력하지 않고 다시 바로 배차하고자 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오른
쪽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재 직접배차 할 수 있습니다.

배차현황리스트에서 접수결과가 실패/취소인 경우 클릭하세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재 직접배차 메뉴를 클릭하세요.

배차현황리스트에서 새로운 “배차진행” 중 인 리스트항목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

배차 접수(계속)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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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수동배차

콜접수 결과가 배차대기/배차실패 된 경우 운전자가 승차중인 경우에도 중복배차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A.접수이력/PTT이력에서 배차
B.Group이력에서 배차
C.배차내용변경에서 배차

배차대기/배차실패 된 리스트를 클릭하세요.

방송을 통해서 이동차량으로부터 중복 접수를 요청하세요.

차량에서 올라온 아이디를 확인하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리스트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수동배차를 클릭하세요.

1

2

3

4

배차 접수(계속)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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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접수(계속)4

그룹콜방송을 통해서 이동차량으로부터 중복 접수를 요청하세요.

차량에서 올라온 아이디를 확인하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배차대기/배차실패 된 배차현황리스트를 클릭하세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수동배차를 클릭하세요.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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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접수(계속)4

1

2

3

배차대기/배차실패 된 배차현황리스트를 클릭하세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배차내용변경메뉴를 클릭하세요.

배차내용변경 화면이 활성화되면 아이디에 개별번호(무전번호)를 입력하세요. 

정보를 모두 수정한 후 변경버튼을 클릭하세요.

※선택시 고객정보 재전송을 체크하고 변경버튼을 클릭하면 단말기로 배차결과를 전송된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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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배차예약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배차시간 1분전에 접수화면에 배차대기로 등록되며
배차 현황화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배차 예약을
확인하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발신번호 창에 발신번호가 입력됩니다.

고객위치를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2.1.기존내역에서 선택하는 방법 (4.1.11 참고)
2.2. 지도에서 새로운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 (4.1.21 참고)
2.3. 검색내역에서 선택하는 방법 (4.1.13 참고)

예약여부를 예약 또는 정기/업무택시로 선택하세요.

예약버튼을 클릭하세요.

1

2

3

2-2

1

배차 접수(계속)4

2-1 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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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접수(계속)4

예약버튼 클릭후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등록정보가 맞으면 등록하시고 아니면 닫기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등록된 사항은 메인 메뉴 배차>예약배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1.변경

;배차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리스트에서 클릭한 후 접수정보를 수정
한 후 변경버튼을 클릭하세요.
6- 2.삭제
;고객이 취소한 경우 리스트에서 클릭한 후 삭제버튼을 클릭하세요.
6- 3.차/직접배차/배차보류
;리스트중에서 배차할 정보를 리스트에서 클릭한 후 배차/직접배차/보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배차가 진행됩니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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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접수(계속)4

관리>환경설정 > 예약설정탭을 클릭하세요.

예약 자동설정 :  수동 -> 예약을 알림창으로 알리는 경우

자동 -> 알림창으로 알리지 않고 예약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알림시간 : 예약시간전에 배차 알림창을 띄우며 알리는 시간

알림 시간간격 : 예약시간이 지난 후에 배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알리는 간격

배차 거리설정 : 예약배차시 기본배차설정거리

1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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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일괄배차

배차대기 상태인 배차를 배차현황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배차하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여러개의 배차대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일괄배차이고 하나만을 처리하는 경우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후 방송배차로 처리하면 됩니다.

1

2

배차 접수(계속)4

1

2-2

2-1

배차 대기인 리스트 중 하나만을 선택해서 배차할 것인 지 동시에 여러개를 배차할 지

결정합니다.

2-1.하나만을 할 경우

리스트에서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방송배차메뉴를 클릭하세요.

2-2.동시에 처리하는 경우

일괄배차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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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수동구역배차

배차구역과 근거리에 있는 구역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순차적으로 지정배차 할 수 있습니다.
구역에 있는 차량의 수와 위치를 가늠할 수 있어 배차실패 시와 밀집되어있는 차량을 효율적으
로 배차할 수 있습니다.
지정배차와 달리 구역에 등록한 순서대로 배차하므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차 접수(계속)4

1

2

배차 대기인 리스트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차량정보확인을 클릭하여 차량들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구역명칭을 보고 배차 버튼을 클릭하세요.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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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배차 실패/기사 취소시 자동배차

설정한 시간 안에 배차실패/ 기사취소인 경우 자동으로 설정된 배차 횟수 만큼 배차하는 기능입
니다. 배차시간을 절약하고 중복배차의 실수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배차 접수(계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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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보류

발신번호, 기존내역을 통해 고객위치등록 하거나 위치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등록만
해두는 기능을 기본으로 합니다. 등록된 정보를 배차할 수 없으며 등록된 리스트를 클릭하고
위치정보를 선택한 후에 배차나 직접배차하는 방법입니다.

전화가 오면 발신번호 창에 발신번호가 입력됩니다.

고객위치를 등록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2.1.기존내역에서 선택하는 방법 (4.1.11 참고)
2.2. 지도에서 새로운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 (4.1.21 참고)

보류버튼을 클릭하세요.

1

2

3

배차 접수(계속)4

1

3

2-2

2-1



사용자 매뉴얼

24

4.1.12. 배차취소

이미 접수된 배차내역에 관하여 고객이 원하는 배차를 취소하는 경우나 상담원이 잘못된

배차정보를 등록한 경우 그 배차정보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A.배차취소버튼

B.팝업리스트메뉴에서 배차취소

배차현황에서 배차대기/배차진행/배차성공/배차실패중인 리스트를 선택하세요. 

배차취소 버튼이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배차취소 메뉴를 클릭하세요. 

콜취소타입을 선택한 후 Enter Key를 입력하거나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결과: 리스트의 결과에 취소를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리스트 뒤쪽에 취소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배차취소 : 선택한 취소타입을 서버배차에서 취소합니다.

배차 접수(계속)4

1

2

3-2

1

3-1

3-1

3-2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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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를 입력하세요.

조회버튼을 클릭하세요.

우측의 리스트중에서 기존내역에서 확인하세요. 

(리스트상단에서 결과의 통계 총 건수/성공 건수/고객 취소건수/기사 취소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고객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표출 정

보는 발신번호,출발지,고객명,접수일자,접수시간,접수결과,비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2

3

4.1.13. 기존내역 검색

발신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한 경우에 고객의 기존 배차 내역을 기존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고객의 신뢰도와 고객의 기존 위치정보 등을 알 수 있어 더 편리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우 위치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고객정보
입니다. 

배차 접수(계속)4

1 2



사용자 매뉴얼

26

.

4.1.14. 근접차량 검색

고객위치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한 경우 근접차량메뉴에서 고객위치에 가까운 차량리스트
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접차량을 지정 배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량
에 배차할 수 있으며 문자전송오류나 배차실패 시에도 특정 차량에 배차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고객위치를 입력하세요.

Enter Key를 입력하세요

근접차량리스트에서 가장 근접한 순으로 차량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특정 차량에 배차할 수 있는 지정배차 기능이 있습니다.  리스트는 아이디/상태/차

종/위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

1

3

배차 접수(계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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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종류를 선택합니다. 

명칭검색인 경우

고객위치에 검색하고자 하는 위치명칭 을 입력하세요.

Enter Key를 입력하세요.

검색한 내역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지도 데이타 와 사용자가 등록한 정보 중에서 검색하는

데 이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를 원하실 때는 지도보기메뉴를 통해서 지도위에서 위

치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내역을 고객위치정보로 사용하시기 원하면 리스트에서

클릭만 하시면 사용가능합니다.

4.1.15. 검색 내역 검색

고객위치에 검색하고자 하는 위치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한 경우 검색내역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지도 데이타 와 사용자가 등록한 정보 중에서 검색되는 내역을 의미하며 이 리스트를 클
릭시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보가 확인되어서 고객의 위치로 사용하고 싶다면
마우스로 선택 시 고객위치에 해당명칭이 표출됩니다.

1

2

3

배차 접수(계속)4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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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접수(계속)4

검색종류를 선택합니다. 

지번검색인 경우

고객위치에 검색하고자 하는 동/읍/면/리 지번을 입력하세요.

Enter Key를 입력하세요.

검색한 내역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지도 데이타 와 사용자가 등록한 정보 중에서 검색하는데 이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를 원하실 때는 지도보기메뉴를 통해서 지도위에서 위치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검색내역을 고객위치정보로 사용하시기 원하면 리스트에서 클릭만 하시면 사용가능합니다.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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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리스트 중에서 CID내역을 클릭하세요.

2. CID내역 리스트에서 처리

2. CID버튼 클릭하세요.

미처리된 전화내역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발신번호로 이동메뉴를 선택하세요.

접수정보란의 발신번호에 해당 번호가 이동된 경우 기존내역리스트와 고객위치에 고객의 위치정보 중 하

나를 선택하여 원하는 고객정보를 가지고 고객전화내역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CID 내역

전체 : 고객의 전화이용횟수를 숫자와 색으로 표현하여 우수고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전화내역 : 고객의 마지막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어 많은 위치에서 우선 배차 할 수 있습니다.

4.1.16 CID 내역 처리

고객으로부터 걸려온 통화 내역 중에서 미처리한 접수내역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2

배차 접수(계속)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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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접수(계속)4

1

2-2

2-1

CID버튼을 클릭하세요.

1. 전화번호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CID리스트에 내역이 없는 경우)

2. 내선연결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2.1. 수신번호/국선을 입력하고 Enter Key를 입력하시거나 수신버튼을 클릭하세요.

결과 : 발신번호에 접화번호가 입력됩니다. CID내역에 해당전화번호의 내역이 입력됩니다.

2.2. 리스트에 있는 내역 중 수신한 전화번호를 클릭한후 Enter Key를 입력하세요.

결과 : 발신번호에 접화번호가 입력됩니다. CID내역에 해당전화번호의 내역이 입력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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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접수(계속)4

4.1.17. 접수완료

배차완료를 표출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배차가 완료된 것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배차정보가
수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완료된 배차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접수결과 완료하고자 하는 리스트 항목을 클릭하세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접수완료를 선택하시거나 Ctrl+Z버튼을 클릭하세요. 

리스트 앞부분에 선택된것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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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결과 리스트에서 배차성공/승차/하차 리스트 항목을 클릭하세요.  

접수이력 리스트에서 순서대로 접수된 개별번호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순위/일자 /시간 /개별번호/거리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배차에 참여한 시간과 거리를 통해서 그 우선순위를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18. 접수이력 확인

배차에 접수된 차량을 순위별 정보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운전자에게 배차 우선순위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2

배차 접수(계속)4

차량상태/배차조건 차량정보

배차시간에 차량상태를 접수 이력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배차시 차량의 상태를 알아 실패의 이유와 다른 차가 배차되는 상황을 확인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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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결과 리스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하세요.

배차이력 리스트에서 배차의 진행순서대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일자/시간/배차접수번호/상태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4.1.19. 배차이력확인

배차가 시간별로 진행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

배차 접수(계속)4

화면의 우측하단에 PTT이력탭을 클릭하세요.

4.1.20. PTT이력 확인

콜접수에 요청한 모든 차량의 정보를 확인하는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차량의 접
수 요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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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접수(계속)4

접수결과 리스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메뉴에 접수리스트 검색 항목을 클릭하세요.

아이디와 전화번호중 검색조건을 선택해서 접수이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정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검색된 결과를 클릭해서 SMS를 보낼 수 있습니다.)

1

2

4.1.21. 접수리스트 검색

접수결과리스트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접수리스트 검색화면이 활성화됩니다.
아이디/전화번호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며 특정운전자에게 SMS를 보내고 싶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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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접수(계속)4

4.1.22. SMS 재전송

배차성공 후 SMS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 SMS를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A.배차리스트에 전송
B.기존내역에서 전송
C.접수내용 변경에서 전송

1

2

1

배차성공한 리스트정보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메뉴 중 메시지 재전송을 클릭하세요.

메시지 내용을 입력한 후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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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접수(계속)4

1

2

기존내역 리스트정보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메뉴중 메시지 재전송을 클릭하세요.

메시지 내용을 입력한 후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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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접수(계속)4

1

1

2

배차내역 리스트정보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메뉴 중 접수내용 변경을 클릭하세요.

메시지 내용을 입력한 후 아이디를 입력하고 선택시 고객정보 재전송을 체크후 변경버튼을 클릭하세요.

(SMS전송기능이 있는 콜센타에서만 SMS가 전송됩니다.)

접수결과 리스트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하세요.

고객명/발신번호/아이디/고객위치/상세항목/비고를 입력한 후 변경버튼을 클릭하세요.

1

2

4.1.23. 배차내용 변경

접수된 배차내용을 변경하기 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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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지도에서 새로운 고객위치선택

자세한 고객의 위치를 지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칭 등을 통해서 저장하는 경우 위치의

지명이 변경되는 경우 부정확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한 경우 지명이나 건물의 변동과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지도버튼이나 메인화면에서 배차>지도보기를 클릭하세요.

위의 지도화면이 보이면 원하시는 위치로 마우스를 이동하시고 마우스의 오른쪽버튼을 클릭하시

고 접수화면 Call 위치지정을 선택하세요.

(선택된 위치의 명칭이 접수화면에 고객위치 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끔 숫자만 입력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경우는 지우시고 원하시는 지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2

배차 접수(계속)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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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배차현황리스트 확인

본인의 배차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 전체/배차성공/배차실패/기사취소/고객취소

/배차현황을 조건으로 오늘인 경우 1시간/2시간/4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며

오늘이 아닌 경우 일자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상태별로 확인하고 싶은 경우 해당상태 버튼을 누르세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하세요. 

일자가 당일인 경우 옆에 콤보박스를 통해서 1시간/2시간/4시간/8시간으로 변경하세요.

일자가 당일이 아닌 경우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하세요.

전체체크 박스

전체 체크박스에 선택이 되어 있으면 상담원들이 배차한 현황을 모두 보고 체크박스의 체크를

풀면 자신이 배차한 현황만이 보입니다.

위와 같이 정보를 변경한 경우 해당정보로 리스트의 정보가 변경됩니다.

1

2

1 2

4.1.26. 단축키 정보

배차 접수(계속)4

단축번호 기능 단축번호 기능

F1 배차 ctrl+R 접수화면 새로 고침

F2 직접배차 ctrl+1 기존내역화면으로 탭 이동

F3 배차취소 ctrl+2 근접차량화면으로 탭 이동

F4 보류 ctrl+3 검색내역화면으로 탭 이동

F5 일괄배차 ctrl+4 CID내역화면으로 탭 이동

F6 지도보기 ctrl+F 접수내역화면 활성화

Alt+A CID설정 ctrl+Q 접수이력화면으로 탭 이동

Alt+S 예약 ctrl+R 접수화면 새로 고침

Alt+R 새로고침 ctr;+W 배차이력화면으로 탭 이동

ctrl+T 발신번호 검색 ctrl+Z 배차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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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 기존내역 출력

기존의 고객정보를 출력하는 기능으로 업무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경우 사용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차 접수(계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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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보기5

유형 기능 세부 설명

지도검색

명칭검색 고객위치를 검색 시 사용하는 건물명 지명검색 하는 방법

지번검색 지번이 존재를 주소로 검색하는 방법

차량검색 차량 아이디로 수신 가능한 차량을 검색하는 방법

접수 위치 설정

중심좌표를

콜 위치지정

지도의 중심이 고객위치인 경우 사용하는 방법

접수화면

콜 위치지정

특정위치를 선택하여 고객위치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운행표시

차량상태변경 하차상태로 변경

현 위치조회 차량상태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

차량운행표시
차량의 승/하차 정보 및 데이타 수신 시간등을 확인하여

차량정보를 표출

반경표시 반경표시
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을 환경설정에 정의된 시간대로
표출

위치정보등록

사용자POI 

위치지정

고객들이 밀집된 지역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미리 등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

사용자POI

보기

미리 등록되어 있는 POI를 지도에 표시함

지도컨트로롤

확대 지도 확대기능 최대 13레벨

축소 지도 축소기능 최소 0레벨

회전 지도 회전

이전화면 지도 컨트롤 사용시 이전에 보았던 지도이미지

다음화면 지도 컨트롤 사용시 이전에서 다음에 보았던 지도이미지

3D보기 건물을 입체적으로 보는 기능

조망보기 높은 건물에서 내려다 보는 것과 같이 보는 기능

지도캡쳐 지도 이미지 캡쳐하는 기능

파일저장 지도 이미지를 바로 저장하는 기능

테마보기 지도의 문자 도형의 색깔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

배차>지도보기

전체 배차현황, 방송배차상황, 차량 상태, 접수이력, 배차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황화면입니다.

5.1. 배차현황 화면 기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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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7 8

4 5 6

5.1.1. 지도보기 이용방법

줌바를 이용하여 지도 확대 / 축소하기 : SmartGPS 관제지도는 0에서 13까지 총 14개의 레벨이

지원됩니다.줌 바 상단의 '-'를 클릭하면 한 레벨씩 축소됩니다. 줌 바 하단의 '+'를 클릭하면 한

레벨씩 확대됩니다.줌 바를 단계별로 클릭하시면 해당 레벨로 이동합니다.

- 마우스를 이용한 지도화면의 확대 : 지도화면의 중심선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휠을 ↓방향으로 내려줍니다. 

레벨 변화와 함께 지도화면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마우스를 이용한 지도화면의 축소 : 지도화면의 중심선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휠을 ↑방향으로 올려줍니다. 

레벨 변화와함께 지도화면이 축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도화면의 이동 : 지도화면을 클릭한 후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 합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셔도 동

일하게 이동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밀한 지도화면 만들기 : 원하는 지역을 지도화면 중심에 맞춘뒤 키보드의 Ctrl + Shift + ↓키를 눌르며 원

하는 레벨까지 지도화면이 움직일때까지 이동합니다. 지도화면이 조밀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도보기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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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맵 이용하기 : 지역이동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줌바 하단의 MiniMap 버튼을

클릭하시면 나타납니다. 원하는 지역을 콤보박스에서 선택하신 후 우마우스 클릭 후 지역의 영역만큼

드래그 하여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지도화면이 해당 지역의 사각 범위 만큼 표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맵에 그려진 사각형을 좌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지도화면이 인덱스맵의

움직임과 같이 표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이동 : 시 / 군,구 / 동,면,읍 단위로 콤보박스를 석택하여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중심좌표를 Call위치로 지정 : 지도의 중심좌표를 접수화면의 고객위치 정보에 셋팅 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가

접수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운행표시 :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운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경표시 : 배차가능한 반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반경을 통해서 배차가능한 차량 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표시하는 반경의 범위는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인화면>관리>환경설정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3

4

5

6

지도보기(계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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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맵툴 이용법 : 맵툴은 사용자가 사용자 목적에 맞게 지도화면을 조작,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도확대 : 화면의 지도를 확대하여 보여줍니다.

지도축소 : 화면의 지도를 축소하여 보여줍니다.

지도회전 : 지도화면을 회전합니다. 회전된 지도화면을 정북방향으로 되돌리고 싶으신 경우 지도화면 상단

의 나침반을 클릭하시면 정북방향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전화면 : 지도화면을 이전에 확인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다음화면 : 지도화면을 현 지도화면 다음에 이동했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조망보기 : 높은 건물에서 내려다 본 것과 같이 지도화면을 표출합니다.

입체보기 : 건물을 입체로 표출한다. 건물의 총수는 실 데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현실감 있는 지도화면이

표출됩니다.

클립보드복사 : 지도화면을 캡쳐하여 다른 문서에 복사/붙이기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저장 : 지도화면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테마기능 : 기본테마와 회색테마로 확인 가능합니다. 

사용자POI 보기 : 미리 등록한 사용자들의 POI를 볼 수 있습니다. 

3레벨부터 등록한 정보를 확인 가능 합니다.

5

7

지도보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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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보기(계속)

사용자POI 보기 : 미리 등록한 사용자들의 POI를 볼 수 있습니다. 

3레벨부터 등록한 정보를 확인 가능 합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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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보기(계속)

10 검색창 이동 : 검색메뉴창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넓은 지도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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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명칭검색

명칭검색은 주요 지형지물명(명칭명, 건물명), 업종 등을 입력하여 위치와 상세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고객의 위치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운전자의 위치

파악에 용이합니다.

검색지역을 선택하세요. 

(지역고정으로 되어 체크되어 있는 경우 지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검색조건을 선택하세요.  

검색단어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이나 Enter Key를 입력하세요.

활용 팁! 검색된 결과리스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1.UserPOI 추가할 수 있습니다. 

2.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고객위치에서 검색시 검색내역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2

3

1

2

3

5 지도보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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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지번검색

주소검색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주소 정보만 검색어로 입력하시면 주소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주소로 위치 지정을 요청하시는 경우 쉽게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색지역을 선택하세요. 

지번(본번/분번)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이나 Enter Key를 입력하세요.

활용 팁! 검색된 결과리스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1.UserPOI 추가할 수 있습니다. 

2.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고객위치에서 검색시 검색내역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2

1

2

5 지도보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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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차량검색

GPS 수신이 한시간 이내 에 수신된 차량정보를 지역 내 검색과 화면 내 검색을 바탕으로 차량
상태에 따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승차여부와 차량의 위치, 업무여부 등을 한눈에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검색지역을 지역내 검색과 화면내검색으로 선택하세요. 
지역내 검색인 경우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등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차량 상태를 선택하세요. (상태는 대기/승차대기/승차/휴차/휴식등이 있습니다. 여러개를 동시에 선택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명에 개별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세요. 

활용 팁! 검색된 결과리스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1.차량이 승차상태인 경우 강제로 하차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현위치 조회의 기능을 통하여 차량의 현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UserPOI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고객위치에서 검색시 검색내역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검색결과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5.검색된 차량을 선택한 지도에서 마우스를 차량 위로 올렸을 때 세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2

3

1

2

3

5 지도보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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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접수화면 Call위치지정

지도에서 특정위치를 클릭해서 접수화면에 고객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5.2.5. 사용자POI 위치지정

지도에서 특정위치를 클릭해서 고객위치검색과 명칭검색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2

5.2.6 단축키 정보

지도화면을 사용하기 쉬운 단축번호 정보입니다.

5

단축번호 기능 단축번호 기능

ctrl+C 증심좌표를 Call 위치로 이동 ctrl+4 이전화면

ctrl+P 차량운행표시 ctrl+5 다음화면

ctrl+R 반경표시 ctrl+6 조망보기

ctrl+1 확대 ctrl+7 3D보기

ctrl+2 축소 ctrl+8 화면캡쳐

ctrl+3 회전 ctrl+9 화면저장

지도보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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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배차현황

전체 배차현황, 방송배차상황, 차량 상태, 접수이력, 배차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황

화면입니다.

6.1. 베차현황 화면 기능 안내

배차현황6

유형 기능 세부 설명

배차

방송배차 접수된 배차정보를 방송하는 기능

재배차 배차 실패 된 경우나 취소된 경우에 처리하는 접수기능

재 직접배차
배차 실패 된 경우나 취소된 경우에 처리하는 바로 방송하면서

배차처리 하는 접수기능

수동배차 콜접수를 순차적으로 온 차량을 지정하여 처리하는 접수기능

배차취소 배차취소
고객의 취소요구나 콜접수 시 고객위치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접
수를 취소하는 기능

차량상태
변경

승차 운전자의 운행상태를 승차상태로 변경하는 기능

하차 운전자의 운행상태를 하자상태로 변경하는 기능

검색
접수리스트

검 색

고객의 전화번호와 운전자의 아이디로 고객의 접수내용을 검색 할
수 있는 리스트

SMS SMS 재전송 운전자에게 SMS를 보낼 수 있는 기능

리스트

배차현황
기본적으로 배차가 진행중인 리스트 정보이며 상단의 달력컨트롤
을 사용하여 선택한 일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리스트

접수이력
하나의 배차마다 그 배차에 접수를 시도한 차량정보를 순위별로

확인하는 리스트

배차이력 하나의 배차가 징행되는 순서에 맞춰 시간정보를 확인하는 리스트

PTT이력 콜접수에 요청한 모든 차량의 정보를 확인하는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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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방송배차

배차대기 상태의 배차대기를 배차진행으로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접수시 여러개의 배차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입니다.

A.방송배차 하는 경우(선택된 배차접수를 배차)
B.직접배차 하는 경우(배차접수 순서대로 배차)
C.일괄배차 하는 경우(접수된 배차를 모두 배차)

체크박스를 체크 하거나 리스트 끝에 있는 방송버튼을 클릭하세요.

상단의 방송배차버튼 이나 F1을 클릭하세요.
(리스트 마지막에 있는 방송버튼을 클릭한 경우 하나씩 배차할 수 있습니다.)

직접배차 버튼을 클릭하거나 F2를 누른다.

일괄배차 버튼을 클릭한거나 F5를 누른다.

1

2

3

배차현황6

1-1

1-2 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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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배차취소

배차대기 상태의 배차상태를 취소하는 기능과 배차현황에 있는 배차진행상태를 취소상태로 변경
하는 기능입니다. 잘못 접수된 내역이나 고객의 요청으로 취소되는 내역에 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A.배차취소 버튼 사용
B.팝업메뉴 배차취소 메뉴 사용

방송배차 취소

1.1. 일자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하세요.

1.2. 상단의 배차취소버튼 이나 F3을 클릭하세요.

리스트에서 배차취소 취소

2.1. 배차진행상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세요.

2.2. 배차취소메뉴를 클릭하세요.

1

2

배차현황(계속)6

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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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배차설정 변경

배차현황 리스트에서 접수내용의 정보를 손쉽게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고객명/발신번호/고객위치/상세항목/거리설정/배차설정/비고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등록 했던 좌표정보는 변경되지 않으니 이점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배차현황(계속)6

1

2

변경을 원하시는 리스트를 클릭하세요.

고객명/발신번호/고객위치/상세항목/거리설정/배차설정/비고 정보를 수정한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세요. 

변경되어진 정보는 접속중인 다른 PC의 SmartTaxi 프로그램에서도 변경됩니다.

배차 성공된 경우 변경된 정보로 차량에 전송되어집니다.

1

2

6.1.4 단축키 정보

배차현황 화면을 사용하기 쉬운 단축번호 정보입니다.

단축번호 기능 단축번호 기능

F1 방송배차 F5 일괄배차

F2 직접배차 Alt+R 방송배차리스트 새로고침

F3 배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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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배차서버로 배차

일반배차, 다중배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배차 시스템으로 각 콜지에 가장 가까운

위치 차량을 배차하는 시스템으로 자신의 배차가 아닌 배차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콜서버

차량에 근거리 고객에 배차되는 시스템
이중배차의 최소화
접수PC에 부담을 최소화하여 접수능력 확대

배차현황(계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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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및 리포트>콜통계

운전자의 일자별/월별 통계를 확인하여 운자자들의 콜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7.1. 운전자별 콜통계검색

기간 조건은 월별/일별과 대상조건은 전체와 담당자를 선택하거나 GROUP을 선택하세요.

(담당자는 운전자의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검색버튼을 클릭하세요.

일자/회원이름/총건수/차량번호/단말번호 /무전번호를 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

3

콜통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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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운전자별 정보 출력

통계정보를 문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검색 조건으로 선택할 경우 일자별로 담당자의

콜정보를 차트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통계(계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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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콜통계

통계정보를 문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콜정보를 차트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조건은 월별/일별/기간과 시간대별를 선택하세요.

검색버튼을 클릭하세요.

일자/일반배차/수동배차/취소/실패/합계와 비고의 성공/취소/실패를 퍼센트로 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

3

콜통계(계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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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콜통계 출력

콜현황의 일자별/월별 통계를 확인하여 시간대별로 콜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콜통계(계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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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8

관리>회원관리
운전자와 차량, 단말기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1.1. 회원등록

운전자의 정보를 세부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회원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규회원등록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때 입력창이 모두 비활성화됩니다.)

“회원등록/성명/주민등록번호/회사코드/소속/단말무선번호/TRS전화/상태/자동배차”를 입력하세요.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 차량번호/차량구분/차종을 입력하세요.

차량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회원을 등록하는 경우
-SIM_ID/단말IP번호/단말전화번호/단말무전번호를 입력하세요

회원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1

2

3

1

2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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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정보를 리스트에서 선택하고 수정버튼을 클릭하세요.

“회원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회사코드/단말무선번호/TRS전화/상태/자동배차”를 필수 입력한 후
차량정보와 단말정보를 변경하시지 않으시려면 등록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기존정보를 변경하지 않으시려면 등록취소 버튼을 클릭하세요.

차량정보나 단말정보를 수정하기 원하면 차량선택 버튼을 클릭하세요.
차량정보 변경방법
3.1.등록되어 있는 정보
3.1.1. 같은 차량의 정보 변경
차량정보를 선택하고 수정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보를 수정하고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변경된 정보를 리스트에서 클릭하고 선택버튼을 클릭하세요.
회원정보화면에서 변경된 것이 확인되면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해서 변경된 정보를 저장 하세요.

1

2

8.1.2. 회원정보 수정

등록된 운전자의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3

1

2

회원관리(계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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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다른 차량으로 정보 변경 방법

- 다른 차량의 정보를 선택하고 선택버튼을 클릭하세요.

- 회원정보화면에서 변경된 것이 확인되면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해서 변경된 정보를 저장 하세요.

3.2.등록되지 않은 정보

- 신규차량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 “차량번호/모델/차량구분”을 입력한 후 단말선택버튼을 클릭하세요.

- 신규단말등록버튼을 클릭하세요.

- “SIM카드/단말종류/단말IP번호/단말전화번호/단말무선번호/단말상태”를 입력하고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 등록된 정보가 리스트 상단에 표출됩니다. 등록된 정보를 클릭하고 선택버튼을 클릭하세요.

- 차량관리화면의 단말정보란에 선택된 단말기정보가 입력 되었는 지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길 원하면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 등록된 정보가 차량 리스트 상단에 표출됩니다. 등록된 정보를 클릭하고 선택버튼을 클릭하세요.

- 회원정보화면에 차량정보/단말정보에 선택된 정보가 입력 되었는 지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길 원하면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회원관리(계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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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체인 경우는 회원정보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2.회원번호를 등록된 회원번호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3.성명은 운전자의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4.단말번호는 “013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5.무전번호는 개별번호이면 흔히 쓰이는 아이디와 동일한 번호를 의미입니다.

6.차량번호는 등록된 차량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7.차종은 손님이 원하시는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8.1.3. 회원정보 검색

검색조건을 가지고 “전체/회원번호/성명/단말번호/무전번호/차량번호/차종”을 조건을 검색하
는 기능입니다.

회원관리(계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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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회원정보 (출력)

운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차량정보, 단말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회원관리(계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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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회원등록이력

회원정보 수정이력을 회원아이디/회원성명/회원무전번호/차량아이디/차량번호/단말아이디/

단말SIMID/단말IP별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관리(계속)8

1.회원 아이디로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2.회원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3.회원무전번호로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4.차량아이디로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5.차량번호로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6.단말아이디로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7.단말SIMID로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8.단말IP로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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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규차량등록버튼을 클릭하세요.

“차량번호/모델/차량구분”을 입력한 후 단말선택버튼을 클릭하세요.

신규단말등록버튼을 클릭하세요.

“SIM카드/단말종류/단말IP번호/단말전화번호/단말무선번호/단말상태”를 입력하고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등록된 정보가 리스트 상단에 표출됩니다. 등록된 정보를 클릭하고 선택버튼을 클릭하세요.

8.1.6. 차량관리(등록)

차량정보를 등록/수정/검색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

1

3

2

3

회원관리(계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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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화면의 단말정보란에 선택된 단말기정보를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길 원하면

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7

회원관리(계속)8

1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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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2

3

차량관리 버튼을 클릭하세요.

변경을 원하는 리스트를 클릭하고 수정버튼을 클릭하세요.

“차량번호/모델/차량구분”을 입력한 후 단말선택버튼을 클릭하세요.

8.1.7. 차량관리(수정)

차량정보를 등록/수정/검색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3

회원관리(계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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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4.1.새로운 단말기 등록

- 신규단말등록버튼을 클릭하세요.

- “SIM카드/단말종류/단말IP번호/단말전화번호/단말무선번호/단말상태”를 입력하고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 등록된 정보가 리스트 상단에 표출됩니다. 등록된 정보를 클릭하고 선택버튼을 클릭하세요.

4.2.다른 단말정보를 클릭하고 선택버튼을 클릭하세요.

차량관리화면의 단말정보란에 선택된 단말기정보가 입력 되었는 지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길 원하면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회원관리(계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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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관리 버튼을 클릭하세요.

1.전체인 경우는 차량정보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2.차량번호를 등록된 차량번호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3.차대번호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8.1.8. 차량관리(검색)

차량정보를 등록/수정/검색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2

회원관리(계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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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계속)8

8.1.9. 차량관리 (출력)

차량과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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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 단말관리(등록)

단말정보를 등록/수정/검색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말관리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규단말등록버튼을 클릭하세요.

“SIM카드/단말종류/단말IP번호/단말전화번호/단말무선번호/단말상태”를 입력하고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등록된 정보가 리스트 상단에 표출됩니다. 

1

2

3

4

1

2

회원관리(계속)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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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8.1.11. 단말관리(수정)

단말정보를 등록/수정/검색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말관리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른 단말정보를 클릭하고 수정버튼을 클릭하세요

“SIM카드/단말종류/단말IP번호/단말전화번호/단말무선번호/단말상태”를 입력하고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등록된 정보가 리스트 상단에 표출됩니다. 

1

2

3

4

2

회원관리(계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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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8.1.12. 단말관리(검색)

단말정보를 등록/수정/검색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말관리 버튼을 클릭하세요.

1.전체인 경우는 단말정보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2.관리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3.SIM카드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4.단말번호는 “013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5.단말IP는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6.무전번호는 개별번호이면 흔히쓰이는 아이디와 동일한 번호를 의미입니다.

1

2

회원관리(계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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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3. 단말관리(출력)

단말 정보리스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관리(계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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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4. 단말종류 관리(등록)

단말정보를 등록/수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말종류관리 버튼을 클릭하세요.

단말종류등록버튼을 클릭하세요.

“단말명칭/Display사용여부/현위치조회지원여부/주기위치전송사용여부”를 입력하고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1

2

3

1

2

회원관리(계속)8



사용자 매뉴얼

77

1

2

단말종류관리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른 단말종류 정보를 클릭하고 수정버튼을 클릭하세요

“단말명칭/Display사용여부/현위치조회지원여부/주기위치전송사용여부”를 입력하고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1

2

3

8.1.15. 단말종류 관리(수정)

단말정보를 등록/수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관리(계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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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계속)8

8.1.16. 단말종류 관리(출력)

단말정보리스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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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관리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소속명/비고”를 입력하고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1

2

3

8.1.17. 그룹관리(등록)

운전자의 그룹정보를 등록/수정하며 관리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회원관리(계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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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관리 버튼을 클릭하세요.

단말그룹을 선택하고 수정버튼을 클릭하세요.

“소속명/비고”를 수정하고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1

2

3

8.1.18. 그룹관리(수정)

운전자의 그룹정보를 등록/수정하며 관리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관리(계속)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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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9. 고객관리

고객의 세부사항을 등록/수정할 수 있고 우수고객 위주의 배차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은
발신번호/고객명/고객위치 등으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회원관리(계속)8

1.고객 발신 전화번호로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2.고객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조건 입니다.

3.고객 위치로 검색할 수 있는 조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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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0. 공지사항

차량에 공지사항을 보낼 수 있습니다.

회원관리(계속)8

1.공지사항을 전체/차량별/그룹별로 보낼 수 있습니다.

2.공지사항 전송시 기본/긴급/중요 타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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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계속)8

1.공지사항 전송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전송한 내용을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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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버튼을 클릭하세요.

“로그인아이디/암호/성명/권한관리”를 입력하고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권한관리는 접수/접수+방송/관리자로 나뉩니다.

접수는 배차>접수메뉴와 지도보기 기능의 권한입니다.

접수+배차는 배차 하단메뉴를 사용하는 기능의 권한입니다.

관리는 배차와 관리메뉴를 모두 포함하는 기능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1

2

관리>상담원 관리

상담원을 등록/수정/검색 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부여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1.1. 상담원등록

상담원 정보를 상세히 등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상담원 관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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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상담원 수정

상담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상담원 정보를 선택하고 수정버튼을 클릭하세요.

로그인아이디/암호/성명/권한관리를 입력하고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권한관리는 접수/접수+방송/관리자로 나뉩니다.

접수는 배차>접수메뉴와 지도보기 기능의 권한입니다.

접수+배차는 배차 하단메뉴를 사용하는 기능의 권한입니다.

관리는 배차와 관리메뉴를 모두 포함하는 기능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2

1

상담원 관리(계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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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상담원 검색

상담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검색 조건을 선택하세요.

1.전체인 경우는 단말정보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2.등록시 사용되는 관리번호로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3.로그인아이디를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4.성명을 검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검색버튼을 클릭하세요.

상담원 관리(계속)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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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관리(계속)9

9.1.4. 상담원 검색(출력)

상담원정보를 리스트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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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버튼을 클릭하세요.

“회사명/대표자명/사업자번호/회사전화/상태” 를 입력하고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1

2

관리>회사 관리
회사을 등록/수정/검색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1.1. 회사등록

회사 정보를 상세히 등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회사 관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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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회사 수정

회사 정보를 상세히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회사 정보를 선택하고 수정버튼을 클릭하세요.

회사명/대표자명/사업자번호/회사전화/상태를 입력하고 등록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1

2

회사 관리(계속)1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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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POI관리 버튼을 클릭하세요.

화면에서 지도버튼을 클릭하세요.

지도화면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를 클릭하고 오른쪽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메뉴에서 사용자
POI위치지정 메뉴를 클릭하세요.

별칭에 등록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하세요.
별칭하단에 주소창에 입력된 주소와 적용부분을 확인하세요.
주소는 별칭의 행정동 주소입니다.
적용은 고객위치정보 검색과/지도에서 명칭검색 부분에서 사용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1

2

1

2

3

4

관리>사용자 POI관리

11.1.1. 사용자 POI 등록

고객위치정보 검색과/지도에서 명칭검색 부분에서 검색 시 사용하는 정보로 지역마다 부르는
고유명칭을 등록하였다가 손쉽게 사용하기 위한 위치정보입니다.

사용자 POI관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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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사용자 POI 삭제

고객위치정보 검색과/지도에서 명칭검색 부분에서 검색 시 사용하는 정보로 지역마다 부르는
고유명칭을 등록하였다가 손쉽게 사용하기 위한 위치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명칭을 클릭하세요.

삭제버튼을 클릭하세요.
삭제된 정보는 고객위치정보검색과 명칭검색부분에서 더이상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1

2

1

2

사용자 POI관리(계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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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사용자 POI 검색

고객위치정보 검색과/지도에서 명칭검색 부분에서 검색 시 사용하는 정보로 지역마다 부르는
고유명칭을 등록하였다가 손쉽게 사용하기 위한 위치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별칭부분에 검색하고자 하는 명칭을 입력하세요.

검색버튼을 클릭하세요.

1

2

1

사용자 POI관리(계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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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POI관리(계속)11

11.1.3. 사용자 POI 출력

고객이 등록한 위치정보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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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을 클릭하고 일자에 날짜를 확인한 후 내용을 입력하세요.

일자 옆에 있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하세요.

1

2

관리>휴일관리

12.1. 휴일등록

배차시 사용하는 휴일정보를 위해서 휴일을 등록/삭제등 관리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휴일관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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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휴일삭제

리스트에서 입력되어 있는 날짜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날짜를 년도를 선택하고 리스트에서 선택하세요.

선택된 리스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삭제메뉴를 클릭하세요.

정상적으로 삭제되면 리스트에서 사라집니다.

1

2

1

2

휴일관리(계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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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근무관리13

관리>회원근무관리

회원의 근무정보를 등록하여 근무시간외에는 배차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는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그룹은 배차가 되지 않습니다. 

13.1. 휴근무시간 설정

회원의 근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시작시간과 종료 시간을 입력하세요.  

종료시간 앞의 일자를 선택하세요. 당일/1일후/2일후 최대 2일까지 근무를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설정버튼을 클릭하세요.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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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근무관리(계속)13

13.2. 회원근무관리 등록/삭제

배차시 사용하는 기사그룹의 휴일정보를 위해서 휴일을 등록/삭제등 관리하는 기능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휴일로 등록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하세요.

등록되어진 그룹을 선택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룹은 여러개의 그룹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어진 그룹을 날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그룹을 클릭하고 삭제하면 됩니다. 

1

2

1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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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등록버튼을 클릭하세요.

목적지/택시요금/비고등을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 등록된 정보를 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

1

택시요금관리14

관리>택시요금관리

기본적인 시외택시요금을 책정해 관리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1. 택시요금등록

시외택시요금을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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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택시요금수정

시외택시요금을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요금정보를 리스트에서 선택하고 수정버튼을 클릭하세요.

목적지/택시요금/비고를 수정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1

2

1

택시요금관리(계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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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설정탭을 선택하세요.

콤보박스를 통해서 검색시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추가버튼을 클릭하세요.

1

2

환경설정15

관리>환경설정

지도보기에서 명칭검색시 사용하는 지역을 관리하는 기능과 배차시 출근시간/퇴근시간/
심야시간/휴일시간/평일시간의 시간설정과 거리 설정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1. 지역설정(추가)

지역콤보박스를 이용하여 지역을 추가하고 지역창에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삭제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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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지역설정(삭제)

지역콤보박스를 이용하여 지역을 추가하고 지역창에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삭제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설정탭을 선택하세요.

삭제하고자 하는 지역정보 선택하고 삭제버튼을 클릭하세요.

1

2

환경설정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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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거리설정

배차 시 출근시간/퇴근시간/심야시간/휴일시간/평일시간의 시간설정과 거리 설정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리설정 탭을 선택하세요.

조건별로 시간대와 거리를 설정하고 적용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조건을 가지고 배차시 거리정보와 배차시간정보를 설정하니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만약 적용된 정보가 아닌 초기화 정봐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초기화버튼을 클릭하세요.)

1

2

환경설정(계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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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계속)15

15.4. 예약설정

예약 설정은 예약 자동설정/최초 알림시간/알림 시간간겨/배차 거리설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약 자동설정 :  수동 -> 예약을 알림창으로 알리는 경우
자동 -> 알림창으로 알리지 않고 예약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알림시간 : 예약시간전에 배차 알림창을 띄우며 알리는 시간
알림 시간간격: 예약시간이 지난 후에 배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알리는 간격
배차 거리설정 : 에약배차시 기본배차설정거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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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계속)15

15.5. 구역설정

배차 구역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입니다.

구역은 총 8개로 나눌 수 있고 구역명칭을 입력하신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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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계속)15

15.6. 서버설정

서버 설정은 노티서버설정/SMS설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티서버설정

노티서버가 있는 컴퓨터의 IP를 입력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하세요.

서버연결 : 관제프로그램이 실행 시 노티서버에 연결합니다

서버연결 메시지 알림 : 노티서버와 연결이 끈기면 알려줍니다.

SMS설정

회원전화번호 :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0000000000/콜센터번호/회원전화번호 중 한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타입 : 메시지 전송시 TRS(0130)/CDMA(010,011…) 중 한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전화번호 : 기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0000000000/콜센터번호/고객전화번호 중 한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송방법 : 메시지를 즉시전송/완료시전송 중 한가지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구역SMS사용 : 구역에 있는 기사에게 문자를 보내는 기능 입니다.

실패 메시지 : 배차 실패 시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 내용입니다.

취소 메시지 : 배차 취소 시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 내용입니다.

콜센터이름 : 메시지에 콜센터 이름을 추가해 줍니다.

콜센터전화번호 : 회원전화번호/고객전화번호에서 콜센터번호를 선택하면 여기에 입력한 번호가 전송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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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계속)15

15.7. 배차설정

배차 설정은 접수화면설정/배차설정/차량수신설정/구역설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수화면설정
차량정보표시 : 배차화면의 차량정보를 무전번호/차량번호 중 한가지로 표시합니다.
검색설정 : 배차화면의 검색종류 기본값을 명칭검색/지번검색 중 한가지로 표시합니다.
고객의 독촉전화 : 고객이 독촉전화를 설정한 시간 안에 하면 시계색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배차설정
배차설정 : 배차시 빈차/빈차+승차/무시(모든차량)에 할것 인지 설정합니다.
자동배차시 : 자동배차시 입력한 수의 차량에 배차정보를 전송합니다.
최소범위, 최대범위 : 범위를 지정하여 차량에 배차정보를 전송합니다.
콜실패시: 콜실패시 배차를 다시 내릴 수 있게 하며 제한시간 안에 시도횟수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수신설정
차량의 단말기에서 배차 정보를 주며 고정된화면/시간차화면 중 한가지로 선택 하실 수 있고 단말기에서
보여주는 시간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구역설정

SEF : SEF를 설정한 파일명을 입력하여 정보를 가져 올 수 있고 표시를 체크하면 지도에 표시됩니다.

구역 : 구역을 설정한 파일명을 입역하여 정보를 가져 올 수 있고 표시를 체크하면 지도에 표시됩니다.

차량구역 : 구역을 설정한 파일명을 입역하여 정보를 가져 올 수 있고 표시를 체크하면 지도에 표시됩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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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계속)15

15.7. 기타설정

기타설정은 GPS수신간격/ 전송간격/내선번호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알림설정
GPS수신간격과 전송간격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설정
내선번호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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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server실행프로그램 경로>bin>SmartTaxi_NotiServer.exe 
상담원의 로그인 정보와 그룹콜, CID, SMS를 관리합니다. 이 서버를 통해 중복로그

인과 접속되어 있는 상담원정보, 그룹콜정보, CID정보, SMS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KeyPhone을 통해 전화번호를 받아 접수화면으로 연결해주고 SMS를 전송하는 서버입니다. 

이 서버는 접수프로그램의 하단에서 항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1. NotiServer 실행

바탕화면에 있는 NotiServer 를 실행하세요.

서버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서버가 시작되면 접수원 접속 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ID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KeyPhone을 통해 전화번호를 접수화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SMS시작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룹콜시작버튼을 클릭하세요.

주의

“적절한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구입처를 문의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보이며 위의 프로그램이 실

행되지 않는 경우 SmartTaxi에 문의 하세요.

1

2

3

NotiServer 관리1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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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접수자 확인

로그인한 접수자의 IP정보/이름/시간을 좌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상단의 서버 표시를 클릭하면 서버 정보가 보이지 안습니다.

NotiServer 관리(계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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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그룹콜 정보확인

로그인한 접수자의 IP정보를 좌측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에서 채널/접속시간/
접속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상단의 그룹콜 표시를 클릭하면 그룹콜 정보가 보이지 안습니다.

NotiServer 관리(계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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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CID 정보 확인

CID 정보를 우측에서 시간/로그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상단의 CID 표시를 클릭하면 CID 정보가 보이지 안습니다.

NotiServer 관리(계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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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SMS 정보확인

우측에서 채널/접속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상단의 SMS 표시를 클릭하면 SMS 정보가 보이지 안습니다.

NotiServer 관리(계속)16



사용자 매뉴얼

113

16.6. 환경설정

환경설정은 서버설정/CID설정/그룹콜설정/SMS설정 등이 있습니다.

NotiServer 관리(계속)16

서버설정

서버사용 유/무와 서버 IP/서버Port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CID설정

CID설정은 키본 종류인 LDK50/WIN400CN/LDK50+WIN400CN 중 하나를 설정하실 수 있고 CIDPort/

LDKPort/국선 번호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콜설정

그룹콜 설정은 장치가 연결 되어 있는 COM포트/USB포트를 선택 하신 후 Port번호를 설정하실 수 있고

마스터ID들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SMS설정

SMS는 Arreo/SMSC 중 하나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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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프로그램 정보

도움말 > SmartTaxi NotiServer 정보(A)

NotiServer를 개발한 회사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iServer 관리(계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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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그룹콜 관리

NotiServer 관리(계속)16

COM
TYPE :연결시 COMPORT/USB중 택하는 경우 1 : COMPORT 2: USB 

NUM : 포트번호를 의미(자동으로 입력)

1

[COMPORT케이블]
[USB케이블]

1 2

3

장치관리자에서 모뎀을 선택하세요

모뎀앞에 +를 클릭하세요 아래 메뉴중에서 Motorola iDEN USB 

Modem #3이 있는 지 확인하세요. 존재한다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속성을 선택하세요.

4

상단의 메뉴중에서 모뎀를 선택하신 후 포트를 확인하세요.

바탕화면의 내컴퓨터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위와 같은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하세요.

상단의 메뉴중에서 하드웨어를 선택하신 후

장치관리자 버튼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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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버튼을 클릭하세요. 

생성된 정보를 복사하세요.

생성된 정보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jhbea@eksys.co.kr

1

2

3

라이센스 발급17

SmartTaxi.exe를 사용하는 PC에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17.1. SmartTaxi_LicenseInfo.exe 실행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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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 설정18

SmartTaxi.exe를 사용하는 PC에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18. 제어판 설정

관제시스템은 DB서버와 동기화하여 정확한 시간을 저장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1

2

3

4

1 시작>설정>제어판메뉴를 클릭하세요.

제어판 리스트중 날짜 및 시간메뉴를 클릭하세요. 

날짜 및 시간 등록정보에서 인터넷 시간 메뉴를 클릭하세요

인터넷 시간 서버와 자동으로 동기화 의 check 표시를 풀어주세요. (위와 같이 보이도록 해주세요)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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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19

19.1. 라이센스 오류

메시지 : 라이센스 파일을 읽어올 수 없습니다.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답 변 : 1. 라이센스 기간을 확인

라이센스 기간이 만료된 경우 – EKSYS에 문의하세요. 

라이센스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2을 실행하세요. 

2. SmartTaxi_License.exe 를 실행하세요.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생성된 문장을 복사하셔서 담당자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정보를 확인한 후 새로운 라이센스 문장을 보내드립니다. 

그 문장은 SmartTaxi.ini 파일의 LICENSE =뒤에 복사 하세요.

19.2. 로그인 오류

메시지 : SQL Error : Unknown MySQL server host

답 변 : 1. DB서버와 통신단절

생성된 문장을 메일에 첨부 하셔서 담당자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정보를 확인한 후 새로운 라이센스 문장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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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접수화면에서 전화번호가 뜨지 않아요

메시지 :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 변 : 프로그램 하단에 이미지부분이 을 확인하세요. 

그림이 다른 경우는 현재 NotiServer가 실행되지 않은 경우 입니다. 

NotiServer를 실행한 후 서버시작 버튼을 클릭하시고 CIID시작버튼을 클릭하세요.

19.4. 배차를 했는데 계속해서 결과가 계속 배차실패에요.

메시지 :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 변 : 1. 네트워크를 확인하세요. 

현상은 프로그램 하단이 이와같은 이미지 입니다.

2. TPServer와 통신단절

프로그램 하단에 이미지 부분이 을 확인하세요. 

경우는 현재 TPServer와 통신이 단절된 경우입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SmartTaxi.ini의 [TP] 아래에 있는 HOSTNAME, PORT의 정보를 변경하거나

TPServer를 확인해서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DBServer와 통신단절

프로그램 하단에 이미지 부분이 을 확인하세요. 

경우는 현재 DBServer와 통신이 단절된 경우입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SmartTaxi.ini의 [DB] 아래에 있는 PROTOCOL,HOSTNAME,PORT, DBNAME,

USERID,PASSWD를 변경하거나 DBServer를 확인해서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에서 접수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경우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차량에 지정배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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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지도에서 차량정보가 보이지 않아요. 

메시지 :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 변 : 1.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하세요. 

관리>회원정보에서 무선번호로 검색하세요. 

검색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는 차량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차량이 GPS수신이 된지 1시간이 지난 경우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지도에서 보이지 않고 검색리스트에서도 검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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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수신시간이 시간이 지난 지 10분이상 되었어요. 

메시지 :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 변 : 1. 차량이 현재 수신되지 않는 경우

지역적으로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운행중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2. 리스트에서 원하시는 차량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현위치조회를 해보세요. 수신이 가능한 경우 차량의 현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 차량에 부착된 기기를 새로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메시지 :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 변 : 1. 회원정보를 변경하세요.

1-1. 회원정보에서 원래 차량의 무전번호를 검색하세요. 

1-2. 검색된 리스트를 선택하고 수정버튼을 클릭하세요.

1- 3. 새로운 회원의 “성명,주민번호,단말무선번호, TRS전화”를 변경하세요.

1- 4. 차량선택버튼을 클릭하세요. 

1- 5. 기존의 차량번호를 검색하세요. 

1- 6. 새로운 회원의 “차량번호, 차종, 차량타입”을 변경하세요.

1- 7. 검색된 리스트에서 선택하고 수정버튼을 클릭하세요. 

1-8. 차량정보를 변경하고 단말선택버튼을 클릭하세요. 

1-9. 무전번호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선택한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세요. 

1-10.새로운 회원의 “무전번호”만을 변경하고 저장하세요. 

1-11.단말 정보를 선택하고 차량정보를 저장하세요. 

1-12.저장된 차량정보를 선택하고 회원정보를 저장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