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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고속도로에서  폐쇄식으로  운영되는  차량의  통행요금징수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차량
부착용무선통신장치, 입구차선장치, 출구차선장치, 영업소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 본 발명에 의한 폐쇄식
통행요금징수시스템에 있어서, 입구차선장치는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와 무선통신을 하여 진입하는 차량
에 대하여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하는 무선통신입구차선장치 및 운전자에게 통행권을 발행하는 통행권발행
기를 구비하고, 출구차선장치는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와 무선통신을 하여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무선통
신출구차선장치 및 운전자로부터 수취한 통행권에 의해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유인출구차선장치를 구비하
고, 무선통신입구차선장치가 차량을 감지하고 무선통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선통신에 의해 입구진입 정
보를 차량에 부여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행권발행기에 의해 운전자에게 통행권을 부여하며, 무선통신
출구차선장치가 차량을 감지하고 무선통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선통신에 통행요금을 징수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인출구차선장치가 운전자로부터 수취한 통행권에 의해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본  발명에  의하면,  무선통신에  의한  통행요금  징수방식과  유인  통행요금  징수방식을  톨게이트의 
동일한 차선에서 모두 처리함으로써, 통행요금 징수 차선의 증설 효과를 가져와 통행요금 징수시간을 단
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톨게이트에서의 차량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혼합형 폐쇄식 통행요금징수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블
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통행요금징수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구차선장치의  내부  구성을  설치 환경
을 고려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통행요금징수  시스템을  구성하는  출구차선장치의  내부  구성을  설치 환경
을 고려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통행요금징수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구차선장치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입구
진입 정보를 부여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통행요금징수  시스템을  구성하는  출구차선장치에서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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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행요금징수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고속도로에서  폐쇄식으로  운영되는  차량의 
통행요금징수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통행요금징수시스템은  그  운영형태에  있어  개방식과  폐쇄식으로  구분된다.   
폐쇄식 통행요금징수시스템이라함은 차량이 진입한 톨게이트(Toll Gate)부터 진출하는 톨게이트까지의 주
행한 거리에 따라 차종별로 요금을 상기 진출하는 톨게이트에서 징수하는 방식이다.  한편, 개방식 통행
요금징수시스템이라함은 톨게이트가 설치된 곳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차종에 따라 소정의 요금을 징
수하는 방식이다.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톨게이트가  폐쇄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차량의  운전자가  통행요금을 지불
하는 종래의 방법에는 다음 두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 번째 방법은 차량이 고속도로 입구 톨게이트에 진
입하여 일단 정차한 후 차량의 운전자가 자기 기록된 통행권을 수취하고, 고속도로 운행 후, 고속도로 출
구 톨게이트에 진입하여 상기 차량의 운전자가 부스(booth)에서 근무하는 영업원에게 상기 수취한 통행권
을 제출하면 상기 영업원이 자기 기록 판독용 요금징수장치를 이용하여 통행요금을 확인하고 상기 운전자
가 현금을 지불하거나 정액권을 사용함으로써 통행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차량과 입
구/출구 톨게이트에 각각 설치된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차량이 상기 톨게이트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
하면서 통행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상기  첫  번째  방법은  입구  톨게이트에서  통행권  수취를  위하여,  그리고  출구 톨게이트에
서 통행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고속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일단 입구/출구 톨게이트에서 정차를 하여야 
하므로 차량의 정체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상기 두 번째 방법은 차량에 무선통행요금징수용 차량부착장
치를 구비하여야 하므로, 상기 장치의 보급율이 낮은 경우에는 상기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한 차선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폐쇄식으로  운영되는 톨게이트에
서 차량의 지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인 통행요금징수 방식과 무선 통행요금징수 방식을 결합한 혼
합형 폐쇄식 통행요금징수 시스템 및 그 통행요금징수 방법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쇄식으로  운영되는  톨게이트에서  무선통신에  의해  통행요금 
지불처리를 하는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 상기 톨게이트의 입구차선에 설치되어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하는 입구차선장치, 상기 톨게이트의 출구차선에 설치되어 차량의 통행요금을 징수
처리하는 출구차선장치, 상기 입구차선장치 및 상기 출구차선장치에서 통행요금징수처리에 대한 자료를 
받아 기록/조회/처리하고 상기 입구차선장치 및 상기 출구차선장치를 제어하는 영업소장치를 포함하여 구
성된 본 발명에 의한 폐쇄식통행요금징수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입구차선장치는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
장치와 무선통신을 하여 상기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하는 무선통신입구차선장치; 
및 상기 차량의 운전자에게 통행권을 발행하는 통행권발행기를 구비하고, 상기 출구차선장치는 상기 차량
부착용무선통신장치와 무선통신을 하여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무선통신출구차선장치; 및 상기 차량의 운전
자로부터 수취한 상기 통행권에 의해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유인출구차선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무선통신
입구차선장치가 상기 차량을 감지하고 무선통신을 시도하여, 상기 시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선통신에 의
해 입구진입 정보를 상기 차량에 부여하고, 상기 시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기 통행권발행기에 의해 상
기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기 통행권을 부여하며, 상기 무선통신출구차선장치가 상기 차량을 감지하고 무선
통신을 시도하여, 상기 시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선통신에 통행요금을 징수하고, 상기 시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기 유인출구차선장치가 상기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수취한 통행권에 의해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쇄식으로  운영되는  톨게이트에서  무선통신에  의해 통행
요금 지불처리를 하는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 상기 톨게이트의 입구차선에 설치되어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하는 입구차선장치, 상기 톨게이트의 출구차선에 설치되어 차량의 통행요금을 
징수처리하는 출구차선장치, 상기 입구차선장치 및 상기 출구차선장치에서 통행요금징수처리에 대한 자료
를 받아 기록/조회/처리하고 상기 입구차선장치 및 상기 출구차선장치를 제어하는 영업소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 본 발명에 의한 폐쇄식통행요금징수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입구차선장치는 상기 입구차선장치가 
설치된 입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을 감지하는 입구진입차량감지기; 상기 입구차선장치가 설치된 입구차선을 
벗어나는 차량을 감지하는 입구진출차량감지기; 상기 입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
신장치와 무선으로 통신하기 위한 입구무선통신부; 상기 입구진입차량감지기에서 생성된 차량진입신호를 
전달받아, 상기 입구무선통신부를 통해 상기 입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와 
무선통신을 시도하여, 무선통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기 입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
선통신장치에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하는 입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 및 상기 입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가 상
기 입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와의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입구
무선통신차선제어기로부터 상기 차량진입신호를 받아 상기 입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통행권
을 부여하는 통행권발행기를 구비하고, 상기 출구차선장치는 상기 출구차선장치가 설치된 출구차선에 진
입한 차량을 감지하는 출구진입차량감지기; 상기 출구차선장치가 설치된 출구차선을 벗어나는 차량을 감
지하는 출구진출차량감지기; 상기 출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와 무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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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하기 위한 출구무선통신부; 상기 출구진입차량감지기에서 생성된 차량진입신호를 전달받아, 상기 출
구무선통신부를 통해 상기 출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와 무선통신을 시도
하여, 무선통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기 출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로부터 
입구진입 정보를 전송받아 확인하고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 상기 출구차선장치가 
설치된 출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수취한 통행권에서 상기 출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의 입구
진입 정보를 읽어 톨게이트의 영업원에게 표시하는 통행권처리기; 및 상기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가 상
기 출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와의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출구
무선통신차선제어기로부터 상기 차량진입신호를 받아 상기 출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직접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제어하는 출구유인차선제어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폐쇄식으로  운영되는  톨게이트에서 무선통
신에 의해 통행요금 지불처리를 하는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 상기 톨게이트의 입구차선에 설치되어 진
입하는 차량에 대해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하는 입구차선장치, 상기 톨게이트의 출구차선에 설치되어 차량
의 통행요금을 징수처리하는 출구차선장치, 상기 입구차선장치 및 상기 출구차선장치에서 통행요금징수처
리에 대한 자료를 받아 기록/조회/처리하고 상기 입구차선장치 및 상기 출구차선장치를 제어하는 영업소
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 폐쇄식통행요금징수시스템에서 상기 입구차선장치가 입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하는 방법은 차량의 진입을 감지하는 단계; 무선통신에 의해 상기 차량이 상기 차량
부착용무선통신장치를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차량의 차종을 판별하고, 대기차량 댓수
를 하나 증가하는 단계; 상기 진입차량이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인식되면,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에 무선통신으로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하고, 처리 결과를 표시하는 단계; 상기 진
입차량이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무선통신에 의한 입구진입 정보의 부여가 
불가능하면, 상기 진입차량의 운전자에게 통행권을 부여하는 단계; 상기 진입차량의 진출을 감지하는 단
계; 및 대기차량의 댓수를 하나 감소시켜, 상기 진입차량에 대한 입구진입 정보 부여처리를 완료하는 단
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폐쇄식으로  운영되는  톨게이트에서 무
선통신에 의해 통행요금 지불처리를 하는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 상기 톨게이트의 입구차선에 설치되어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하는 입구차선장치, 상기 톨게이트의 출구차선에 설치되어 차
량의 통행요금을 징수처리하는 출구차선장치, 상기 입구차선장치 및 상기 출구차선장치에서 통행요금징수
처리에 대한 자료를 받아 기록/조회/처리하고 상기 입구차선장치 및 상기 출구차선장치를 제어하는 영업
소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 폐쇄식통행요금징수시스템에서 상기 출구차선장치가 출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차량의 진입을 감지하는 단계; 무선통신에 의해 상기 차량이 상기 차량부착
용무선통신장치를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차량의 차종을 판별하고, 대기차량 댓수를 
하나 증가하는 단계; 상기 진입차량이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인식되면, 상기 차
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와 무선통신에 의해 상기 차량에 대한 통행요금 징수처리를 하고, 처리 결과를 표시
하는 단계; 상기 진입차량이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무선통신에 의한 통행요
금 징수가 불가능하면, 상기 진입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입구 톨게이트에서 부여된 통행권을 수취하여 직접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단계; 상기 진입차량의 진출을 감지하는 단계; 상기 진입차량이 부적격 또는 위반차
량이면 영상촬영하는 단계; 및 대기차량의 댓수를 하나 감소시켜, 상기 진입차량에 대한 통행요금 징수처
리를 완료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혼합형  폐쇄식  통행요금징수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
에 의하면, 본 발명에 의한 혼합형 폐쇄식 통행요금징수 시스템은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100), 입구차
선장치(110), 출구차선장치(130) 및 영업소장치(16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On  Board  Unit:OBU)(100)는  차량의  앞  창문에  부착하여  입구 톨게
이트(Toll Gate)에 진입시 상기 입구차선장치(110)와 무선으로 통신하여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받고, 출구 
톨게이트에 진입시 상기 출구차선장치(130)와 무선으로 통신하여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요금징수가 가능
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서,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100)는 그 내부
에 IC카드에 의해 통행요금을 정산하는 IC카드처리부(102)를 구비한다.  상기 IC카드의 금액입력은 금융
기관(예를들면, 은행) 또는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며, 사용자는 금액이 입력된 상기 IC카
드를 차량내에 장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100)의 IC카드처리부에 삽입하여 각 톨 게이트에서 통행요
금을 지불한다.  또한, 후불 약정에 의하여 소정의 식별번호를 톨 게이트의 영업소에 전달하고, 소정의 
기간 단위로 후불정산을 할 수도 있다.

상기  입구차선장치(110)는  폐쇄식으로  운영되는  톨게이트의  각  입구차선에  설치되어  차량의 입구
진입 정보를 부여하는 장치로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서는 입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12), 통행
권발행기(114), 입구진입차량감지기(116), 입구진출차량감지기(118), 입구무선통신부(120) 및 입구정보표
시기(122)를 구비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통행요금징수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구차선장치의  내부  구성을  설치 환경
을 고려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입구진입차량감지기(116,  216)는  입구차선장치가  설치된  입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을 감지하
여 상기 입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12) 및 상기 통행권발행기(114)로 전달한다.

상기  입구진출차량감지기(118,  218)는  상기  입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12)에  연결되고,  상기 입구
차선장치가 설치된 입구차선구역을 벗어나는 차량을 감지한다.  상기 진출차량감지기(118, 218)로부터의 
차량진출신호에 의해, 상기 차량에 대한 입구 처리가 종료되고, 상기 통행권발행기(114)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차량에 대한 통행권 발행이 준비된다.

상기  무선통신부(120,  220)는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100)와  무선으로  통신하기  위한 구성
요소로서, 안테나(221)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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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12,  212)는  상기  입구진입차량감지기(116,  216)에서 차량진입신호
를 전달받아, 상기 무선통신부(120, 220)를 통해 진입한 차량과 무선통신을 시도하여, 무선통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기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100)에 무선통신으로 상기 진입한 차량의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한다.  상기 입구진입 정보에는 톨게이트의 식별번호, 차종에 대한 정보, 입구진입 
시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입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12, 212)는 각 차량에 무선통신에 의해 입구
진입 정보를 부여한 결과를 상기 영업소장치(160)의 영업소컴퓨터(162)에 전송한다.

상기  통행권발행기(114,  214)는  상기  입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12,  212)가  상기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100)와의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입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12, 
212)로부터  상기  차량진입신호를  받아  상기  운전자에게  통행권을  발급한다.   상기  통행권발행기(114, 
214)는 통행권 발급과 관련된 처리 결과를 상기 영업소장치(160)의 영업소컴퓨터(162)에 전송한다.

상기  입구정보표시기(122,  222)는  상기  입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12,  212)가  상기 차량부착용무
선통신장치(100)에 진입차량의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한 결과를 상기 진입차량의 운전자에게 표시한다.

상기  출구차선장치(130)는  톨게이트의  각  차선에  설치되어  차량의  통행요금을  징수처리하는 장치
로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서는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32), 출구유인차선제어기(1314), 출
구진입차량감지기(136), 출구진출차량감지기(138), 출구무선통신부(140), 출구정보표시기(142), 차량영상
촬영부(144), 정액권처리기(146) 및 영수증발행기(148)를 구비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통행요금징수  시스템을  구성하는  출구차선장치(130)의  내부  구성을  설치 
환경을 고려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도 2에 의하면, 영업원이 근무하는 부스(booth) 내에는 출구무선통신
차선제어기(332), 출구유인차선제어기(334), 영업원용출구정보표시기(343), 카메라(345)를 제외한 차량영
상촬영부(344), 정액권처리기(346), 영수증발행기(348) 및 통행권처리기(350)가 설치된다.

상기  출구진입차량감지기(136,  336)는  차선장치가  설치된  차선에  진입한  차량을  감지하여  상기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32, 332) 및 상기 통행권발행기(134, 334)로 전달한다.

상기  출구진출차량감지기(138,  338)는  상기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12,  332)에  연결되고,  상기 
출구차선장치(130)가 설치된 출구차선구역을 벗어나는 차량을 감지한다.  상기 출구진출차량감지기(138, 
338)로부터의 차량진출신호에 의해, 진출한 차량에 대한 통행요금징수 처리가 종료된다.

상기  출구무선통신부(140,  340)는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100)와  무선으로  통신하기  위한 
구성요소로서, 안테나(341)를 구비한다.

상기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32,  332)는  상기  출구진입차량감지기(136,  236)에서 차량진입신호
를 전달받아, 상기 출구무선통신부(140, 340)를 통해 진입한 차량과 무선통신을 시도하여, 무선통신이 가
능한 경우에는 상기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100)와 무선통신으로 입구 톨게이트에
서 부여받은 입구진입 정보를 얻고, 폐쇄식 방식에 의한 통행요금의 징수처리를 한다.  상기 출구무선통
신차선제어기(132, 332)는 폐쇄식 전자통행요금징수 방식에 따른 처리 결과를 상기 영업소장치(160)의 영
업소컴퓨터(162)에 전송한다.

상기  출구유인차선제어기(134,  334)는  상기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32,  332)가  상기  진입한 차
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100)와의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
(132, 332)로부터 상기 차량진입신호를 받아 상기 영업원이 상기 운전자로부터 직접 통행권을 수취하고, 
상기 통행권에 의해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제어한다.  상기 출구유인차선제어기(134, 334)는 폐쇄
식 비전자통행요금징수 방식에 따른 처리 결과를 상기 영업소장치(160)의 영업소컴퓨터(162)에 전송한다.

상기  출구정보표시기(142,  342,  343)는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100)와  상기 출구무선통신
차선제어기(132, 332) 사이의 무선통행요금 징수처리 결과를 영업원과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서는 고객용출구정보표시기(342)와 영업원용출구정보표시기(343)를 별도로 구
비한다.

상기  영수증발행기(148,  348)는  상기  출구유인차선제어기(134,  334)의  제어를  받으며,  영업원의 
조작에 의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구성요소이다.

상기  정액권처리기(146,  346)는  상기  출구유인차선제어기(134,  334)의  제어를  받으며,  운전자가 
제시한 정액권에 의해 통행요금 징수처리를 하는 구성요소이다.

상기  차량영상촬영부(144,  344)는  상기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32,  332)의  제어를  받으며, 통
행요금  미징수  차량을  포함한  위반차량의  영상을  촬영하는  구성요소로서,  소정의  카메라(345)를 
구비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서, 상기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32, 332)는 상기 
출구진출차량감지기(138, 338)로부터의 차량진출신호를 받고, 상기 진출한 차량에 대한 위반사항을 발견
한 경우 상기 차량영상촬영부(144, 344)를 작동시킨다.

상기  영업소장치(160)는  상기  입구/출구차선장치(110,  130)에서  통행요금징수처리에  대한  자료를 
받아, 이를 기록/조회/처리하고, 상기 입구/출구차선장치(110, 130)의 동작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로서,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일실시예에서는 영업소컴퓨터(162)와 영상처리컴퓨터(164)를 포함한
다.

상기  영업소컴퓨터(162)는  톨게이트의  각  입구/출구차선장치(110,  130)에  포함된  각종 차선제어
기(112, 132, 134, 212, 332, 334) 및 통행권발행기(114, 214)로부터 통행요금 징수처리에 관련된 자료를 
전달받아 처리 보고서를 출력하거나, 자료를 보관/조회/출력 등의 처리를 한다.

상기  영상처리컴퓨터(164)는  톨게이트의  모든  입구/출구차선장치(110,  130)에  포함된 차량영상촬
영부(144, 344)에서 촬영한 위반차량의 영상자료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조회 및 출력 처리를 한다.

이하에서 본 발명의 동작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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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통행요금징수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구차선장치(110)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입구진입차량감지기(116,  216)가  상기  입구차선장치(110)가  설치된  입구차선에  진입하는 
차량을 감지한다(400단계).  

이에  상기  입구진입차량감지기(116,  216)에서  생성된  차량진입신호가 입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
(112,  212)에 전달되며, 상기 입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12,  212)는 입구무선통신부(120,  220)를 통하여 
진입한 차량과 무선통신을 시도함으로써 진입한 차량에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100)가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405단계).

이어,  상기  입구진입차량감지기(116,  216)는  진입차량의  차종을  감지하여,  상기 입구무선통신차
선제어기(112, 212)에 전달하고, 상기 입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12, 212)는 대기차량 댓수를 하나 증가시
킨다(410단계).

상기  진입차량이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100)를  부착한  것으로  인식되면(415단계),  상기 
입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12, 212)는 상기 진입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100)에 무선통신에 
의해 상기 진입차량의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한다(420단계).  

이에,  입구정보표시기(122,  222)는  상기  진입차량의  운전자에게  상기와  같은  처리의  결과를 표시
한다(425단계).

상기  진입차량이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100)를  부착하지  않았거나(415단계),  무선통신에 
의한 입구진입 정보의 부여가 불가능하면(430단계), 통행권발행기(114, 214)는 상기 입구무선통신차선제
어기(112, 212)로부터 차량진입신호와 차종에 관한 자료를 받아, 상기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직접 통행권
을 부여한다(440단계).

다음,  상기  진입차량이  상기  입구차선장치(110)가  설치된  입구차선에서  진출하면, 입구진출차량
감지기(118,  218)가 이를 감지하여 차량진출신호를 상기 입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12,  212)로 전달한다
(445단계).

그  다음,  대기차량의  댓수를  하나  감소시켜,  상기  차량에  대한  통행요금  징수처리를  완료하게 된
다(450단계).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통행요금징수  시스템을  구성하는  출구차선장치(130)에서  통행요금을 징수
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5에서의 500단계 내지 515단계의 과정은 도 4에서의 400단계 내지 415단계의 과정과 
유사하다.

이어,  상기  출구차선장치(130)가  설치된  출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이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
(100)를 부착한 것으로 인식되면(515단계), 상기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32, 332)는 상기 차량부착용무
선통신장치(100)와 무선통신에 의해 상기 진입차량이 입구 톨게이트에서 부여받은 입구진입 정보를 확인
하고, 통행요금 징수처리를 한다(520단계).  이어, 상기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32, 332)는 고객용출구
정보표시기(342) 및 영업원용출구정보표시기(343)을 통하여 운전자 및 영업원에게 상기한 바와 같은 전자
통행요금징수 처리 결과를 표시한다(525단계).

상기  진입차량이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100)를  부착하지  않았거나(515단계),  무선통신에 
의한 통행요금 징수가 불가능하면(530단계), 출구유인차선제어기(134, 334)는 상기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
기(132, 332)로부터 차량진입신호와 차종에 관한 자료를 받고, 상기 진입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상기 진입
차량이 입구 톨게이트에서 부여받은 통행권을 수취하여, 직접 통행요금을 폐쇄식에 의해 징수한다(535, 
540단계).

다음,  상기  진입차량이  상기  출구차선장치(130)가  설치된  출구차선에서  진출하면, 출구진출차량
감지기(138,  338)가 이를 감지하여 차량진출신호를 상기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32,  332)로 전달한다
(545단계).

상기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132,  332)는  상기  상기  출구차선장치(130)가  설치된  출구차선에서 
진출한 차량이 부적격 또는 위반차량인지 여부를 판별하여 부적격 또는 위반차량이면, 차량영상촬영부
(144, 344)로 하여금 그 차량의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다(550, 555단계).

그  다음,  대기차량의  댓수를  하나  감소시켜,  상기  차량에  대한  통행요금  징수처리를  완료하게 된
다(560단계).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무선통신에  의한  통행요금  징수방식과  유인  통행요금  징수방식을  톨게이트의 
동일한 차선에서 모두 처리함으로써, 통행요금 징수 차선의 증설 효과를 가져와 통행요금 징수시간을 단
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톨게이트에서의 차량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의  보급을  확산시켜,  향후  이  장비를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기
본 장비로 활용할 수 있는 간접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폐쇄식으로  운영되는  톨게이트에서  무선통신에  의해  통행요금  지불처리를  하는 차량부착용무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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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치, 상기 톨게이트의 입구차선에 설치되어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하는 입구차선
장치, 상기 톨게이트의 출구차선에 설치되어 차량의 통행요금을 징수처리하는 출구차선장치, 상기 입구차
선장치 및 상기 출구차선장치에서 통행요금징수처리에 대한 자료를 받아 기록/조회/처리하고 상기 입구차
선장치 및 상기 출구차선장치를 제어하는 영업소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 폐쇄식통행요금징수시스템에 있
어서, 상기 입구차선장치는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와  무선통신을  하여  상기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하는 무선통신입구차선장치; 및

상기 차량의 운전자에게 통행권을 발행하는 통행권발행기를 구비하고,

상기 출구차선장치는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와 무선통신을 하여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무선통신출구차선장치; 및

상기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수취한  상기  통행권에  의해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유인출구차선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무선통신입구차선장치가  상기  차량을  감지하고  무선통신을  시도하여,  상기  시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선통신에 의해 입구진입 정보를 상기 차량에 부여하고, 상기 시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기 
통행권발행기에 의해 상기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기 통행권을 부여하며,

상기  무선통신출구차선장치가  상기  차량을  감지하고  무선통신을  시도하여,  상기  시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선통신에 의해 통행요금을 징수하고, 상기 시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기 유인출구차선장치
가 상기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수취한 통행권에 의해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형 폐
쇄식 통행요금징수 시스템.

청구항 2 

폐쇄식으로  운영되는  톨게이트에서  무선통신에  의해  통행요금  지불처리를  하는 차량부착용무선통
신장치, 상기 톨게이트의 입구차선에 설치되어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하는 입구차선
장치, 상기 톨게이트의 출구차선에 설치되어 차량의 통행요금을 징수처리하는 출구차선장치, 상기 입구차
선장치 및 상기 출구차선장치에서 통행요금징수처리에 대한 자료를 받아 기록/조회/처리하고 상기 입구차
선장치 및 상기 출구차선장치를 제어하는 영업소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 폐쇄식통행요금징수시스템에 있
어서, 상기 입구차선장치는

상기 입구차선장치가 설치된 입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을 감지하는 입구진입차량감지기;

상기 입구차선장치가 설치된 입구차선에서 진출하는 차량을 감지하는 입구진출차량감지기;

상기  입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와  무선으로  통신하기  위한 입구
무선통신부;

상기  입구진입차량감지기에서  생성된  차량진입신호를  전달받아,  상기  입구무선통신부를  통해 상
기 입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와 무선통신을 시도하여, 무선통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기 입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에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하는 입
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 및

상기  입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가  상기  입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
와의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입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로부터 상기 차량진입신호를 받아 상기 입
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통행권을 부여하는 통행권발행기를 구비하고,

상기 출구차선장치는

상기 출구차선장치가 설치된 출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을 감지하는 출구진입차량감지기;

상기 출구차선장치가 설치된 출구차선에서 진출하는 차량을 감지하는 출구진출차량감지기;

상기  출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와  무선으로  통신하기  위한 출구
무선통신부;

상기  출구진입차량감지기에서  생성된  차량진입신호를  전달받아,  상기  출구무선통신부를  통해 상
기 출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와 무선통신을 시도하여, 무선통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기 출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로부터 입구진입 정보를 전송받
아 확인하고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 

상기  출구차선장치가  설치된  출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수취한  통행권에서  상기 출
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의 입구진입 정보를 읽어 톨게이트의 영업원에게 표시하는 통행권처리기; 및

상기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가  상기  출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
와의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로부터 상기 차량진입신호를 받아 상기 출
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직접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제어하는 출구유인차선제어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형 폐쇄식 통행요금징수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는

IC카드에  의해  통행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IC카드처리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형 폐쇄
식 통행요금징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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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출구차선장치는

상기  출구유인차선제어기와  연결되고,  영업원의  조작에  의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영수증발행기를 
부가로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형 폐쇄식 통행요금징수 시스템.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출구차선장치는

상기  유인차선제어기와  연결되고,  정액권에  의해  통행요금  징수처리를  하는  정액권처리기를 부가
로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형 폐쇄식 통행요금징수 시스템.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입구차선장치는

상기  입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가  상기  입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
에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한 결과를 상기 입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입구정보표시기
를 부가로 구비하고,

상기 출구차선장치는

상기  출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부착된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와  상기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 
사이의 무선통행요금 징수처리 결과를 상기 출구차선장치를 관리하는 영업원과 상기 출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출구정보표시기를 부가로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형 폐쇄식 통행요금징
수 시스템.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출구차선장치는 

상기  출구무선통신차선제어기에  연결되고,  통행요금  미징수  차량을  포함한  위반차량의  영상을 촬
영하는 차량영상촬영부를 부가로 구비하고,

상기  출구진출차량감지기로부터의  차량진출신호를  받고,  상기  출구차선장치가  설치된  출구차선을 
벗어나는 차량에 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상기 차량영상촬영부를 작동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형 
폐쇄식 통행요금징수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영업소장치는

상기  차량영상촬영부에서  촬영한  영상자료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조회  및  출력  처리를  하는 영상
처리 컴퓨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형 폐쇄식 통행요금징수 시스템.

청구항 9 

폐쇄식으로  운영되는  톨게이트에서  무선통신에  의해  통행요금  지불처리를  하는 차량부착용무선통
신장치, 상기 톨게이트의 입구차선에 설치되어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하는 입구차선
장치, 상기 톨게이트의 출구차선에 설치되어 차량의 통행요금을 징수처리하는 출구차선장치, 상기 입구차
선장치 및 상기 출구차선장치에서 통행요금징수처리에 대한 자료를 받아 기록/조회/처리하고 상기 입구차
선장치 및 상기 출구차선장치를 제어하는 영업소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 폐쇄식통행요금징수시스템에서 
상기 입구차선장치가 입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량의 진입을 감지하는 단계;

무선통신에  의해  상기  차량이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를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
계;

상기 차량의 차종을 판별하고, 대기차량 댓수를 하나 증가하는 단계;

상기  진입차량이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인식되면,  상기 차량부착용무선
통신장치에 무선통신으로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하고, 처리 결과를 표시하는 단계;

상기  진입차량이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무선통신에  의한  입구진입 
정보의 부여가 불가능하면, 상기 진입차량의 운전자에게 통행권을 부여하는 단계;

상기 진입차량의 진출을 감지하는 단계; 및

대기차량의  댓수를  하나  감소시켜,  상기  진입차량에  대한  입구진입  정보  부여처리를  완료하는 단
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형폐쇄식통행요금징수시스템의 입구차선장치에 의한 입구진입 정보 부
여 방법.

청구항 10 

폐쇄식으로  운영되는  톨게이트에서  무선통신에  의해  통행요금  지불처리를  하는 차량부착용무선통
신장치, 상기 톨게이트의 입구차선에 설치되어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입구진입 정보를 부여하는 입구차선
장치, 상기 톨게이트의 출구차선에 설치되어 차량의 통행요금을 징수처리하는 출구차선장치, 상기 입구차
선장치 및 상기 출구차선장치에서 통행요금징수처리에 대한 자료를 받아 기록/조회/처리하고 상기 입구차
선장치 및 상기 출구차선장치를 제어하는 영업소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 폐쇄식통행요금징수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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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출구차선장치가 출구차선에 진입한 차량에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량의 진입을 감지하는 단계;

무선통신에  의해  상기  차량이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를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
계;

상기 차량의 차종을 판별하고, 대기차량 댓수를 하나 증가하는 단계;

상기  진입차량이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인식되면,  상기 차량부착용무선
통신장치와 무선통신에 의해 상기 차량에 대한 통행요금 징수처리를 하고, 처리 결과를 표시하는 단계;

상기  진입차량이  상기  차량부착용무선통신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무선통신에  의한  통행요금 
징수가 불가능하면, 상기 진입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입구 톨게이트에서 부여된 통행권을 수취하여 직접 통
행요금을 징수하는 단계;

상기 진입차량의 진출을 감지하는 단계;

상기 진입차량이 부적격 또는 위반차량이면 영상촬영하는 단계; 및

대기차량의  댓수를  하나  감소시켜,  상기  진입차량에  대한  통행요금  징수처리를  완료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형개방식통행요금징수시스템의 차선장치에 의한 통행요금 징수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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