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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망을 이용한 택시 자동연결 서비스 및 택시 지령방법

요약

본 발명은 통신망을 이용한 택시 자동연결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 택시에 승차하기를 원하는 고객이 자신의 이

동통신 단말기로 중앙관제소에 접속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장된 고객위치추

적데이터 베이스를 가동하여 고객의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단계; 중앙관제소가 입력된 고객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중

앙관제소는 중앙관제소가 통제하고 있는 택시의 운행상태를 파악하여 고객의 위치와 가장 근접한 승객이 타지 않은 

빈 택시를 선정하여 택시의 차량항법장치에 고객의 위치정보 등을 송출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로부터 고객의 위치정

보를 입력 받은 택시의 차량항법장치는 수신된 정보를 차량항법장치의 표시장치에 고객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정보를

표시하며 호출되었음을 음성으로 통보하는 단계; 택시운전자는 이를 확인하고 현재 차량의 상태 등 제 여건을 고려하

여 고객위치로 이동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중앙관제소에 통보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는 택시로부터 가능신호가 입력되

면 고객위치까지의 최적경로를 계산하여 도착예정시간, 해당차량의 색상, 번호 등의 고객이 호출한 차량임을 알 수 

있는 정보 등을 중앙관제소가 추적하여 파악한 저장하고 저장된 고객정보에서 고객전화번호를 축출하여 고객단말기

로 송출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로부터 고객정보를 입력 받은 택시는 고객의 위치로 이동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는 택시

의 차량항법장치에 고객의 위치까지 택시가 이동하는 이동경로를 화면으로 표시하며 음성으로 택시 이동경로를 안내

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무선인터넷, 차량항법장치, 위치추적, 택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시스템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인 이동통신을 이용한 택시자동연결 서비스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인 이동통신을 이용한 택시자동연결서비스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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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인 이동통신을 이용한 택시자동연결서비스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인 이동통신을 이용한 택시자동연결서비스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5실시예인 이동통신을 이용한 택시자동연결서비스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고객단말기 200:중앙관제소

201:통신제어장치 202:지도데이터베이스

203:고객위치추적 데이터베이스 204:택시정보데이터베이스

205:중앙관제마이크로프로세서 300:택시

301:차량항법장치 302:이동통신 단말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망을 이용한 택시 자동연결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구체적으로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고객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 택시호출서비스업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절차 없이 이동전화 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서비스업자의 중앙관제소에 접속함으로써 고객의 위치를 중앙관제소가 파악하여 고객의 위치에 접근한 빈 

택시 정보를 고객에게 송신하고 고객은 빈 택시를 선택하여 호출함으로서, 고객이 선택 가능한 택시에 자동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이용한 택시자동연결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분야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 콜택시 서비스를 수행하는 서비스사업자에 접속하면 사업자는 고객

의 발신위치를 접속교환국과 고객의 위치를 이동전화 셀 단위로 파악하여 고객의 위치를 추적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

로 하여 고객이 위치한 셀 내에 빈 택시를 검출하고 해당 빈 택시에게 고객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고객과 해당 빈 택

시의 운전자간의 연결을 시켜 줌으로써 고객과 빈 택시의 운전자간의 통화에 의하여 콜택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는 1999년 10월 22일자에 출원된 출원번호 제 1999-45964호(공개번호 10-2001-38106)등에 나타나 있다.

이 방법은 고객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 서비스 운영자에게 입력하지 않는 등의 장점은 있으나 고객이 택시운전자

와의 통화를 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 으며 운영자가 고객의 위치를 택시 운전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하고 택시

운전자는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고객에게 접근하여야 할 뿐 만 아니라 고객은 자신이 승차할 차량이 언제쯤 도착할 

것인지 또는 어떤 차인지 알 수가 없어 호출택시의 이용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번거러움과 호출택시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이동통신 단말

기의 무선인터넷기능과 택시에 장착된 차량항법장치를 이용하여 고객의 위치를 자동추적하고 추적된 정보를 이용하

여 고객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범위내의 빈 택시를 검색하고 검색된 택시에 고객의 위치정보가 표시된 지도정보를 

택시에 전송하고 아울러 고객에게 호출된 택시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최근 영업용택시의 종류가 다양해 짐으로

서 고객이 원하는 지역 내에 원하는 종류의 택시를 선택적으로 호출 할 수 있음으로써, 이동통신 단말기 등 통신단말

기를 이용한 택시호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운행이 억제됨으로써 택시영업의 효율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이용한 택시 자동연결 서비스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통신망을 이용한 택시 자동연결 서비스 방법은 택시에 승차하기

를 원하는 고객은 자신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중앙관제소에 접속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파악하

기 위하여 내장된 고객위치추적데이터 베이스를 가동하여 고객의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는 추적된 

고객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는 중앙관제소가 통제 하고 있는 택시의 운행상태를 파악하여 고객의 위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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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근접한 승객이 타지 않은 빈택시를 선정하여 택시의 차량항법장치에 고객의 위치정보 등을 송출하는 단계; 중앙

관제소로부터 고객의 위치정보를 입력 받은 택시의 차량항법장치는 수신된 정보를 차량항법장치의 표시장치에 고객

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정보를 표시하며 호출되었음을 음성으로 통보하는 단계; 택시운전자는 이를 확인하고 현재 차

량의 상태 등 제여건을 고려하여 고객위치로 이동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중앙관제소에 통보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는 

택시로부터 가능신호가 입력되면 고객위치까지의 최적경로를 계산하여 도착예정시간, 해당차량의 색상, 및 번호 등의

고객이 호출한 차량임을 알 수 있는 정보 등을 중앙관제소가 추적하여 파악한 저장하고 저장된 고객정보에서 고객전

화번호를 축출하여 고객단말기로 송출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로부터 고객정보를 입력받은 택시는 고객의 위치로 이동

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는 택시의 차량항법장치에 고객의 위치까지 택시가 이동하는 이동경로를 화면으로 표시하며 

음성으로 택시 이동경로를 안내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이때 중앙관제소는 택시의 지령에 있어 승차대기중인 택시가 10 분 이상(본 발명에서는 10 분으로 한정하나 이는 시

스템운영자의 운영에 따라 선택된다) 승객을 탑승시키지 못하고 장시간 대기중일 때는 인근지역 중에서 고객의 호출

이 빈번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안내하는 통신문과 상기지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할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를 음성으로도 통보한다.(이때 차량항법장치의 기능과 중앙관제소의 운영 특징에 따라 음성안내는 차량항법장치에

서 할 수 있다.)

또한, 택시에 승차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자신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중앙관제소에 접속하는 단계; 중앙관제

소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장된 고객위치추적데이터 베이스를 가동하여 고객의 발신위치를 추적하

는 단계; 파악된 고객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고객위치가 파악되면 중앙관제소는 중앙관제소가 통제하고 있는 택시의 

운행상태를 파악하여 일정범위내의 빈 택시를 검색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는 검색된 반경내의 빈 택시의 위치를 고객

단말기로 빈 택시의 위치정보와 고객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화면과 반경내의 택시에 대한 차종차량번호 등의 차량고

유정보를 고객단말기로 송출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로부터 송출 받은 고객은 고객단말기에 나타난 빈 택시를 선택하

는 단계; 선택된 택시정보를 중앙관제소로 송출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는 고객이 선택한 빈 택시에 고객의 위치정보를

송출하며 호출되었음을 음성으로 통보하는 단계; 고객위치정보를 수신한 택시는 고객의 위치로 이동하는 단계; 중앙

관제소는 택시의 차량항법장치에 고객의 위치까지 택시가 이동하는 이동경로를 화면으로 표시하며 음성으로 택시 이

동경로를 안내하는 단계; 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택시에 승차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자신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연결 브라우져를 실행하여 중앙

관제소에 접속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는 고객의 접속신호를 수신하면 고객의 현 위치에서 일정반경내의 택시를 검색

할 것인가 및 고객이 원하는 지역의 빈 택시를 검색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화면을 고객단말기로 송출하는 단계; 고객

은 중앙관제소로부터 입력된 화면을 보고 자신의 요구조건을 입력하여 중앙관제소로 송출하는 단계; 이를 입력 받은 

중앙관제소는 고객의 요구조건이 고객위치에서 일정 반경 내에 검색요구이면 고객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

장된 고객위치추적데이터베이스를 가동하여 고객의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단계; 파악된 고객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는 중앙관제소가 통제하고 있는 택시의 운행상태를 파악하여 고객요구조건범위내의 빈 택시를 검색하는 

단계; 검색결과 고객이 요구한 반경 내에 빈 택시가 있으면 중앙관제소는 검색된 반경내의 빈 택시의 위치를 고객단

말기로 빈 택시의 위치정보를 표시한 지도화면과 반경내의 택시에 대한 차량고유정보를 고객단말기로 송출하는 단계

; 중앙관제소로부터 빈 택시의 위치정보를 송출 받은 고객은 고객단말기에 나타난 빈 택시를 선택하여 중앙관제소로 

송출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는 고객이 선택한 빈 택시로 고객의 위치정보를 송출하며 호출되었음을 음성으로 통보하

는 단계; 택시가 고객위치로 이동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는 택시의 차량항법장치에 고객의 위치까지 택시가 이동하는 

이동경로를 화면으로 표시하며 음성으로 택시 이동경로를 안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택시에 승차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자신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연결 브라우져를 실행하여 중앙

관제소에 접속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는 고객의 접속신호를 수신하면 고객의 현 위치에서 일정반경내의 택시를 검색

할 것인가 및 고객이 원하는 지역의 빈 택시를 검색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화면을 고객단말기로 송출하는 단계; 고객

은 중앙관제소로부터 입력된 화면을 보고 자신의 요구조건을 입력하여 중앙관제소로 송출하는 단계; 이를 입력 받은 

중앙관제소는 고객이 원하는 검색조건이 특정지역에 빈 택시를 검색하는 요구이면 중앙관제소는 고객이 요구하는 지

역의 빈 택시를 검색하는 단계; 검색결과 고객이 요구한 지역 내에 빈 택 시가 있으면 중앙관제소는 검색된 반경내의 

빈 택시의 위치를 고객단말기로 빈 택시의 위치정보를 표시한 지도화면과 반경내의 택시에 대한 차종 차량번호 등의 

차량고유정보를 고객단말기로 송출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로부터 빈 택시의 위치정보를 송출 받은 고객은 고객단말기

에 나타난 빈 택시를 선택하여 중앙관제소로 송출하는 단계; 이를 입력 받은 중앙관제소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파악하

기 위하여 내장된 고객위치추적데이터베이스를 가동하여 고객의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단계; 파악된 고객정보를 저장

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는 고객이 선택한 빈 택시로 고객의 위치정보를 송출하며 호출되었음을 음성으로 통보하는 단

계; 택시가 고객위치로 이동하는 단계; 중앙관제소는 택시의 차량항법장치에 고객의 위치까지 택시가 이동하는 이동

경로를 화면으로 표시하며 음성으로 택시 이동경로를 안내하는 단계; 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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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통신망을 이용한 택시 자동연결시스템 및 서비스 방법에 관하여 첨부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

명한다.

도 1 은 본 발명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구성도로서, 본 발명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택시를 호출하기 위

하여 택시의 운행관련정보와 택시운행을 통제하는 중앙관제소에 접속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시스템으로, 바람직하게

는 무선 인터넷 및 무선통신이 가능한 CDMA 방식의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타 방식의 무선통신이 가능한 단말기이거

나 유선통신망과 연결되어 통신 가능한 단말기(100); 상기 단말기(100)로부터 유무선 인터넷 망으로 연결되어 고객

의 단말기(100)로부터 택시 호출정보를 수신하고 단말기(100)로 필요정보를 송출할 수 있고 이동중인 차량, 인공위

성, 삐콘, 교통방송 등으로부터 교통정보를 수신하여 택시에 탑재된 교통항법장치에 제공하는 통신제어 장치(201), 

교통정보를 분석하여 차량의 위치, 교통혼잡도 등의 교통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기 위한 지도데이터베이스(202), 고

객의 호출신호가 입력되었을 때 고객의 위치를 추적하고 고객의 이동전화와 관련된 고객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기 위

하여 이동통신 서비스사의 서버와 연계되어 고객신상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의 위치를 추적하여 추적된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한 후 택시에 공급하는 고객위치추적데이터베이스(203), 중앙관제소(200)의 통제를 받는 택시의 차량번호,

색상등의 차량정보를 저장하는 택시정보데이터베이스(204), 및 중앙관제소를 운영 통제하는 중앙관제 마이크로프로

세서(205) 등으로 구성되어 교통정보와 택시의 운행정보, 고객위치정보 등을 처리하는 중앙관제소(200); 및 중앙관

제소로부터 교통정보를 수신하고, 차량 내에 장착된 각종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차량운행상태와 운행에 따른 교통정

보를 송신하며, 차량의 경로계획이나 경로안내 등을 수행하는 택시(300)에 장착된 차량항법장치(301)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서 활용되는 이동통신을 이용한 택시 자동연결시스템의 중앙관제소의 세부 구성들 중 운행차량의 위치추정

및 교통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것은 본 분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거나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 1999-82835 호(9

9,11,25) 및 제 2000-66016호(2000,11,15)등 국내외에서 공지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고, 이동통신 기기를 사용하

여 중앙관제소(200)에 접속 시 고객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 2001-42540호(2001.5.25) 

및 제 2001-46125호(2001.6.5) 등 국내외에서 공지된 기술인 셀룰러폰의 위치추적시스템기술을 활용 한 것이며, 택

시에 장착되는 차량항법장치는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 2001-26896호(2001.4.6) 및 제 1999-6486 호(199.8.5)

등 국내외에 공지된 차량에 탑재하는 차량항법장치를 활용 한 것이다.

다음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에로서, 이동통신을 이용한 택시 자동연결시스템에서의 실행과정을 도 2 의 이동통신을 

이용한 택시 자동연결서비스 흐름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먼저 택시에 승차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자신의 이

동통신 단말기(100) 또는 유선망에 접속된 컴퓨터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고객이 사전에 숙지하거나 검색에 의하여

중앙관제소(200)에 접속한다(S110). 이때 고객이 인터넷 웹브라우져에 의한 중앙관제소(200)에 접속 뿐만 아니라 

유무선 단말기의 전화통화 기능을 통하여 중앙관제소에 접속할 수 있다.

고객단말기로부터 호출정보가 중앙관제소(200)에 입력되면, 고객이 음성 통신일 경우에는 중앙관제소의 운영자가 음

성통신내용을 수신하여 입력하게 된다.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장된 고객위치추적

데이터 베이스(203)를 가동하여 고객의 발신위치를 추적한다(S120). 중앙관제소(200)가 이동통신사의 서버와 연계

하여 발신자번호서비스 또는 발신자위치추적과 발신자추적기술을 활용하여 이동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고객정보로 활용한다. 중앙관제소(200)는 검색된 고객의 위치정보를 저장한다(S130). 추적방법은 본 분야에서 

공지된 기술인 무선이동통신단말기 사용자의 위치추적 방법을 사용하며 고객이 유선 인터넷 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 ID 를 활용하여 위치를 추적하고(이는 중앙관제소의 운영자가 미리 구축한 데이터 베이스 또는 본 분야의 공

지기술인 COOky 를 이용한 사용자위치추적) 활용하며 고객이 자신의 주소를 음성송신 할 경우에는 주소에 근거한 

지도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하여 고객의 위치를 확인한다.

위치를 확인한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에게 접수되었음을 중앙관제소가 추적하여 파악한 저장하고 저장된 고객정보

에서 고객전화번호를 축출하여 고객이 접속한 수단별로 확인하는 통신문을 송출한다.(S140)

중앙관제소(200)는 중앙관제소(200)가 통제하고 있는 택시의 운행상태를 파악하여 고객의 위치와 가장 근접한 승객

이 타지 않은 택시(300)를 선정하여 택시(300)의 차량항법장치(301)에 검색된 고객의 위치정보와 전화번호, 이름 등

의 신상정보, 고객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정보(이하에서는 검색된 고객의 위치정보와 전화번호, 이름등의 신상정보, 

고객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정보 등을 위치정보라 함)를 송출한다.(S150)

본 발명에서는 차량항법장치로 송출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택시 운전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무선 인

터넷망을 이용하여 고객의 위치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송출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차량항법장치가 수신하는 것

으로 하여 기술하지만 이동통신단말기와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이하에서 기술을 생략한다.)

여기서 중앙관제소(200)에서 택시(300)의 빈차 여부 및 택시(300)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본 분야에서 공지된 기술

인 차량 탑재 항법장치와 통신하거나 택시운전자가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하여 자신의 차량이 빈차임을 중앙관제소(20

0)로 통 보하여 빈차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무선이동통신단말기의 위치추적 기술에 의하여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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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300)에 탑재된 차량항법장치는 본 분야의 공지 기술인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 2001-26896호(2001.4.6) 및

제 1999-6486호(199.8.5)등 국내외에 공지된 것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항법장치와 차량자체에 

장착된 방위각센서, 휠 센서, 등에 의한 자기위치 확인 자립항법장치, 위성항법과 자립항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하

이브리드 항법 등을 활용하는 항법장치에서 발생되는 위치신호와, 운행기록계, 택시 요금 메터의 요금기록계 등의 운

행정보를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통신함으로써 중앙관제소(200)가 택시의 위치확인과 빈차 

여부확인, 고객위치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하다.

중앙관제소(200)로부터 고객의 위치정보를 입력 받은 택시(300)의 차량항법장치(301)는 수신된 정보를 차량항법장

치의 표시장치에 택시와 고객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정보를 표시하며 호출되었음을 음성으로 통보한다(S160).

택시운전자는 이를 확인하고 현재 차량의 상태 등 제 여건을 고려하여 고객위치로 이동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중앙관

제소에 통보한다(S170). 이때 차량항법장치의 기능과 중앙관제소의 운영 특징에 따라 고객위치까지의 도착예정시간 

등의 최적경로는 차량 항법장치에서 계산하여 중앙관제소로 송출하며 고객위치까지 택시의 이동경로에 대한 음성안

내는 차량항법장치에서 할 수 있다.

중앙관제소(200)는 택시(300)로부터 이동가능 신호가 입력되면 고객위치까지의 최적경로를 계산하여 도착예정시간,

해당차량의 색상, 번호(중앙관제소의 운영 자가 미리 구축한 택시관련 고유정보를 활용) 등의 고객이 호출한 차량임

을 알 수 있는 정보등을 중앙관제소가 추적하여 파악한 후 저장하고, 저장된 고객정보에서 고객전화번호를 축출하여 

고객단말기로 송출하게 된다(S180). 아울러 중앙관제소가 최적경로를 계산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와 함께 해당택시로 

송출하며 택시의 이동경로에 대한 음성안내를 송출한다.

고객의 위치로부터 가장 근접한 택시(300)가 중앙관제소(200)로부터 고객의 위치정보를 수신하였으나 고객을 탑승 

시키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택시(300)는 이동 불가하다는 신호를 중앙관제소(200)로 송신하고 이를 입력

받은 중앙관제소(200)는 다음 차량을 검색하는 S150단계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관제소(200)로부터 차량의 도착시간, 차량정보를 수신 받은 고객은 택시탑승여부를 판단하는 탑승의사 재확인 

과정을 수행한다.(S190)

고객이 조건이 적합하지 않아서 탑승을 거부한 경우에는 단말기를 통하여 탑승거부신호를 중앙관제소(200)로 송신

하고 이를 수신한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위치까지 접근 가능하다고 답한 택시(300)에 이동하지 말라는 신호를 송출

하게 되고 당해 택시는 빈차 택시로 중앙관제소가 파악하게 되어 다음 호출을 대기한다.(S191)

고객이 탑승할 경우는 고객으로부터 탑승하겠다는 신호를 단말기를 통하여 중앙관제소(200)에 송신하고 이를 수신한

중앙관제소(200)는 호출에 가능하다고 답한 택시(300)에 고객의 위치로 이동하라는 신호와 함께 중앙관제소는 택시

의 차량항법장치에 고객의 위치까지 택시가 이동하는 이동경로를 화면으로 표시하며 음성 으로 택시이동경로를 안내

하고(S200), 당해 택시는 고객의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S210)

이때 중앙관제소는 택시의 지령에 있어 승차대기중인 택시가 10 분 이상(본 발명에서는 10 분으로 한정하나 이는 시

스템운영자의 운영에 따라 선택된다) 승객을 탑승시키지 못하고 장시간 대기중일 때는 인근지역 중에서 고객의 호출

이 빈번한 가까운 지역을 안내하는 통신문과 상기지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할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를 

음성으로도 통보한다.(이때 차량항법장치의 기능과 중앙관제소의 운영 특징에 따라 음성안내는 차량항법장치에서 할

수 있다.) 이는 본 제 1 실시예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모든 실시예에 나타난 승차대기중인 택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택시는 중앙관제소와 연결된 차량항법장치를 통해서 운행하고자 하는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승객을 연결해줄 

것을 중앙관제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받은 중앙관제소는 동일한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승객의 호출이 

있을 시 동일지역에 운행을 요청한 택시 중 승객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택시에게 S150단계를 수행한다.

이때 중앙관제소는 동일지역 운행요청 택시가 승객의 위치에서 5 분 (본 발명에서는 5 분으로 한정하나 이는 시스템

운영자의 운영에 따라 선택된다) 거리 이상의 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운행지역 요청을 하지 않은 택시라도 승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택시에 승객의 운행요청지역을 안내하는 통지문과 함께 상기 S150 단계를 수행한다. 이는 

본 제 1 실시예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모든 실시예에 나타난 승차대기중인 택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차량항법장치를 운영하는 본 분야의 공지기술을 활용하여, 중앙관제소는 택시가 항시 최적경로를 선택하여 목

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택시이동 위치에 따른 지도정보와, 도로여건, 정체현황 등의 교

통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택시에 장착된 항법장치 등의 모니터에 표시될 수 있도록 송출하며 택시의 차량항법장

치는 이를 수신하여 모니터 등의 표시장치로 표시하며 음성으로 안내 함으로서 이를 참고하여 목적지까지 최적경로

를 선택하여 운행하고 탑승객은 이를 시청 함으로서 고객 자신이 승차한 차량의 이동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등 고객

서비스에 기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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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법장치의 운영시스팀에 따라 차량에 탑재된 항법장치가 자신의 운행여건을 중앙관제소에 실시간으로 통보함

으로서 중앙관제소의 원활한 교통정보파악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본 제 1실시예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모든 실시예

에 나타난 이동하는 택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에로서, 이동통신을 이용한 택시 자동연결시스템에서의 실행과정을 도 3 의 이동통신을 

이용한 택시 자동연결 서비스 중 빈 택시를 고객이 선택하는 실시예에 대한 흐름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2실시예에서 적용되는 위치추적, 항법장치의 운영 등의 기술적 내용은 제 1실시예와 동일함으로 본 제2

실시예는 실행단계 만을 설명한다.

먼저 택시에 승차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자신의 이동통신 단말기(100) 또는 유선망에 접속된 컴퓨터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 또는 인터넷 연결 브 라우져를 실행하여 고객이 사전에 숙지하거나 검색에 의하여 중앙관제소(

200)에 접속한다(S300).

고객단말기로부터 호출정보가 중앙관제소(200)에 입력되면 중앙관제소의 운영마이크로프로세서(205)는 인터넷기능

으로 접속된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정보, 즉 원하는 차종(모범, 일반, 개인택시 등), 운행지역, 승차시간, 차량대수, 고

객의 옷 색깔, 전호번호, 고객의 위치로부터 빈 택시검색 반경 범위(예, 1Km, 2Km, 3Km....) 등의 개인특징사항을 입

력하는 화면을 송출한다(S310).

중앙관제소(200)는 입력된 고객정보를 저장한다(S320).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장된 고객위치추적데이터베이스(203)를 가동하여 고객의 

발신위치를 추적한다(S330).

위치를 확인한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에게 접수되었음을 고객이 입력한 수단별로 확인하는 통신문을 송출한다.(S3

40)

중앙관제소(200)는 중앙관제소(200)가 통제하고 있는 택시의 운행상태를 파악하여 고객이 지정한 반경내의 택시를 

검색한다(S350)

이때 고객이 지정한 반경 내에 빈 택시가 없을 경우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이 지정하는 반경보다 큰 즉 다음단계의 

검색 반경(본 발명에서 1Km, 2Km, 3Km, ..., NKm : n은 정수 단위로 증가시키나 이는 중앙관제소의 운영 및 시스템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함)으로 빈 택시를 검색한다(S351).

상기 S351 단계의 검색결과와 고객이 원하는 반경 내에는 빈 택시가 없다는 안내문과, 검색범위를 확장하여 재검색 

결과 빈 택시가 있는 화면과 고객에게 호출 여부를 판단하는 선택화면을 고객단말기로 송출한다(S352).

고객이 운영자가 범위를 확장하여 검색한 빈 택시를 선택하면 고객단말기는 선택신호를 중앙관제소(200)로 송출하

고(S353), 후술하는 S380 단계를 수행하고 고객이 송출된 화면에 대하여 일정시간(본 발명에서는 30초로 한정하니 

이는 시스템운영자의 운영에 따라 선택된다)이 지나거나 의사 없음 신호를 중앙관제소로 송출하면 종료된다.

상기 S350 단계에서 고객이 원하는 반경 내에 빈 택시가 있으면 고객단말기로 빈택시의 위치정보를 표시한 지도화면

과 반경내의 택시에 대한 차종 차량번호 등의 차량고유정보를 고객단말기로 송출한다(S360).

중앙관제소(200)로부터 송출 받은 고객은 고객단말기에 나타난 빈 택시를 선택하여 중앙관제소(200)로 송출한다.(S

370)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이 선택한 빈 택시(300)에 택시와 고객의 위치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송출하며 호출되었

음을 음성으로 통보한다(S380).

고객의 위치정보를 송출 받은 당해 택시(300)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고객위치로 이동가능여부를 중앙관제소(200)

로 송출한다(S390).

이때 택시가 고객위치로 이동 불가능하다는 신호를 송출하면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에게 다른 택시를 선택하라는 

안내문과 함께 기 선택된 택시의 위치정보를 제외하고 다른 빈 택시의 위치정보를 고객에게 송출한다(S391).

고객이 중앙관제소(200)로부터 재 선택요구에 따라 다른 택시를 선택하고 이를 중앙관제소(200)로 송신하면(S392),

S380단계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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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동 가능하다는 택시의 송출 신호를 접수한 중앙관제소(200)는 최적경로등을 계산하여 도착예정시간, 고객

이 선택한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차량번호 등의 차량고유정보 등을 고객에게 송출하고 탑승의사를 재확인한다(S400

).

고객은 중앙관제소(200)로 탑승의사를 송출하면 중앙관제소(200)는 해당 택시로 이동하라는 신호를 송출한다(S410)

.

중앙관제소(200)는 차량항법장치(301)에 고객의 위치까지 택시가 이동하는 이동경로를 화면으로 표시하고 음성으로

택시 이동경로를 안내하여 택시가 고객위치로 이동함으로서 종료된다(S420).

이때, 고객으로부터 탑승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신호가 중앙관제소(200)로 송출되거나 일정시간(본 발명에서는 30 

초로 한정하나 이는 시스템운영자의 운영에 따라 선택된다)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중앙관제소(200)는 택시에 호출

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고 해당 택시가 빈차 대기상태로 됨으로서 종료된다.

다음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에로서, 이동통신을 이용한 택시 자동연결시스템에서의 실행과정을 도 4의 이동통신을 이

용한 택시 자동연결 서비스 중 빈 택시를 고객이 선택하는 또 다른 실시예에 대한 흐름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

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서 적용되는 위치추적, 항법장치의 운영 등 기술적 내용은 제 1실시예와 동일함으로 본 제 3

실시예는 실행단계만을 설명한다.

먼저 택시에 승차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자신의 이동통신 단말기(100) 또는 유선망에 접속된 컴퓨터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 또는 인터넷 연결 브라우져를 실행하여 고객이 사전에 숙지하거나 검색에 의하여 중앙관제소(2

00)에 접 속한다(S500).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장된 고객위치추적데이터베이스(203)를 가동하여 고객의 

발신위치를 추적한다(S510).

이때 중앙관제소(200)는 이동 통신사들의 서버와 연계하여 발신자번호서비스 또는 발신자위치추적과 발신자추적기

술을 활용하여 이동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고객정보로 활용 할 수 있다.

파악된 고객정보를 저장한다(S520).

고객위치가 파악되면 중앙관제소(200)는 중앙관제소(200)가 통제하고 있는 택시의 운행상태를 파악하여 일정범위내

의 빈 택시(본 발명에서는 5Km 라고 하나 이는 운영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를 검색한다(S530).

중앙관제소(200)는 검색된 반경내의 빈 택시의 위치를 고객단말기로 빈 택시의 위치정보를 표시한 지도화면과 반경

내의 택시에 대한 차종 차량번호 등의 차량고유정보를 고객단말기로 송출한다(S540).

중앙관제소(200)로부터 송출 받은 고객은 고객단말기에 나타난 빈 택시를 선택(S550)하여 중앙관제소(200)로 송출

한다.(S560)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이 선택한 빈 택시(300)에 고객의 위치정보를 송출하며 호출되었음을 음성으로 통보한다(S5

70).

고객의 위치정보를 송출 받은 당해 택시(300)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고객위치로 이동가능여부를 중앙관제소(200)

로 송출 한다(S580).

이때 택시가 고객위치로 이동불가능 하다는 신호를 송출하면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에게 다른 택시를 선택하라는 

안내문과 함께 기 선택된 택시의 위치정보를 제외하고 다른 빈 택시의 위치정보를 고객에게 송출한다(S581).

고객이 중앙관제소(200)로부터 재 선택 요구에 따라 다른 택시를 선택하고 이를 중앙관제소(200)로 송신하면(S582),

S570단계를 수행한다.

다음은 이동 가능하다는 택시의 송출 신호를 접수한 중앙관제소(200)는 최적경로 등을 계산하여 도착예정시간, 고객

이 선택한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차량번호 등의 차량고유정보 등을 고객에게 송출하고 탑승의사를 재확인한다(S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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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중앙관제소(200)로 탑승의사를 송출하면(S600), 중앙관제소(200)는 차량항법장치(301)에 고객의 위치까지 

택시가 이동하는 이동경로를 화면으로 표시하고 음성으로 택시 이동경로를 안내하여 택시가 고객위치로 이동 함으로

서 종료된다(S610).

이때 고객으로부터 탑승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신호가 중앙관제소(200)로 송출되거나 일정시간(본 발명에서는 30 

초로 한정하나 이는 시스템운영자의 운영에 따라 선택된다)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중앙관제소(200)는 택시에 호출

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고 해당 택시가 빈차 대기상태로 됨으로서 종료된다(S620).

다음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로서, 이동통신을 이용한 택시 자동연결시스템에서의 실행과정을 도 5 의 이동통신을 

이용한 택시 자동연결 서비스 중 빈 택시를 고객이 선택하는 또 다른 실시예에 대한 흐름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

한다.

본 제 4 실시예에서 적용되는 위치추적, 항법장치의 운영 등 기술적 내용은 제 1 실시예와 동일함으로 본 제4실시예

는 실행단계만을 설명한다.

먼저 택시에 승차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자신의 이동통신 단말기(100) 또는 유선망에 접속된 컴퓨터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 또는 인터넷 연결 브라우져를 실행하여 고객이 사전에 숙지하거나 검색에 의하여 중앙관제소(

200)에 접속한다(S700).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의 접속신호를 수신하면 고객의 현 위치에서 일정반경내의 택시를 검색 할 것인가 및 고객이

원하는 지역의 빈 택시를 검색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화면을 고객단말기로 송출한다. 이때 화면에는 각 선택에 따른 

고객요구조건, 즉 검색 반경(예, 1Km, 2Km, 3Km,....), 검색지역(예, 강남구, 역삼동 등)을 입력하는 창을 함께 송출한

다.(S710)

고객은 중앙관제소(200)로부터 입력된 화면을 보고 자신의 요구조건을 입력하여 중앙관제소(200)로 송출하며(S720)

, 상기 S720 단계에서 고객의 요구조건이 고객위치에서 일정 반경 내에 검색요구이면, 이를 입력 받은 중앙관제소(20

0)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장된 고객위치추적데이터베이스(203)를 가동하여 고객의 발신위치를 추

적한다(S730).

이때 중앙관제소(200)는 이동 통신사들의 서버와 연계하여 발신자번호서비스 또는 발신자위치추적과 발신자추적기

술을 활용하여 이동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고객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파악된 고객정보를 저장한다(S740).

중앙관제소(200)는 중앙관제소(200)가 통제하고 있는 택시의 운행상태를 파악하여 고객요구조건범위내의 빈 택시(

고객이 검색반경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중 앙관제소가 임의로 선택하며 본 발명에서는 5Km 이라 하나 이는 운영자

가 필요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다)를 검색한다(S750).

이때 고객이 지정한 반경 내에 빈 택시가 없을 경우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이 지정하는 반경보다 큰, 즉 다음 단계의

검색 반경(본 발명에서 1Km, 2Km, 3Km, ...., NKm : n은 정수 단위로 증가시키나 이는 중앙관제소의 운영 및 시스

템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함)으로 빈 택시를 검색한다(S751).

상기 S741 단계의 검색결과와 고객이 원하는 반경 내에는 빈 택시가 없다는 안내문과, 검색범위를 확장하여 재검색 

결과 빈 택시가 있는 화면과 고객에게 호출여부를 판단하는 선택화면을 고객단말기로 송출한다(S752).

고객이 운영자가 범위를 확장하여 검색한 빈 택시를 선택하면 고객단말기는 선택신호를 중앙관제소(200)로 송출하

고(S753), 후술하는 S780 단계를 수행하고 고객이 송출된 화면에 대하여 일정시간(본 발명에서는 30초로 한정하나 

이는 시스템운영자의 운영에 따라 선택됨)이 지나거나 의사 없음 신호를 중앙관제소로 송출하면 종료된다.

검색결과 고객이 요구한 반경 내에 빈 택시가 있으면 중앙관제소(200)는 검색된 반경내의 빈 택시의 위치를 고객단

말기로 빈 택시의 위치정보를 표시한 지도화면(고객위치와 함께 표시 할 수 있음)과 반경내의 택시에 대한 차종 차량

번호 등의 차량고유정보를 고객단말기로 송출한다(S760).

중앙관제소(200)로부터 빈 택시의 위치정보를 송출 받은 고객은 고객단말기에 나타난 빈 택시를 선택하여 중앙관제

소(200)로 송출한다.(S770)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이 선택한 빈 택시(300)로 고객의 위치정보를 송출하고 호출되었음을 음성으로 통보한다(S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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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위치정보를 송출 받은 당해 택시(300)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고객위치로 이동가능여부를 중앙관제소(200)

로 송출한다(S790).

이때 택시가 고객위치로 이동 불가능하다는 신호를 송출하면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에게 다른 택시를 선택하라는 

안내문과 함께 기 선택된 택시의 위치정보를 제외하고 다른 빈 택시의 위치정보를 고객에게 송출한다(S791).

고객이 중앙관제소(200)로부터 재 선택 요구에 따라 다른 택시를 선택하고 이를 중앙관제소(200)로 송신하면(S792),

S780단계를 수행한다.

다음은 이동 가능하다는 택시의 송출 신호를 접수한 중앙관제소(200)는 최적경로 등을 계산하여 도착예정시간, 고객

이 선택한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차량번호 등의 차량고유정보 등을 고객에게 송출하고 탑승의사를 재확인한다(S800

).

고객은 중앙관제소(200)로 탑승의사를 송출하면 중앙관제소(200)는 해당 택시로 이동하라는 신호를 송출하고(S810)

, 중앙관제소(200)는 택시의 차량항법장치에 고객의 위치까지 택시가 이동하는 이동경로를 화면으로 표시하며 음성

으로 택시 이동경로를 안내하고 고객의 위치까지 이동함으로서 종료된다(S820).

이때 고객으로부터 탑승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신호가 중앙관제소(200)로 송출되거나 일정시간(본 발명에서는 30 

초로 한정하나 이는 시스템운영자의 운영에 따라 선택됨)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중앙관제소(200)는 택시에 호출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고 해당 택시가 빈차 대기상태로 됨으로서 종료된다(S810).

또한 상기 S720 단계에서 지역을 선택하여 선택한 지역내의 빈 택시를 검색하는 요구이면, 중앙관제소(200)는 고객

이 요구하는 지역의 빈 택시를 검색하고(S900), 이때 고객이 지정한 지역 내에 빈 택시가 없을 경우 중앙관제소(200)

는 고객이 원하는 지역 내에는 빈 택시가 없다는 안내문과, 검색지역을 변경하여 재검색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선택

화면을 고객단말기로 송출한다(S901).

고객이 재 검색을 요구 선택하여 선택신호를 중앙관제소(200)로 송출하면 (S902), 다시 S900 단계를 수행하고, 고객

이 중앙관제소가 송출한 화면에 대하여 일정시간(본 발명에서는 30 초로 한정하나 이는 시스템운영자의 운영에 따라 

선택됨)이 지나거나 의사 없음 신호를 중앙관제소로 송출하면 종료된다.

검색결과 고객이 요구한 지역 내에 빈 택시가 있으면 중앙관제소(200)는 검색된 반경내의 빈 택시의 위치를 고객단

말기로 빈 택시의 위치정보를 표시한 지도화면과 반경내의 택시에 대한 차종 차량번호 등의 차량고유정보를 고객단

말기로 송출한다(S910).

중앙관제소(200)로부터 빈 택시의 위치정보를 송출 받은 고객은 고객단말기에 나타난 빈 택시를 선택하여 중앙관제

소(200)로 송출한다.(S920)

이를 입력 받은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장된 고객위치추적데이터베이스(203)를 

가동하여 고객의 발신위치를 추적한다(S930).

이때 중앙관제소(200)는 이동 통신사들의 서버와 연계하여 발신자번호서비스 또는 발신자위치추적과 발신자추적기

술을 활용하여 이동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고객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파악된 고객정보를 저장한다(S940).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이 선택한 빈 택시(300)로 고객의 위치정보를 송출하고 호출되었음을 음성으로 통보한다(S9

50).

고객의 위치정보를 송출 받은 당해 택시(300)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고객위치로 이동가능여부를 중앙관제소(200)

로 송출한다(S960).

이때 택시가 고객위치로 이동 불가능하다는 신호를 송출하면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에게 다른 택시를 선택하라는 

안내문과 함께 기 선택된 택시의 위치정보를 제외하고 다른 빈 택시의 위치정보를 고객에게 송출한다(S961).

고객이 중앙관제소(200)로부터 재 선택 요구에 따라 다른 택시를 선택하고 이를 중앙관제소(200)로 송신하면(S962),

S950단계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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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동 가능하다는 택시의 송출 신호를 접수한 중앙관제소(200)는 최적경로 등을 계산하여 도착예정시간, 고객

이 선택한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차량번호 등의 차량고유정보를 고객에게 송출하고 탑승의사를 재확인한다(S970).

고객은 중앙관제소(200)로 탑승의사를 송출하면 중앙관제소(200)는 해당 택시로 이동하라는 신호를 송출하고(S980)

, 중앙관제소(200)는 차량항법장치(301)에 고객의 위치까지 택시가 이동하는 이동경로를 화면으로 표시하고 음성으

로 택시 이동경로를 안내하여 택시가 고객위치로 이동함으로서 종료된다.(S990).

이때 고객으로부터 탑승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신호가 중앙관제소(200)로 송출되거나 일정시간(본 발명에서는 30 

초로 한정하나 이는 시스템운영자의 운영에 따라 선택됨)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중앙관제소(200)는 택시에 호출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고 해당 택시가 빈차 대기상태로 됨으로서 종료된다(S1000).

본 발명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택시에 한정하여 기술하였으나 이에 국한되

지 않으며 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하는 타 산업 분야 즉 화물 운송업 등 타 운송업등에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무선인터넷기능과 택시에 장착된 차량항법장치를 이용하여 고객의 

위치를 자동추적하고 추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범위내의 빈 택시를 검색하고 검색된 택

시에 고개의 위치정보가 표시된 지도정보를 택시에 전송하고 아울러 고객에게 호출된 택시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가 

최근 영업용택시의 종류가 다양해 짐으로서 고객이 원하는 지역 내에 원하는 종류의 택시를 선택적으로 호출 할 수 

있어서 이동통신 단말기 등 통신단말기를 이용한 택시호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의 편익을 증대 시키고 

택시가 고객을 태우기 위하여 빈차로 이동함에 따른 교통혼잡유발을 최소화하고 연료비절약 등으로 택시영업의 효율

화등에 기여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망을 이용한 택시 자동연결서비스 제공방법에 있어서,

택시에 승차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자신의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중앙관제소(200)에 접속하는 단계(S110);

중앙관제소(200)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장된 고객위치추적데이터베이스(203)를 가동하여 고객의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단계(S120);

중앙관제소(200)는 검색된 고객의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단계(S130);

중앙관제소(200)는 중앙관제소(200)가 통제하고 있는 택시의 운행상태를 파악하여 고객의 위치와 가장 근접한 빈 택

시(300)를 선정하여 택시(300)의 차량항법장치(301)에 고객의 위치정보를 지도정보를 송출하는 단계(S150);

중앙관제소(200)로부터 고객의 위치정보를 입력 받은 택시(300)의 차량항법장치(301)는 수신된 정보를 차량항법장

치의 표시장치에 고객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정보를 표시하는 단계(S160);

택시운전자는 이를 확인하고 현재 차량의 상태 등 제 여건을 고려하여 고객위치로 이동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중앙관

제소에 통보하는 단계(S170);

중앙관제소(200)는 택시(300)로부터 가능신호가 입력되면 고객위치까지의 최적경로를 계산하여 도착예정시간, 해당

차량의 색상, 번호 등의 고객이 호출한 차량임을 알 수 있는 정보 등을 중앙관제소가 추적하여 파악한 후 저장하고, 저

장된 고객정보에서 고객전화번호를 축출하여 고객단말기로 송출하는 단계(S180); 및

중앙관제소(200)로부터 고객정보를 입력 받은 택시는 고객의 위치로 이동하는 단계(S210)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망을 이용한 택시자동연결 서비스방법.

도면



공개특허 특2003-0054434

- 11 -

도면1

도면2



공개특허 특2003-0054434

- 12 -

도면3



공개특허 특2003-0054434

- 13 -

도면4



공개특허 특2003-0054434

- 14 -

도면5



공개특허 특2003-0054434

- 15 -

도면6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