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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데이터 기반 실시간 관제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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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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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

AI(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자동배차 플랫폼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전기차 통합관리 시스템

안전한 전기차 탑승과 정밀한 관리를 위하여
간편한 충전/결제, 차량 이상 진단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전기택시 실시간 호출배차 플랫폼

KST모빌리티와 협력하여 환경을 고려한 전기택시 브랜드
서비스를 통해 승객/기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모빌리티 관제 시스템

택시회사 등 운수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즈니스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AutoCrypt
F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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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관제 시스템

택시회사 등 운수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즈니스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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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차량관제

영업차량의위치, 차량및주행상태, 기사의운전습관등을실시간으로파악

▪ 영업현황파악및관리

매출, 가동률, 비용내역등의영업정보를디지털화하여간단하게확인, 통계

관리

▪ 기사관리

매출외안전운전내역, 연료사용내역등다양한지표를통해기사의운전습관

및영업상태점검/관리

▪ 자산관리

차량, 부품, 기사등운수사업에필요한자산을한눈에관리**서울시 관제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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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 실시간 호출 배차 플랫폼

KST모빌리티와 협력하여 환경을 고려한 전기택시 브랜드 서비스를 통해 승객/기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4

▪ 실시간호출배차

스마트한배차시스템을통해실시간택시호출및예약가능

▪ 사고예방시스템

ADAS 및위험운전감지시스템을적용하여비정상운행파악및차량내

오류신호감지로사고예방

▪ 친환경택시

공해가없는전기택시서비스를이용하여온실가스절감량확인

▪ 친환경포인트제도사고지능형자동배차

에코마일리지와다양한프로모션결함으로기사/승객에게부가적인보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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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통합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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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기차 탑승과 정밀한 관리를 위하여 간편한 충전/결제, 차량 이상 진단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 충전간편화

차량인식기술과간편결제기술을적용한오토차징(Auto-Charging) 서비스제공

▪ 실시간모니터링

배터리 SOH등의주요차량정보를표시하여실시간으로차량의정보확인

▪ 차량진단

암호화된환경에서차량의데이터를수집하고진단하여차량의이상위치를

표시

▪ 운전습관분석

주행데이터를분석하여에코운전∙안전운전관련개인맞춤형어드바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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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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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자동배차 플랫폼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 지능형 자동배차

모빌리티데이터및인공지능(AI)기술을기반으로한자동배차

▪ 음성안내기능

시각장애인을위한주행정보및결제정보에대한음성안내서비스(TTS)제공

▪ DRT서비스

이동데이터를기반으로교통약자수요에맞춘 DRT서비스제공

▪ 서비스운영정보의디지털관리

예약 정보, 주행정보의상세내역관리및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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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rypt FMS은 차량데이터, 주행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V2X 통신데이터 등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수집, 분석, 재가공하
여 전달하는 모빌리티 데이터 기반 차량 관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AutoCrypt FM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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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관제 및데이터 분석

데이터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류

데이터 가공

데이터 전달

데이터수집

자체클라우드저장

데이터분류및가공

서비스제공자에데이터전달

데이터 분석 데이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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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rypt FM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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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llector 

(OBD2 Device)

차량데이터및 주행데이터 수집

Mobile App

(Driver앱)

차량 상태확인 및 운전습관점검
수집한데이터를서버로 전송

Administration Platform

(관리자웹서비스)

차량/기사/운행정보 관리
실시간모니터링

AutoCrypt FMS은 OBD2 장치, Driver앱, 관리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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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rypt FMS은 모빌리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운행정보의 디지털 관리, 지능형 자동 배차, 차량/주행 상
태 관제 및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AutoCrypt FMS 주요 기능

9

운전자 및 차량의 실시간 위치 파악이 난이

예약/운행 정보의 수기관리로 인한 업무 리소스 증가

수기 배차로 인한 긴 대기시간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안전운전 관리 미비로 인한 차량 관리비용 증가

이동데이터의 수집/관리 체계 부족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예약/운행정보 통계관리 및 레포트 출력 기능

지능형 자동배차 기능

차량/주행 상태 관제 및 관리 기능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Problems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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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rypt FMS 주요 기능 상세 – 실시간 모니터링

현재 운행중인 차량의 GPS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의 위치와 주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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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빈차)         0

기사(주행)         1

기사(휴식시간)    0

기사명 :  김재근

차번호 :  79오 9959

상태 :  주행중

출발지 :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부산 북구 구포동 1254-3)

도착지 :  동래복천현대아파트

(부산 동래구 복천동 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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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rypt FMS 주요 기능 상세 – 빠른 예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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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면에서 모든 예약 정보 입력이 가능하며, 회원정보 조회 시 자동 입력 기능 및 최근 이용 목록 보기 기능을 통해
간편하고 빠른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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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rypt FMS 주요 기능 상세 – 지능형 자동 배차

이전 예약의 도착지, 기사님의 현재 GPS위치 기반의 배차 알고리즘 적용, 머신러닝(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동 데이터 학습을
통해 빠른 배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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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배차 진행

머신러닝

자동 배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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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rypt FMS 주요 기능 상세 – 예약정보 관리

예약 건별 예약 진행상황 및 예약, 예약 취소 내역을 한 눈에 파악/관리할 수 있고, 예약 관련 안내 문자를 승객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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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rypt FMS 주요 기능 상세 – 운행정보 통계관리

운행정보에 대한 통계 현황 및 업무 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으며 별도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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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rypt FMS 주요 기능 상세 – 차량 및 주행상태 관제

실제 주행에서 차량이 이동한 경로와 시간 정보를 기록한 데이터와 OBD2 장치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차량상태 및
주행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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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rypt FMS 주요 기능 상세 –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OBD2 장치를 통한 차량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차량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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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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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정보수집/분석을통해차량점검, 

예방정리등차량관리용이

배차/차량 이용 효율성 증대

• 익명화한이동데이터를통해서비스
개선및서비스운영정책 정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융합 서비스 창출

• 자동배차방식에따른배차시간감소

배차 시간 절약

• 예약/운행정보의디지털관리에따른
운영효율성증대

운영/관리 리소스 절감

차량 관리 효율 증대

• 블록체인등데이터공유플랫폼연동을

통한데이터개방으로융합서비스창출

• 자동배차와이동데이터학습으로기사의
다음출발지예측등을통해배차및차량
이용효율극대화

AutoCrypt FMS은 모빌리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운행정보의 디지털 관리, 지능형 자동 배차, 차량/주행 상
태 관제 및 관리 기능 등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개선 및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을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mo.biz@autocrypt.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