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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설치>실행>사용자 인증 

1. 909.co.kr 에 접속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단말기 기종 선택하여 다운로드 후 설치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루센네비게이션이 설치된 단말기는 “루센연동버전” 미설치된 단말기는 “일반GPS버전”)  

2. 시작 메뉴에서 ‘콜마트 대리운전’을 실행합니다. 

    (시작메뉴에 없을 경우 프로그램 폴더를 선택하여 ‘콜마트 대리운전’ 실행) 

3. 콜마트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며,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자동으로 인증창이 생성됩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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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설정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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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현재 위치한 곳의 시/구/동을 설정 합니다. 

2. 확인을 누르면 선택된 동의 중심좌표가 기사님의 현재 좌표로 등록 됩니다. 

# 상세하게 설정 할 경우 

1. 검색할 곳의 시/구/동을 설정합니다. 

2. 지명/업소명 중 현재 위치한 곳과  

가장 가까운 지명/업소를 선택 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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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콜 배차 받기  

1. 실외에서 대기하면 현재위치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선택콜을 선택하여 이동합니다. 

3.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눌러 조회반경 등을 설정합니다. 

4. 해당콜을 더블클릭 또는 선택버튼을 눌러 배차정보를 

    확인합니다. 

5. 승인 버튼을 누르면 고객정보가 자세하게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확인 

내비게이션 전환 

[GPS 단말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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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콜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 



배차정보 확인 
고객정보 확인 

출발지/도착지 

상황실전화 
통화버튼 

고객 세부정보 확인 

기사 사원증 확인 

새로고침 
오더 취소시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뜸 

고객전화 통화버튼 

고객위치 확인 : 네비게이션으로 전환됨 

4-1. 자동으로 배차 받기  

1. 고객의 위치(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대기하는 기사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자동으로 배차합니다. 

2. 10초 이내에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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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취소 버튼 



4-2 자동으로 배차 받기  

1. 자동배차의 방식 

- 경쟁배차, 순차배차 

[GPS 단말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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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차배차  

 기사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차가 내려갑니다. 

2. 경쟁배차  

- 기사 여러명에게 동시에 배차가 내려갑니다. 

- 가장 먼저 받은 기사에게 배차우선권이 주어집니다. 



① 배차대기 ②-2 자동배차 ③ 배차승인 ④ 고객위치 안내 

⑤ 운행시작 ⑥ 고객목적지 안내 ⑦ 운행완료 ⑧ 고객집 등록 

5. 운행시작에서 완료까지 한눈에 보기  

②-1 선택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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