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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Net

4차산업혁명시대의 선박   인공지능 선박 안전관리 솔루션

Alpha Captain 21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Alpha Captain21은 

웹과 모바일로 육지-선박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운항에 관련된 핵심 이벤트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여

위험 발생 시 스마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차세대 인공지능 선박안전 관리 솔루션입니다.

개요 ㅣ Overview

해운회사 안전품질관리시스템 PVCA

IMO ISMCode(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안전품질

관리시스템) 에 따라 선주의 안전관리 책임준수와 선원의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회사의 Plan(계획), 

Voyage(운항), Check(평가) 및 Action(개선) 사이클 기반의 업무 절차를 관리합니다.

육해상 안전운항을 위한 패키지 서비스

AI·엣지 컴퓨팅 기반의 선박관리 시스템-Alpha Captain,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선대관리 시스템-Alpha Office 및 

위성망을 포함한 선내·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Alpha Net

으로 구성됩니다.

Voyage
원격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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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선박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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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Captain(선박용)

 - 인공지능(AI)⋅센서 융합 실시간 모니터링(4모드)

 - 비상 상황 자동 인식 및 푸시 알람, 위기대응 지원

 - 항차별 각종 운영 data전산화(기록/보고/통계)

Alpha Office(육상용)
위치 기반 선박별 운항상태 모니터링 / 육해상 운항정보 공유 및 비상시 공동 대응 / Bigdata 통계분석으로 경제운항 지원

주요기능ㅣ Key Feature

구성 ㅣ Configuration

[WHEEL HOUSE] [COMPASS DECK]

27 Inch
Monitor

Main Server
Computer

Serial to NMEA
convertor

Ethernet
switch

Junction Box

Ethernet switch

IR camera IR cameraIR camera

ED camera
180 Degree of ROV

LAN

LAN LANLAN LAN

LAN

LAN

HOME

Option) IR camera

Alpha Net - 선내외 전용 통신망(위성, 5G / LTE)

- 항해통신 표준 인터페이스

- 운항데이터 수집

- 원격지원 서비스(모니터링, 유지보수, 교육)

- IMO ISPS Code 준수

조선소 선사 수리업체MAKER

운항상태감시 (Conning Mode) 전자해도 (Map Mode) 보고 및 통계 (Report & Statistics Mode)

증강현실 (Augment Reality M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