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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Eunsan Bay Bldg., 88, Jungang-daero, jung-gu, Busan, Korea

Tel: +82-51-404-5650, Fax: +82-51-404-5655, Email: sales@kjeng.kr

USER INFORMATION

회사명

(한글) 국가명 관리선박척수

(영문) 설립일 대표자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신용등급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담당자명 email 휴대전화

서비스

서비스 기능 선택 상세

1) Alpha Captain(선박용) 초기 선박 데이터베이스구축, 일정관리, 선박위치관리, 항차계획, 운항 모니터링 및 통계 분석

- 적하관리 서비스 출항 전 GoM / 운항 중 복원성

- 운항관리 서비스 선박 위치 및 센서 모니터링 및 항로 관리 서비스

- 기록관리 서비스 Deck/Eng Log, Noon Report, AB Log

- 표준문서 관리 서비스(ISM) 운항관리규정, 절차서 및 지침서, 도면 및 증서, 보고양식

- 예방정비 서비스 예방정비, 수리 및 검사 요청, S/R

- 교육훈련 서비스 이러닝 서비스

- 선박사고 대응 서비스 화재, 충돌, 좌초, 침수, 오염, 타기 및 추진력상실,퇴선

- 선박에너지효율관리 서비스 운항 통계, 안전성, 경제성, 에너지 효율관리 (SEEMP, EExI)

- 인공지능·증강현실 서비스 CCTV 기반의 AI/AR 운항관리 서비스

- 전자해도 서비스 전자해도 기반의 운항관리 서비스

-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앱 연동 서비스

2) Alpha Office(육상용)

- 선대관리 서비스 선대 데이터베이스구축, 일정관리, 선박위치관리

- 선원관리 서비스 선원 자격 및 배승관리

- 구매관리 서비스 구매 및 보급관리

- 표준문서 관리 서비스(ISM) ISM 기반 표준 문서관리 서비스

3) Alpha Net 선내와이파이 ㅁ LTE ㅁ 5G ㅁ Satellite ㅁ 

REMARK

가입신청서 작성 완료 후 sales@kjeng.kr로 메일 보내 주시면 선택하신 서비스에 대한 견적서 회신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계약서 
 #605, Eunsan Bay Bldg., 88, Jungang-daero, jung-gu, Busan, Korea

Tel: +82-51-404-5650, Fax: +82-51-404-5655, Email: sales@kjeng.kr

          
          서비스 사용고객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 는 서비스 공급업체인  KJ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칭한다) 에서 개발한 국제안전관리규약 (ISM Code)에 맞는 지능형 선박안전관리시스템
  (이하 “Alpha Captain 서비스”라 칭한다)을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1. 사용고객 :
          2. 공급업체 : KJ엔지니어링 주식회사
          3. 공급목록 : 첨부 서비스 양식에 따른 서비스 
          4. 적용대상선박 :
          5. 대상항로 :
          6. 서비스 운용기간 :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한  “Alpha Captain 21 서비스”를 “갑”이 시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초기 구축 및 설치에  관련된 비용은  “을”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서비스 
     운용에 대한 비용을 매 월 지불한다.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초기 데이터 구축에 필요로 하는 선박, 선원 및 화물 데이터 및 관련 절차서
     문서를 제공하며 “을”은 제공된 데이터 기반의 “Alpha Captain서비스”를 구축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의 유효 성립을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갑 :                                 ) (을 : KJ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