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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ission

SOLAS (Safety of Life at Sea)

철저한 SW 보안관리와

검증된 HW 인증을 통해

안전성 보장

15년간의 조선해양 분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One-stop Solution 제공

1:1 고객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별, 제품별 History 관리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다의 재난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마린의 제품은 전문적이며 안전을 서비스하고 철저한 책임제로 고객감동을 실천하여 사람의 마음을

항해하는 것을 Mission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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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Vision

ㅈ

조선 해양
ICT 융합

e-Navigation 
&

SMARTSHIP

Big Data

Marine IoT

“ e-Navigator for your sailing e-Motion ”

조선해양분야
노하우의 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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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Outline

설립일

이마린 주식회사

2001년 1월 2일

주요사업

대표전화 070-7204-9303

-울산(본사) : 울산시 남구 정동로 30, 401호
-서울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72 아도라타워 5층

김웅규

회사명

소재지

대표이사

조선해양분야
인명 안전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이마린 주식회사

해양정보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2001년 시작한 이마린 주식회사는 15년간 전자해도를 시작으로 오직 조선 해양 분야에 전념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e-Navigation 및 항해통신장비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마린은 조선 강국 대한민국 위상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최고의 SMARTSHIP 기술국가로 발돋움하고, 조선해양

분야 발전의 선봉장이 되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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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Organization

해양SI사업본부경영지원본부 조선ICT사업본부해양ICT사업본부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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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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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Business Sector

전자해도

- C-MAP Professional+, FlatFee
- UKHO AVCS, ARCS, ADP
- 대한민국 전자해도

해양 GIS 솔루션

- CARIS
- SevenCs
- dKart

항해통신장비

- ECDIS (e-Navigator Ⅲ)
- WECDIS (e-Navigator Navy)
- ECDIS (eGlobe G2)
- HATTELAND

SMART SHIP

- 최적 항로 지원시스템
- 충돌 회피 지원시스템
- ISIG

시뮬레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
- 조난자 무선식별 장치
- 고성능 영상감시시스템

-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 대잠 시뮬레이터
- 잠수함 시뮬레이터

e-NAVIGATION
&

SMART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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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Performance

ECDIS 320대 Hatteland 254대 ISIG 254대

CARIS 210식 전자해도 364식 조난자추적 172대

운영센터 11개
e-AtoN AIS 10대

/RTU 129대
조류신호시스템 1대 전시시스템 36개소

항로표지
집약관리시스템 1개

▶▷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 공급현황

▶▷ 제품별 수주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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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Customer & Partner

http://www.ko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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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Product & Solution

1. 전자해도

▶▷

UKHO

전자해도(공인)
• Admiralty Vector Chart Service
• Admiralty Raster Chart Service

디지털 항해서지
• Admiralty Digital List of Lights
• Admiralty Digital Radio Signals
• Admiralty TotalTide

C-MAP

전자해도(공인, 사설)
• Professional+
• ENC (PAYS, FlatFee)
• PRIMAR ECDIS Service

항해 부가 서비스
• OceanView
• Weather Service
• Piracy Service
• Chart Catalog

한국해양조사협회

대한민국 전자해도(공인)
• S-57, S-63 (ENC)

대한민국 수치해도(공인)
• SHP

전자해도 정보표시시스템(ECDIS)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안선, 등심선, 수심, 항로 등 선박의 항해 관련

정보를 국제표준규격(S-57, S-63)에 따라 제작한 전자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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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해 통신 장비- ECDIS (e-Navigator Ⅲ)

09 Product & Solution

연동 장비
주요 기능

• Route Planning

• Route Monitoring

• Voyage Data Recording

• Voyage Monitoring

• ARPA/AIS Target Display

• Auto Pilot Interface

• Radar image Overlay

• Multi-Chart Overlay

항해 연동 장비

Gyro CompassRadar Image

Echo SounderARPA Radar

Wind LogAIS

Speed LogGPS

전자해도(ENC) 화면에 각종 항해 연동장비 정보를 표시하고 항로계획, 항로감시, 항해기록, 인근선박

표시, 위험물 접근 경고, 항로이탈 경고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해양사고로부터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첨단 항해 장비입니다.

<ECDIS 콘솔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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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해 통신 장비- WECDIS (e-Navigator Navy)

09 Product & Solution

연동 장비
주요 기능

• Target Management

• Tactical Data Link

• Object Management

• Radar image Overlay

• Submarine Function

• War Game Simulation

• Mine Laying

시스템 인터페이스

군사 작전 수행 및 전투 훈련 중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함정의 항해 상황파악,

지휘 및 통솔을 지원하는 차세대 군경용 ECDIS입니다.

<WECDIS 콘솔장비>
<WECDIS 운용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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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해 통신 장비- ECDIS (eGlobe G2)

09 Product & Solution

시스템 인터페이스장비 구성

<e-Globe G2 운용화면><패널 컴퓨터, 키보드, 트랙볼>

일체형 컴퓨터(Panel PC)를 기반으로 한 ECDIS 제품으로 선박 운항 경로 분석, 전세계 네트워크 유지

보수 서비스, 해도 공급, ECDIS 제품 교육 및 인증서 발급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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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해 통신 장비- HATTELAND

MARINE MONITOR

<15”/19”/20”/22”/23”/26”>

MARINE PANEL PC

<8”/12”/13”/15”/17”/19”/24”/26”>

MARINE COMPUTER

<2U/4U/Compact/Fanless>

09 Product & Solution

HATTELAND DISPLAY AS사와 독점 한국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인증 선박용 하드웨어를 공급합

니다. 항통 장비업체, 조선소, 조선 해양 시스템 개발업체 등 선박 관련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제품

및 고객 요구 사양으로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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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 GIS 솔루션

09 Product & Solution

연동 장비

Chart Production Workflow 

전자해도 제작, 최적화, 검수S/W
• ENC Designer Enterprise
• ENC Optimizer
• ENC Analyzer
• ENC Contour Generator
• ENC Encryptor Package
• ENC Cartographer
• FME Professional

SevenCs

수로측량데이터 처리 S/W
• HIPS/SIPS
• Notebook
• Bathy DataBASE Server

종이해도, 전자해도 제작 S/W
• GIS
• S-57 Composer
• Paper Chart Composer
• HPD

해양GIS D/B 관리 S/W
• Easy View
• LOTS Article 76
• BEAMS
• PORTIS
• Spatial Fusion Enterprise

CARIS

전자해도 전문 검수 S/W
• dKart Office
• dKart Inspector

dKart

수로측량에서 전자해도, 종이해도 및 각종 해양 GIS D/B 제작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CARIS, SevenCs,

dKart)을 Workflow에 따라 맞춤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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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MART SHIP- 최적 항로 지원시스템

09 Product & Solution

최적 항로 지원 시스템 최적 항로 지원 시스템 구성도

<콘솔 장비> <시스템 인터페이스>

선박 운항 시 소요되는 운항 연료 (에너지), 온실 가스 배출을 절감하고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는 시스템

으로 전 세계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최적항로 계획 > 운항 중 실시간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 운항

후 항해 성과분석, 3개의 부분“순환 운영 체제”로 구성됩니다.

<선박> <육상>

<기상정보업체>

• Middle Ware
• 최적 항로 메시지
• 송수신, 최적항로생성
• 기상정보송수신

• 운영 S/W UI
• 최적항로정보 송수신&관리
• 전자해도 표현
• 항해성과 분석 리포트
• 기상정보 처리 표현
• 선박 센서 Data 처리

<VDR>

<INMARS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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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MART SHIP- 충돌 회피 지원시스템

09 Product & Solution

Radar ARPA

AIS

ENC Object Collision Avoidance Support ECDIS

<충돌회피 경로 생성 결과> <충돌회피 경로 생성 확인>

Target Detection
(주위 위험 선박 및 지형지물 인식)

Decision Support
(충돌 위험도 및 최적 회피 경로계산)

Result Display
(충돌회피를 위한 추천경로 정보 제공)

선박의 충돌 사고 방지 및 안전운항을 목적으로 환경 하중, 가시거리 제한, 회전 이동 등을 고려한 최적

회피 경로를 지원하는 ECDIS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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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MART SHIP- ISIG (Smart Net)

09 Product & Solution

SAN 기반 원격유지보수시스템 구성도 인터페이스

SAN기반 원격유지보수시스템은 선박 내 각종 장치의 상태정보를 선내 통합 게이트웨이(ISIG)와 인공

위성을 통하여 육상에 있는 사용자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선박 내 시스템의 정보를 수집 전달하는 ISIG부와 다수 선박의 상태를 사용자에게 제공한 RMS부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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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니터링 시스템 –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

09 Product & Solution

통합운영센터에서 해상에 설치된 각종 등대, 등표, 등부표를 e-AtoN AIS로 원격제어/모니터링하고

항행선박에게 실시간 안전정보 및 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해상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시스템 구성도

해양기상 모니터링

해양기상 정보제공 모바일 모니터링<e-AtoN AIS> <등대, 등표, 등부표>

<통합운영센터>

원격제어/모니터링
(AIS, TRS, CDMA)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날씨, 파고, 풍향, 풍속)

<항행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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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니터링 시스템 – 조난자 무선식별장치

09 Product & Solution

SAN 기반 원격유지보수시스템 구성도 인터페이스조난자 무선식별 구성개념도 조난자 무선식별 구성품

GPS 위성

‘해경 함정’에서
립보트 모니터링

수신기

불법중국어선
진압작전 이미지

RFID발신기

‘해군 함정’에서
조난자 모니터링

수신기

RFID 발신기 RFID 수신기 RFID ANT 및 GPS

모니터링용 태블릿 PC & 전자해도기반 모니터링 S/W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조난자 위치정보를 수신기가 설치된 본 함에 전송하여 전자해도상에 표출함으로

써, 함정에서 조난자승조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인명구조 지원 시스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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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뮬레이터 –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09 Product & Solution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대잠수함 시뮬레이터

선박 운용/항해 훈련을 효과적으로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Virtual Reality 엔진을 통하여 실 운항환경

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뮬레이터입니다. 항해사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해상환경(폭풍, 안

개, 고장)상황을 구현함으로 항해사의 운항능력을 향상시키고, 실 운항 시 발생하는 각종 운항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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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vigator for your sailing e-Motion ”

이마린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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