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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rion Communication Co., Ltd.
is Korea’s best specialist in satellite communications service.

선박과의 통신 시스템을 웹 전송시스템 및 이메일 전송 시스템으로 이전하
고 앞선 기술력을 도입한 인터넷 텔렉스 및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INMARSAT
전송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가절감과 함께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보다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웹기반의 통합 통신 시스템은 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관리가
용이하며, 해상에서 운항중인 선박과의 통신비용를 절감시킬 수 있는 최적
의 시스템으로서 Shore to Ship 통합 해운 통신 시스템입니다.
아리온통신(주)는 영국 INMARSAT의 공식 파트너로서 세계 주요 Land Earth
Station과 인마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컨설팅, 솔루션 구
축, 서비스 제공 및 인마새트 Air time 청구까지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마새트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니다.
Arion Communications is the specialized satellite communications
service company on the same step with the satellit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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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Arion Communication Co., Ltd.
COMPANY

아리온통신㈜

WEBSITE

www.arionit.com, www.Shipping21.com

PRESIDENT

박용범

CAPITAL

3억원

ESTABLISHED

2000년 03월

MAIN BUSINESS

웹솔루션 개발, 전자상거래, 메시징솔루션 개발

ADDRES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8 동성빌딩 4층

CONTACT

Tel: +82 2 761 7512

Fax: +82 2 6670 3370

Email. Sales@arionit.com

History
2000.03

아리온(주), 아리온통신㈜ 설립

2001.12

Inmarsat partner 계약 체결

2003.10

2003 KOMARINE 전시회 참가

2003.11

부산사무소 개설

2005.03

현대상선, 대양상선, 동남아해운 해운통합시스템 제공

2005.05

별정통신사업자 면허 취득

2005.07

신기술기업으로 벤처기업 인증

2005.09

쉬핑21 URL SMS 서비스 런칭

2005.10

쉬핑21 VESSEL MONITORING SYSTEM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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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troduction
- Technical

structure

시스템 소개 1. 기능적인 구성
쉬핑21은 Web 기반의 통합 Communication System이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기지국과 다이
렉트 링크방식으로 웹사이트와 이메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
송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Telex/Fax

Shipping21.com

VMS

Inmarsat

Weather

E-mail

Voy Plan

Web 기반의 통합 Commun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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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troduction

- Web Messaging
System

시스템 소개 2. 웹 전송시스템
쉬핑21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용자들이 필요시에 언제든지 시스템에 접
근하여 메시지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웹 전송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웹 전송시스템은 독립된 웹사이트를 제공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신속
하게 선박과 메시지를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특징
I.

인마새트 A, B, C 터미널 텔렉스 전송 및 A, B, M, mini-M 터미널 팩
스 전송 지원

II.

LES(Land Earth Station)와 직접 접속방식으로 전송 시간 단축 및 이
용 요금 절감

III.

사용자 편의 위주의 메시징 시스템 ( 편집, 검색, 재전송, 임시저장,
선박 Directory, 메시지 공유 )

IV.

이메일 서비스 동시 지원 ( 이메일을 통한 메시지 전송 서비스, 실시
간 전송 현황 회신)

V.

전송현황 실시간 DELIVERY NOTIFICATION

VI.

10만 건의 선박 인마새트 번호 검색서비스, 해운 뉴스 및 실시간 3000
개 항만 기상정보 등 해운 컨텐츠 제공 ( 기상정보는 2005년 5월 서비
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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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troduction

- Mail Messaging
System

시스템 소개 3. 메일 전송시스템
메일전송시스템은 사용자가 가장 친숙한 작업방식인 직접 이메일을 작성
하는 것으로 기지국시스템과 연동되어 텍스트 이메일을 Inmarsat 텔렉스
메시지 포맷으로 변환하여 최단시간 내에 메시지를 선박으로 전송하는 시
스템입니다.

메일 전송결과는 전송이 완료됨과 동시에 메일발신자에게

전송결과를 회신함으로써 사용자는 편리하고 빠르게 선박과 메시지를 교
환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특징
Mail to Inmarsat
Mail to Telex/Fax
Auto Message Numbering
Positive/Negative Delivery
Notification
Auto-Response Mailer Damon
Virus/Spam Quarantine by
SOPHOS, World Best Virus
Solution Group

08

03

System
Introduction

- Mail Messaging

시스템 소개 3. 메일 전송시스템
“ 쉬핑21 메시징 시스템, 웹사이트와 동기화 ”

System

메일로 작성된 모든 메시지는 시스템내부에 기록되어져 쉬핑21 웹사이트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메시지들은 통합 관리됨으로써,
시스템 단위로 모든 직원들이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 메일 전송 시스템 메시지 처리 절차 ]
위성

이메일

Shipping21 Network

기지국

선박

전송 결과 수신 (PDN, NDN)
INMARSAT

FAX

TELEX

E-MAIL

메시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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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Introduction
- Vessel
Monitoring
System

VMS 1. Vessel Monitoring System 선박위치추적시스템
SHIPPING21이 제공하는 VMS 시스템은 선박의 위치, 속도, 항행경로를 실
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는 통합 선단관리 서비스입니다.
VMS 서비스는 별도의 장비 구매없이, 선박의 Inmarsat C 터미널을 이용한
AUTOTRACK 방식이나, 텔렉스 메시지를 이용한 EMAILTRACK 방식으로 선택
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SHIPPING21 VMS로 인하여 앞으로 선박의 안

전과 운항 정시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선박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VMS 전체조회

VMS 상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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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Introduction
- Vessel
monitoring
System

VMS 1. Vessel Monitoring System, 선박위치추적시스템
“이제, 선박에서 제공하는 NOON REPORT 보고없이
언제든지 인마새트C 터미널을 통해 정확한 위치 자동으로 확인 ”
주요기능
• 선박의 위치표시, 이동경로,항해속도 등 선박의 운항상태를 실시간 확인
• Inmarsat C 터미널을 이용한 AutoTrack 방식과 텔렉스메시지를 통한
EmailTrack 방식 중 선택 가능
• 항로 감시
• 항적 및 출입항 LOG관리
• 선박의 DATA REPORTING 주기 변경(최소 1회, 최대 24회 / 일)
• 언제든지 선박의 위치정보 요청 POLLING 전송 기능(필요시 위치 확인 가능)
• 긴급 상황의 위치보고 자동 Forwarding 기능 등

VMS 특징
• 고해상도의 벡터지도, 오차없는 정확한 선박의 위치 표시
• 선박의 항행경로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재현
• 항행경로를 DB에 저장 과거 항행경로를 필요신 언제든지 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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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Introduction
- Voyage Plan &
Calculation

VMS 2. Voyage Plan, 항행플랜 시스템
쉬핑21 Voyage Plan 시스템은 사용자가 손쉽게 선박의 예상항로를 계산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항구간의 예상항로를 직접 포인트로 선택하여 각 구간의 예상
도착일자, 벙커소모량등 항행플랜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된 항
행플랜은 선박데이터를 선택하여 줌으로써 실제 선박의 데이터를 연산
하여 예상 소요시간, 연료소모량등을 계산하여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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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Introduction
- World Ports
Weather
Information

VMS 3. World Ports Weather Information, 항만기상정보
지금 이 시각, 파나마 기상현황은 ?
Answer: 쉬핑21 세계항만 3000개 실시간 기상정보 서비스 !!
쉬핑21이 제공하는 세계항만기상정보에서는 전세계 주요항구 3000개의
항만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특히 중국 370개, 일본
200개, 미국 170개, 인디아 70개의 항만기상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관심항만 설정기능으로 자신만의 맞춤형 기상정보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시간마다 업데이트 되는 기상정보는 DATABASE로
기록되어 과거기상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전 세계 3000개 항만의 실시간 기상과 7일
기상예보 제공
• 세계지도를 통한 빠른 기상정보 조회서비스
• 실시간 기상정보 1시간 마다 업데이트, 7일
기상예보 4시간마다 업데이트
• 과거기상정보 조회 및 항만검색 기능
• 주요항만 이메일 전송 서비스
(자신만의 관심항만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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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Telex
- Best Telex
Solution

Internet Telex 1. 안전한 수신시스템
쉬핑21이 제공하는 인터넷 텔렉스 시스템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제공하
는 수신전용의 솔루션입니다. 인마새트 위성으로부터 메시지를 수신 한
후 기지국과 전용선으로 연동되어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웹 전송시스템에서도 메시지 조회를 지원합니다.
첫째 – 텔렉스 장비(Hardware) 없이 단독 회선 유지 가능 ( 24 x 365 Connection )
둘째 – 선박의 발신자 명칭 표시(메시지 수신 후 바로 회신 지원)
셋째 – 본문의 이메일주소 추출 후 자동 전달기능 지원(선박의 해상발신 요금 절감)
넷째 – 각 해외지사와 통일된 인터넷 텔렉스 수신 시스템 구축 가능
다섯째 – 텔렉스 메시지 수신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SMS 메시지 전송/조회/답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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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Telex
- SMS 전송지원

Internet Telex 2.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SMS)
쉬핑21이 제공하는 URL SMS 서비스는 인터넷 텔렉스번호로 수신된 메시지
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
스입니다. 실시간으로 텔렉스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
대폰으로 직접 선박/거래처에 회신하실 수 있습니다.
쉬핑21의 텔렉스 사용자는 이제 텔렉스메시지 수신시 이메일과 함께 SMS
문자메시지로 동시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인마새트 텔렉스 메시지 휴대폰으로 받고,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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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 Official Channel

Partner of Telenor

Strength of Shipping21.com
국내 사용자 환경에 맞추어 개발된 쉬핑21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메시징 솔루션으로의 독보적인 인지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Telenor Satellite Services, Norway & US
아리온통신(주)는 세계 제일의 위성통신서비스 사업자 Telenor의 공식 채
널파트너이며, Telenor의 앞선 위성통신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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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Clients

Major clients, 주요 고객사
We can summarize the major clients of Shipping21 Messaging Service
as follows:
- 현대 상선, Hyundai Merchant Marine
- 대양상선, Daeyang Shipping Co., Ltd
- 동남아 해운, Dongnama Shipping Co., Ltd
- 시도 상선, Cido Corporation
- 신성 해운, Shinsung Shipping Co., Ltd
- 두양 상선, Doyang Limited.
- 코스코 코리아, Cosco Korea Co., Ltd
- 우림 해운, Woolim Shipping Co., Ltd
- 삼호 해운, Samho Shipping Co., Ltd
- 파크로드, 두남해운, 창성해운, 대신해운, 인터해운외 250여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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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아리온통신㈜

아리온통신㈜ 부산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8
동성빌딩 4층 (150-874)
Tel : +82-2-782-1232 / 761-7512
Fax : +82-2-761-7532
Telex : +56 76011 ARI N
Email : Sales@arionit.com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8-1
미광빌딩 303호 (600-814)
Tel : +82-51-463-7517/8
Fax : +82-2-6670-3370
Telex : +56 76011 ARI N
Email : Pusan@arioni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