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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윈도우서비스 특징

인천항 컨테이너

통합 정보

조회 가능

통합화면 조회로

터미널 정보연계 

배차 활용

정보연계 정보연계 정보연계 향후확대 향후확대

운전기사
스마트폰

운송사
배차담당

인천항 통합
스마트폰 서비스

인천항 통합
Web 서비스

•선석스케쥴
•양적하정보

•반출입예정정보

통합정보 제공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정보연계를 통해 통합된 정보를 웹과 모바일로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별 야드 혼잡현황 정보와 교통정보를 한눈에!

•   싱글윈도우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컨테이너 터미널별 야드

   혼잡현황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천항 주요 정체 구간의 교통정보를 CCTV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터미널 현황 정보 제공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동중이라도 선석배정현황, 반출입예정정보 등 

   터미널현황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하여 차량번호를 등록하시면 본인 차량번호의 컨테이너정보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 실시간 교통정보 CCTV영상을 통해 정체구간을 파악하여 운행대기시간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주요 공지사항 통합서비스

•   각 컨테이너 터미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찾아 다닐 필요 없이 싱글윈도우  

서비스에서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정보와 항만운영정보(Port-MIS) 통합서비스

•   컨테이너 터미널 선석배정현황과 Port-MIS 재박선박현황, 입출항현황을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싱글윈도우 웹 서비스 

• 3개 터미널 반입/반출 및 혼잡정보를   

하나의 화면에 구성

• 통일된 메뉴구조로 표준화된 서비스 구성

화물차 기사를 위한 모바일 앱 서비스  

• 터미널별 차량 및 컨테이너 반출입 

   예정정보 제공

•실시간 인천항 주변 교통정보 제공

•터미널의 예상도착시간 변경 기능 제공

※ 회원가입 및 차량번호 등록시 맞춤형 서비스

싱글윈도우 모바일 사용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싱글윈도우를
   검색하세요!

•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주세요.
•아이폰사용자는 인터넷브라우저에서 mscon.icpa.or.kr 입력하세요.



컨테이너 터미널 통합 상황정보 서비스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별

야드 혼잡현황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별 야드 혼잡현황 정보

모든 터미널의 컨테이너 반출입예정정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시 차량번호를 등록하시면 스마트폰 서비스 사용시 차량번호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반출입예정 정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다.

• E1CT의 경우 예상도착시간변경을 통해 화물차기사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터미널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합니다.

컨테이너 정보서비스 스마트폰 이용 편의 서비스

인천항 주요 정체구간의 실시간 CCTV 영상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웹 서비스

회원가입 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간 교통정보

현재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의 

본선작업현황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선작업현황 조회

각 컨테이너 터미널의 선석배정현황을 모두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선석배정현황정보 조회

컨테이너번호을 통해 

컨테이너의 야드 위치와 

컨테이너정보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야드장치 현황 조회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든 공지

사항을 통합하여 웹과 스마트

폰을 통해 제공합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통합 공지사항 서비스

컨테이너 정보서비스/실시간 교통정보 편의기능 개선

스마트폰 웹 (we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