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비전, 가치 및 미션
Company Vision, Value & Mission statement
1. 회사의 비전 Our Vision
고객이 지속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선박 관리자

To be professional ship manager and reliable partner to customer.

2. 회사의 핵심 가치 Core Value
긍정적 태도 Positive attitude
열정

Passion

전문성

Professional competence

3. 회사의 미션 Our Mission
최상의 선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고,

Providing the best ship management service to satisfy customer’s needs,
투명하고 정직한 윤리 경영을 통한 기업 문화 선도하여,

Leading the corporate culture with transparent and honest ethic standard,
선박 안전 운항을 도모하고 무사고를 실현

Ensuring vessel safe operation and striving zero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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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방침
Company Policy statement
1. 안전, 보건, 환경, 품질 Safety, Health, Environment, Quality
선박, 인명 및 환경 사고 발생이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 식별 및 예방 조치 이행
Identifying all risks related to vessel, person and environmental incidents and do preventive measure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 Providing a safe and healthy working place for
employees인증된 국제 안전 경영 코드, 국제 표준 규격 요구사항 및 국제 협약/규정 준수
Complying ISM code, ISO standards which is certified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regulation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 이행을 위한 직원 인식 제고를 장려
Minimizing pollution and saving energy. Encouraging and reminding environmental compliance
목표는 구체화되어 주기적으로 사업 계획에 반영 및 검토
SHEQ Objective shall be specified, reflected and reviewed to a business plan regularly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Continuous improvement on management system

2. 마약, 음주 Drug & Alcohol
선상 마약, 음주는 지정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
Controlling shipboard drug and alcohol strictly according to company procedure
계획된 작업 전 근무자는 마약, 음주로부터 영항이 없음을 확인. 혈중 알콜 농도 0.03% 이하
Making sure any person be zero eﬀect from drug and alcohol prior to engage shipboard
operation, Blood Alcohol Content (BAC) not to exceed 0.03%
절차를 위반하는 직원은 해고 Dismissing any person violating this rules

3. 보안 Security
범죄, 적대적 관계, 악성 행위로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보안 취약성으로부터 인명, 자산 및 운항을 보호
함Protecting people, assets and operations from possible security vulnerability by criminal,
hostile or malicious acts
선박 보안 계획서에 따른 보안 조치 이행 Taking a security measures according to ship security plan
보안 의식 향상을 위한 훈련시행 Conducting training to raise security awareness of employees
비상 상황에 대비한 관계처와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
Maintaining close liaison with concerned parties for emergency situation

4. 윤리 Ethics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태도로 행동 Acting in a positive way and faithful attitude always투명
하고 정직한 소통으로 상호 간의 신뢰를 소중히 함
Communicating in a transparent and honest way to make sure reliabl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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