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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코리아쉽메니져스

설립일   1994.09.29

주요업무 선박관리 및 선원관리 업무

  선박수리 및 기자재 보급 업무

  선박 건조 감리

본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9번지 센텀 IS타워 1310호

  Tel: +82-51-644-9393

  Fax: +82-51-643-4833

부산 사무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05-1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05호

  Tel: +82-51-465-2131

  Fax: +82-51-637-5132

개요

Experience the best service, 

KOREA SHIP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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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01-1 화성빌딩 6층 

   Tel: +82-2-538-5477

   Fax: +82-2-566-8369

일본 사무소  5th Fl., Nomura Bldg.,9-1, Shinbashi 5-Chome, 

   Minato-Ku, Tokyo, Japan

   Tel: +81-3-5405-2051

   Fax: +81-3-5405-2054

중국 사무소  Sunshine 16E, 19xiang cheng road, Pu Dong, 

   Shanghai, China

   Tel: +86-21-5830-5635

   Fax: +86-21-5830-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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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사말

1994년 창립 이후 근 20년간 종합 선박 관리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현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 종합 선박 관리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Worldwide 항로의 다양한 선종을 관리하는 종합 선박 관리 범주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조감리, 

선박 개조 및 선박 기자재 판매 등 제공 서비스도 끊임없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임직원 모두 Ownership Mind를 가지고 급변하는 선박 

규제 환경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전산 인프라 확충, 자체 정비팀 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우리의 성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코리아쉽메니져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채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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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1994’s

1998’s

1999’s

2000’s

2002’s

2003’s

2004’s

㈜코리아쉽메니져스 설립

대표이사 채 영 길 취임

선박 / 선원관리업 등록

우양상선㈜ 선박 12척에 대한 관리계약 체결

안전경영적합증서 취득

국제해운대리점업 등록

물품공급업 등록

선박대여업 등록

㈜코리아쉽메니져스 자사선 매입 (General Cargo)

Pacific Oil 관리계약 체결 (Product oil Tanker)

신조감리 사업부문 확장

㈜코리아쉽메니져스 자사선 매입 (General Cargo)

㈜코리아쉽메니져스 자사선 매입 (General Cargo)

㈜한성라인 관리계약 체결 (Container)

Unitra Maritime 관리계약 체결 (Bulk/General Cargo)

BOD Shipping S.A 관리계약 체결 (Asphalt Carrier)

장금상선㈜ 관리계약 체결 (Container)

Ricardo Fuentes e Hijos S.A 관리계약 체결 (Reefer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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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s

2007’s

2008’s

2009’s

2010’s

2011’s

2012’s

세나해운㈜ 관리계약 체결 (Oil/Chemical Tanker)

천경해운㈜ 관리계약 체결 (Container/General Cargo)

㈜한성라인 선종 추가 (Bulk Carrier)

DMC Maritime 관리계약 체결 (Bulk Carrier)

Hi & Logics 관리계약 체결 (Bulk Carrier)

초량 지사 설립 및 본사 이전(해운대)

건조 중단된 선박 신조감리 (그린: 총 2척 Oil/Chemical Tankers)

우양상선㈜ 선종 추가 (Bulk Carrier)

카리스해운㈜ 관리계약 체결 (Container)

ISO 9001:2008 획득

당사 신조감리 (성호비너스)

건조 중단된 선박 신조감리 (흥국: 180K Bulk Carrier)

V-Sihps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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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고문

임원

선박 관리부

신조 감리팀
해외 선원 

관리 사무소

일본

중국

한국
자재팀

정비팀

선원 관리부 재경부 지점 사무소
안전 품질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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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쉽메니져스는 국.내외 주요 선주들의 선박을 관리하는 Total Ship 

Management회사로 해상에서의 인명, 재산, 화물의 안전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통해 선주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들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회사는 다음과 같은 안전품질방침을 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전해,육상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안전, 환경 및 품질 방침

선박 안전 운항을 
통한 무사고 실현

해상에서의 환경 보호

최상의 선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가치의 실현

회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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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Q 시스템 소개

품질 보건, 안전 및 환경 방침

코리아쉽메니져스는 ISM CODE 및 ISO 9001:2008/KSQ 9001:2009 요건에 부합하

는 안전 품질경영 시스템을 수립, 유지하고 안전 품질경영 방침에 부합하는 안전 품질 목

표를 수립하여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의 개선과 안전 품질 목표를 달성해 나

가도록 할 것이며,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다양한 선종의 선박을 관리

하기 위한 안전 및 품질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코리아쉽메니져스는 직원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우수한 직원이 양질의 서비스를 

낳고 양질의 서비스가 이익을 낳는다는 경영철학으로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

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선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Code/Standard  
-  ISM Code  
-  ISO 9001:2008  
-  ISPS Code  

Statutory  
-  SOLAS  
-  MARPOL  
-  STCW  
-  and, Various  
 Convention  
 /  Laws  
 

Industry 
Requirement  

-  OCIMF  
-  TMSA2  
-  CDI  
-  Major; BP, Shell,  
 ExxonMobil...  

 
 

KS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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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Q 시스템 소개

 

 

 

 

 

 

 

 

 

고객의
성과 창출 기여

인력의혁신
(교육훈련)

선박의 혁신
(선박운항 최적화,운항기술 향상)

실질적인 시스템 활동

내부심사

KSSQ 시스템
효과성 및 효율성

보장

선박 육상

시스템의 혁신
(규정,절차,관리)

경영검토

매년/반기별 목표관리
ISM/ISO 

국제 안전품질
경영시스템 유지

업무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 별
모니터링 측정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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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Q 시스템 소개

신규 교육

• 안전경영시스템 숙지 교육

• 외국선원 화상 교육 평가 시스템

Chemical Tanker

• Major / CDI 검사관리

• 화물 관리 / 탱크 클리닝 교육

• 해도 관리 교육

• 안전 사관 교육

방선 교육 

• 안전경영시스템/선박보안 교육

• 구명 및 소화 기기/설비 작동법

• 비상대응 훈련

• 기관 기기/설비 정비 및 작동법

• 선교 항해 안전 교육

• PSC 자체 점검

• 기타 담당자별 직무

승선 전 교육
• PSC 결함 사례 및 동향

• 사건/사고 사례

• 국제 협약 제/개정 사항

• 소화/퇴선 훈련(시청각 교육)

• 항해 안전

• 선박 보안 교육

• 선상 선원 관리

인력의 혁신

사고 감소 
PSC 출항정지“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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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Q 시스템 소개

종합 선박 운항관리

• 기상,항만,선박 정보 통합 분석

국제협약, 규제사항 조기 적용

• 각종 외부수검(PSC)사전 대비

연료유/윤활유 관리 
KNOW-HOW 개발

•  M/E STUFF’BOX DRAIN OIL 활용

• 입출항시 DO 절감 방안

• 경제속력 운항

• 벙커링 관리

연료 효율 향상기 제작

•  MOL 계열사 MO Tech와 합작으로 

combustion Improver with agi-

tator(연소효율향상기)를 제작함.

•  연소효율향상기란 별도의 첨가제와 

D.O 혼합액을 F.O Settling Tank

로 주입하는 장치로 F.O의 연소효율

을 향상시킴.

선박의 혁신

안전운항
경제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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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Q 시스템 소개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 수립

•  축적된 선박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ERP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음.

정기적인 고객만족 조사

•  선박/선주 대상으로 정기적 만족도 조사 

후 시스템 개선으로 Feedback

사내 시스템 이행 의지 전파

• 각종 손실(사고/PSC)분석 결과, 

대부분의 발생 원인이 시스템 

미이행으로 시스템 실행 의지가 

중요함.

• 이에 따라 시스템 숙지 평가 대회

• 실시 및 시스템 업무용 수첩 개발

업무 모니터링 강화

•  식별된 업무별 모니터링 대상을 ERP

에 반영하여 업무 누락 방지

•  실질적인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활동

시스템 혁신

신뢰성, 지속적 개선 있는
Servic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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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Q 시스템 소개

Our Goal
고객의 최대 이윤 창출

코리아쉽메니져스는 

투자자(선주)는 선박운용에 집중할수 있도록,

운송인은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종합 선박운항관리 서비스 제공

선박관리 안정적인 경영기반

비용절감

선박,기상,항만 정보를 모두 고려한

운항 지원으로 안전&경제 운항 달성

안정적인 선대관리, 선원확보,

선용품조달, 선박관련기술 지원

20년간 World wide 항로

의 다양한 선종관리 경험으

로 전문성, 규모의 경제로 경

쟁력 있는 Global Network 

인력/기자재 보급 등



www.ksmgrs.com   Experience the best service, KOREA SHIPMANAGERS18

구  분

사  관

부  원

합  계

조리장

229

4

11

244

16

182

3

201

24

37

0

61

0

1

14

15

20

59

3

82

한국선원 미얀마선원 인도네시아 중국선원 필리핀선원

Man-to-Man Service

Crew Manning

선주별 담당감독 지정으로 선주와 원활한 COMMUNICATION 유지 및 선주의 요청사항에 즉각

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총 31척의 선박 선원 관리를 통하여 선

원들에게 다양한 선종 및 항로의 선박

에 승선 기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원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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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선원 공급 루트 확보

전산 시스템 구축

다양한 선원 공급 루트 확보를 통해 선주사의 선박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항시 대비하

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 선원 관리 업체 복수 계약으로 안정적인 선원 공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원관련 증서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신뢰성을 보다 높였

습니다. 

선원 인사 DATA 전산화를 통해

선주사가 원화는 정보를 보다 

신속히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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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 감리 서비스

사내 및 사외 교육 훈련 

자체 교육 자료 제공 및 VTR 교육을 통한 내부 교육 효과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해양대 산학 ETRS 센터와 해영 TRAINING 센터와 컨소시엄으로 다양한 외부 교육

기회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선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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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지원
-  건조사양서 상세 검토

- Maker List 결정

- Key 도면 승인

   (G/A, M/S, C/P)

• 건조감리
-  프로젝트 생산 일정 관리

- 현장 감리 업무

- 각종 Test/Sea Trial

   참석 및 성능 확인

- 선원 인도 교육 실시 및 선박 등록

• 설계도면
-  설계 도면 및 서류 승인

- Maker 품질 검사 및 선정

- 선박 운항 비용 절감 방안 설계 반영

• 법규 및 정보
-  신조관련 법규 및 정보수집

System of New Ship Building

신조감리

신조 감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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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 감리 서비스

신조감리 현황

Basics of New Ship Building

 Bulk Carrier/General Cargo - 9척 Wooyang / C.K.Line

 Oil/Chemical Tanker - 3척 Green IB SA. / KS Marine / KSM 

 Container Carrier - 2척 C.K.Line

 Ore/Chemical Tanker - 1척 LS Nikko

품질준수

공정준수 안전관리

품질보증 전락

품질보증

부적함/결함관리

예방검사 강화

시공확인 철저

주요자재 검토

기자재관리

공정준수 전략

공정준수

자재입고 일정준수

Master Plan준수

품질검사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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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서비스

기자재 관리 시스템

KSM 핵심 역량

경쟁력 
있는 가격 품질 보증 서비스 개발

고객 만족

견   적

• 국외
• 국내

• 결함 분석
• 적시 보급
• 보급 업체 분석

• Maker Contact
• 정품/OEM
• 증서 및 검사보고서
• 확정/계약

평   가

보   급발   주

• 포장/탁송
• 통관
• 물품 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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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서비스

공급자 목록

기타 서비스

Engines & Machineries Vendors

Fire Fighting Appliance SEA PLUS / NK / AUTRONICA

Oily Water Separator  GEORIM / MTE / JOWA

Compressor   DONGWHA / BUMHAN

Pump    SHIN SHIN / HYO SUNG / KORYO

Galley Equipment  HAE IN / SAMJOO

Navigational Equipment SAMYUNG / SARACOM

Tank Level Equipment HALLA / MARSEN / PAN ASIA

Sewage Treatment  ILSEUNG / JONGHAP / JOWA

ODME    SEIL & SERES / MARSEN

BWTS    TECHROSS / CARGO TEC / PAN ASIA / NK

Air Conditioner  HI AIR / MIBU

Loading Computer  TECHMARINE / MECA

Cargo Butterfly Valve  ACE / KEY STONE

국내 선용품 보급

선박 검사 서비스

한국 및 중국 조선소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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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부산 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9번지 센텀 IS타워 1310호

  Tel: +82-51-644-9393   Fax: +82-51-643-4833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05-1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05호

  Tel: +82-51-465-2131  Fax: +82-51-637-5132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