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목표

회사 사명
전문화된 다양한 해운업계 분야 안에서 최고의 선박관리회사로 인정받는 것이다.

회사 비전
다양한 고객들에게 비즈니스 파트너와 계열사를 통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선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 신뢰성
• 효율적인 비용
• 고객요구 충족
• 모든 관리에 적용 가능한 자질과 안전 및 환경표준 준수
• 무사고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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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et Management Limited 소개

우리는 최고의 THIRD-PARTY
선박 관리 기업이다.

Fleet Management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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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ET MANAGEMENT
LIMITED 소개
최고의 선박 관리 기업

Fleet Management Limited 는 세계에서

PARIS 는 그 어떤 선박관련 기업도 해내지

Fleet Management 는 The Caravel

가장 큰 third-party 선박 관리 기업 중의

못했던 소프트웨어로 선박 운항 관련 및 모든

Group Limited 의 자회사로서 함께 많은

하나로 25 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며

스케줄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경험과 보유한 기업적 지식을 토대로

20,000 명이 넘는 우수한 선원들과 550 여
척이 넘는 배를 관리하고 있다.

20,000
명의 유능한
선원을 보유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Fleet Management 종합적인 서비스를

헌신하며 우리의 모든 거래 안에서 투명성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각 고객의 요구 및 필요한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leet Management 는 홍콩에 위치한 본사

관리를 제공하며 이 모든 것은 기술

및 세계 각지에 위치한 지사들과 함께 각

엔지니어링, 선원 관리 및 교육, 신축회사

홍콩에 위치한 The Caravel Group

선박들의 자산가치를 가능한 효율적으로

관리, 보험, 설문조사, 건설공사, 회계감사

Limited 은 다각적인 국제 글로벌 기업으로

보존하기 위해 전념하며 폐사의 모든 관리

등을 포함한다.

해상업무, 국제무역, 드라이벌크 운송,

선박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며 정비 및 유지

기업투자 및 전략적 자산을 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기술, 선원관리, 신속한

체계적인 감사팀과 함께 우리는 기국,

작전준비태세 및 관리 규정 준수를 부합하도록

국제환경규법을 준수하며 현재 Fleet

한다.

Management 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선박들은 선박 업계 최고 기준점을 충족하고

우리는 5,000 ~ 319,000 DWT 규모의

있으며 DNV 로부터 발급되는 ISO 9001,

벌크선,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유조선,

ISO 50001, OHSAS 18001,

가스캐리어, 케미컬 탱커 등 다양한 종류의

ISM CODE 를 보유하고 있다.

선박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계 평균 비례
높은 에너지효율성을 자랑하고 있다.

550

척의 선박 보유

Fleet Managemen t 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운영할 뿐 아니라 환경적인

지난 25 년간 Fleet Management 가

측면에서도 책임을 다하며 직원 및 선원들의

선구해온 선원관리, 안전관리, 표준기술 은

안전, 더 나아가 환경 보호가 우리의 약속이자

현재 선박관리산업에서 없어선 안 될 기준으로

의무이며 오직 고객과의 약속이 아닌 정부,

사용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선박관리기업이

모든 기관, 다른 third-party 주주들과의

되기 위해 우리는 보다 더 앞서 나가는

약속이다. Fleet Management 는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

해양오염방지 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것이 우리가 꾸준히 신기술에 투자하는 이유

관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중 하나이다. Fleet Management 가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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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et Management Limited

회사의 목표

현재본사의
관리감독하에있는
선박의수

평균 선령은

500 8.5
척

년

회사의 목표
Fleet Management 는 개업 이래로부터

우리는 함께 각 소유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보고된다. 또한 유지 관리 감독관이 3개월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3가지 우수한

위하여 할당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마다 각 선박에 탑승해 포괄적인 검사를 진행

품질관리를 자랑한다.

사용한다.

하며 모든 검사 진행 사항 및 결과는 선장,

회사가 창립된 이래로 Fleet Management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인도에 9개, 필리핀에

기관장 그리고 선주 및 고객에게 전달된다.

은 선원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1개, 중국에 1개, 우크라이나에 1개, 터키에 1

관리 선박에 세계 최상급의 선원을

개 한국에 1개의 지사를 두어 자사의 선원

승선시킨다.

양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있다.

최고의 선원 관리

말로 기업 성공의 핵심이라 믿으며 우리의

비용 효율성과 자원의 경제적 활용

경영투명도

우리의 가장 주된 업무는 자산관리 유지,

Fleet Management 의 관리하에 있는 각

효율적인 비용 관리, 투자 이익률 향상과 함께

선박들은 고유함과 동시에 그것들만의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오염방지를 선주에게

요구사항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제공하는 것이다.

고객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과 효율적인 서비스를

공유할 것을 약속.

제공한다.

클라우드 분석도구 소프트웨어 ( PARIS ) 의

Fleet Management 에서는 각 선박들의

우리는 적어도 300 명 이상의 실습생들을

높은 수준 덕분에 기업이 효과적으로 운영 및

상태를 최첨단 모니터링으로 기록하며 우리의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선원들은 전문적인 육상

자산가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영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검토된 후

직원들의 관리하에 승선 시 필요한 모든 교육

선박에 어떠한 결함이 발견된다면 즉시
대응하여 선박의 상태를 최적화 시킨다.

Fleet Management 은 최상의 서비스
우리는 우리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자부한다.

Fleet Management 은 양질의 선원들이야

유지와 지속적인 고객과의 만남을 고수하여

우리는 숙련된 기술 경영팀과 특별 제작된

및 훈련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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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선박관리현황

포괄적인 범위의 선박관리 서비스

본사의 선박관리현황
관리 보호
세계적인 선박 관리 기업으로 20,000 명이
넘는 선원과 550 척이 넘는 선박을 관리하고
있으며 5,000 ~ 319,000 DWT 규모의
벌크선,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유조선,
가스캐리어, 케미컬 탱커 등 다양한 종류의
선박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계 평균 비례
높은 에너지효율성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가
관리하는
선박과 종류에
따른 수

60

척의 자동차,
콘테이너, 냉동선박

우리는 모든 선박이 엄격한 선박 운항 표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선원 관리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주의
요구에 따라 숙련된 기술과 이해력을 가진

250 220
척의 벌크선박

선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14 개의
지사들과의 공유를 통하여 선원 모집 및
훈련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육상에는

250
명의 감독이

Fleet Management 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박 관리 회사 중 하나로서,
우리는 업계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선원 관리 시스템을 최첨단으로
진행한다.

우리가 보유한 20,000 명이 넘는 선원들의
정보와 이수교육 및 각 선박의 상세정보를

PARIS 에서 확인 할 수있다.

척의 탱커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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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선박관리현황
We Manage

Fleet Management Limited

본사와 관계함으로써 이점

20,000
명의 선원 중 약

95

Fleet Management 는 선주에게

Fleet Management 와 Caravel

전세계적인 화물자원을 기반으로 Dry bulk

Shipping 의 조화는 모든 관리업무에 대해서

화물운송에 대한 상업적인 용선서비스를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제공하는 전문화된 회사인 Caravel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들의 Logistics

Shipping 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requirement 지식의 핵심분야에 대해 보다
더 집중할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 또한 선박의

%의

선원이 관리유지
됩니다

Caravel Shipping 의 규모, 경험 및

항차 분석을 통해 작업 가능한 경제적인

전문화된 지식은 전세계를 주도하는 Dry Bulk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갖춘

Operator 사이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agent 및 Port Captain 를 Network

있고, 그들의 사업역량은 신속성과 예견되는

망으로 구축하고 있다.

사전이행을 통한 Dry bulk 영역의 모든

Major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객들에게 더욱 더

Fleet Management 과 Caravel

유연하고 큰 수익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Shipping 의 독보적인 제휴관계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Dry bulk 선주사의
선박관리 및 영업관리서비스에 대한 Partner
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경제적인 절약
효율적인 비용 대비 구매가 핵심 – 우리는

선박 관리 기업의 경영 중 비용 효율의 핵심은

단기적 이익이 선주사에 불리한 장기적 결과를

꾸준한 모니터링이다. 우리의 독점 소프트웨어

초래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어떠한

솔루션은 모든 관점에서 회사의 능력을

절차도 생략하지 않는다. Fleet Management

이끌어내며 어떠한 사건도 대비해 사전 예방

은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항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고민하고 검토한다. 예로 Lube Oils 같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개정 같은 경우에 모든 공급
업체와의 협상 및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한다.

케이프 사이즈의

100

척

드라이 화물 선박을
언제든지 Charter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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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관리감독현황

본사의 관리감독현황
선박의 수명은 종종 Commercial

Fleet Management 은 신조선을

• 사용자의 목적에 부합되는 설계를 한다.

최고의 설계와 성능을 위하여 500 여 척이

우리 팀은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Operation 의 trading 패턴 및 또 다른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숙련된 관리 감독 부서를

• 조선소 및 하청 업체를 확보한다.

넘는 배의 기술시스템을 바탕으로 항시 내부

가스캐리어, 케미컬탱커 등 일본, 한국, 중국에

기술적 관리 경영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보유하여 설계 단계부터 건설감독 및 현물인도

• 선박의 상황 및 설치 장비에 관하여 정보를

외부의 규정을 점검 및 최적의 환경에서

있는 조선소에서 180 척이 넘는 여러 종류의

그러나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선박의 수명

등 준공검사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행할 수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배들을 관리 감독 한다.

연장의 핵심은 “Quality” 이다. (선박의 설계

있다.

제공한다.
• 기술적 및 상업적 관점에서 계약을
협상한다.

및 구조)
우리의 관리 감독부서는 조선기사, 구조공학자,

• 건설 현장 감독이 모든 상황을 관리 감독 할

우리는 고객과의 소통 및 투명성을 자랑하는
기업으로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팀에

따라서 선박의 Commercial Operation 중

전기 기술자, 전 기관장, NACE II 가 부여된

선박의 자산가치를 유지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페인트 감독 그리고 신조선의 각 단계

• 시운전 및 모든 검사에 참여하여 분석한다.

선용품 및 기부속 보고 및 선주들이 원하는

화물운송 보장중요성을 인식한다.

과정마다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는

• 선주를 대신하여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선급검사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이것들을 지향한다.

수있도록 한다.

모든 일정과 팀에 편성된다.

의하여 도면, 승인계획, 일간보고, 부적합사항,

주간 Monthly report 를 항시 업데이트

관리하는
신조선
선박의 수

한다.

120
척의 벌크, 콘테이너,
자동차 운반선

60

Oil/Chemical 그리고
가스 운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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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et Management Limited

보험관계

보험관계
Fleet Management 는 해상보험에 다양한

선주의 이용 목적에 의한 용선주 보험의 종류

• 합의 제안 검토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최고의 팀과

및 특성

• 보험사의 보상 관리 및 사건 피해 경감

함께한다. 보험사들과의 꾸준히 유지해 온

• 용선주 선체 책임 보험 ( CLH )

탄탄한 비즈니스 관계를 바탕으로 아래에 대한

• 용선주 보험 ( CHL )

보험 설계를 합리적인 비용에 제공 할 수 있다.

• 분쟁에 관한 법률지원 및 분쟁처리비용
담보 ( FD&D )

선주사를 위한 보험관련 체계

• 소득 손실

• 선체보험 ( H&M )

• 이익 손실

• 증식보험 ( IV )

• 장비 보험

우리는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며
어떠한 사건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석 및 검토한다.

• 운송 보험 ( FI )
• 전쟁 보험

보험관련 클레임 관리 및 리스크관리

• 선주상호보험 ( P&I )

우리는 보험 신고에서부터 보험사로부터

• 승객 책임 ( PLR )

나오는 최종 배상 환급까지 모든 클레임 진행

• 해안선제제

사항을 검토하며 기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손실보험 ( LOH )
• 분쟁에 관한 법률지원 및 분쟁처리비용
담보 ( FD&D )
• 해상 인질 몸값 협상 ( K&R )

• 각 클레임을 보험사 및 계열사와 함께
모니터링하며 소통한다.
• 손실 회수 가능성을 재검토한다.

• 캘리포니아 COFR 의 보증
• 연납 보험
• 현금 보험 및 운송 보험

85

개의

선박보험에 관한
합리적인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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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et Management Limited

보존과 보호의 의무

보존과 보호의 의무
해양 환경 미화

SafeR 작업환경

우리는 환경보호와 환경 지속가능성에 깊게

안전한 작업환경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연루되어 있다. 우리는 환경의 무조건적인

무사고

환경 목표

선원들의 동기부여 및 책임감을

우리는 모든 적용 가능한 품질, 안전 및 환경

우리는 국제적 입지를 가지고 있는 선박 관리

아니라 사고의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향상시키고 소통과 스스로의 반성으로 하여금

표준을 준수하며 오염 방지는 오염 사고를

기업으로서 우리의 운항이 환경에 미치는

희생 없이도 현재와 미래 서로 공존할 수

이해하고 파악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항시 안전운항에 힘쓰고 있습니다

피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믿는다.

영향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심각하게

있다고 믿는다.

안전사고는 안전정책이나 절차의 문제가

우리의 목표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아니라선원의 친숙도와 안전 관리 인지가

우리의 무사고 무손실을 목표로 어떠한 사건도

부족하여 발생한다.

년 2번에 걸쳐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안전사고가 76%정도 경감하고 near miss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것이다.

Fleet Management 는 해상직원들과의

보고서는 약 550% 증가하는데

소통과 팀워크를 통하여 인사사고와

기여하였습니다, 게다가 회사의 Bulk carries

언전사고를 경감하기위하여 지속적으로

의 안전에 관한 인식이 Tankers선박과 같은

노력하고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수준으로 증가하는 효과도 이루었습니다;

SafeR+라는 안전대책마련 프로그램을

본사는 안전에 관한 인식을 가진 하나의

교육하여 안전사고를 50%이상 경감하는 쾌거

개체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이프로그램을 통하여

%

받아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비추어
SafeR+ 시행후, 프로그램을 2012년과 2014

정책 및 전략을 항시 검토한다.

SafeR+ 프로그램을 시행후
안전사고가 약

76%

경감

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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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 포탈

Fleet Management Limited

수상경력에 빛나는 본사의 선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PARIS 포탈
Fleet Management 가 생겨난 이후부터

긴밀하게 연락할수 있는 직간접적인 도구

우리는 투명성과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입니다 , 지속적으로 본선과 선박간의

자부하고 있으며 선주사와의 관계를 더욱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항상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실시간
온라인
대시보드

선박 ( PARIS ) 소프트웨어을 위한 독자적인
개발과 보고체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선박 ( PARIS ) 소프트웨어을 위한 독자적인

특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것을 요약하여

개발과 보고체계에 관한 수상경력 – 클라우드

선주에게 선박의 성능과 상태 그리고 운항비등

기반으로 하는 특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모든면을 실시간 온라인 대시보드로 제공하고

–이것을 요약하여 선주에게 선박의 성능과

있습니다 , PARIS 은 우리의 감독들이 각

상태 그리고 운항비등 모든면을 실시간

선박에 긴밀하게 연락할수 있는 직간접적인

온라인 대시보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도구 입니다 , 지속적으로 본선과 선박간의

PARIS 은 우리의 감독들이 각 선박에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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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et Management Limited

세계각지의 지사

세계각지의 지사

테크니컬 관련 사무소

암스테르담

델리

비자그

필리핀

대표사무실

홍콩

NAESS SHIP MANAGEMENT BV

ELEGANT MARINE SERVICES
PRIVATE LIMITED

마닐라

대한민국

Treubweg 51

ELEGANT MARINE SERVICES
PRIVATE LIMITED

1112 BA Diemen

101-107, Bestech Chamber,

# 9-19-57

부산

The Netherlands

Block B, Sushant Lok, Phase 1,

CBM Compound

FLEET MANAGEMENT SERVICES
PHILIPPINES, INC.

전화번호: +31 20 314 1060

Gurgaon - 122002

Visakhapatnam - 530 003

15th Floor, G.E. Antonino Building

3F Fleet management Korea

이메일: office@naess.nl

Haryana, India

전화번호: +91 891 274 9775

T.M. Kalaw cor J. Bocobo Street

154, Jungang-daero, Jung-gu, Busan

전화번호: +91 0124 469 0400

이메일: viz-manning@elegantship.com

Ermita(1000), Manila

Republic of Korea

Philippines

48934

전화번호: +63 2 405 0189

전화번호: +82 10 5015 4329

팩스번호: +63 2 400 4930

이메일: fleet-korea@fleetship.com

FLEET MANAGEMENT LTD.
27/F, South Island Place
8 Wong Chuk Hang Road
Hong Kong
전화번호: +852 2298 8300
팩스번호: +852 2528 1550
이메일: fml@fleetship.com

뭄바이

이메일: del-manning@elegantship.com

FLEET MANAGEMENT INDIA PVT. LTD.
싱가폴

파트나

Office No. 401, 4th Floor,

코치

Elegant Business Park,

ELEGANT MARINE SERVICES
PRIVATE LIMITED

FLEET SHIP MANAGEMENT PTE LTD

Andheri-Kurla Road,

460 Alexandra Road

Near Kohinoor Continental Hotel,

#22-02 PSA Building

Andheri (East), Mumbai – 400 059

Singapore 119963

India

전화번호: +65 6430 3500

전화번호: +91 22 6772 6700

팩스번호: +65 6272 3756

팩스번호: +91 22 6772 6800

이메일: fleet-sg-tech@fleetship.com

이메일: fmipl@fleetship.com

ELEGANT MARINE SERVICES
PRIVATE LIMITED
604, Kashi Place

선원관리 사무소

FLEET MANAGEMENT EUROPE LIMITED

인도

3rd Floor, 105-109 Bishopsgate
London EC2M 3UE

뭄바이

United Kingdom
전화번호: +44 203206 8960

ELEGANT MARINE SERVICES PRIVATE
LIMITED (승선사관 관리부서)

팩스번호: +44 207283 9470

601/A Elegant Business Park

이메일: fmel@fleetship.com

Off Andheri - Kurla Road
Near Kohinoor Continental Hotel
Andheri (East)

사이프러스

Mumbai - 400 059

FML SHIP MANAGEMENT LIMITED

전화번호: +91 22 3090 6100

601 Ghinis Building

팩스번호: +91 22 3090 6200

58-60 Dhigenis Akritas Avenue

이메일: bom-manning@elegantship.com

P.O Box 27249
1643 Nicosia
Cyprus

뭄바이

팩스번호: +357 2276 9277

ELEGANT MARINE SERVICES PRIVATE
LIMITED (승선부원 관리부서)

이메일: fmlcy@fleetship.com

L&T Seawoods Grand Central, Unit 1000-1004

전화번호: +357 2281 7177

Level 10, Tower II, Wing E&F Plot R-1
Sector 40, Nerul, Navi Mumbai - 400 706
전화번호: +91 22 3099 7100
이메일: bom-manning@elegantship.comm

이메일: fleet-ph-manning@elegantship.com

뉴질랜드

Suite No - 39/5165 C/D,

Near Mauryalok Complex

중국

Krishnas Empire

Dakbunglow Road

FLEET MANAGEMENT NEW ZEALAND

Main Avenue

Patna - 800 001

대련

Panampilly Nagar

28 Gunner Drive, Te Atatu Peninsula, Waitakere,

전화번호: +91 612 220 6788

GOLD FLEET SHIPPING CO. LTD, CHINA

Kochi – 682036

Room 2318, Chenxi-Starsea International Mansion

Auckland 0610

팩스번호: +91 612 220 6792

전화번호: +64 21 267 8736

전화번호: +91 484 406 3666

이메일: pat-manning@elegantship.com

No. 692, Zhongshan Road, Dalian, 116023 – China
전화번호: +86 411 / 8812 2910

이메일: fleet-newzealand@fleetship.com

팩스번호: +91 484 406 3665

런던

FLEET MANAGEMENT KOREA

오클랜드

팩스번호: +86 411 / 8458 0790

이메일: cok-manning@elegantship.com

칸들라

이메일: public@goldfleetship.com

켈커타

ELEGANT MARINE SERVICES
PRIVATE LIMITED

ELEGANT MARINE SERVICES
PRIVATE LIMITED

교육 훈련

FLEET MANAGEMENT USA

Elegant Marine Services Private Limited

인도

Safe Harbour House, Suite 300

Plot No.AA-1,1842 Rajdanga Main Road
Rene Tower,7th Floor
Kolkata - 700107
전화번호: +91 33 4056 6100
팩스번호: +91 33 4006 1039

SCO-186-187, Sector 8-C,
Madhya Marg,
Chandigarh - 160009
전화번호: +91 172-475-1201 (206, 207, 208)
이메일: cdh-manning@elegantship.com

ELEGANT MARINE SERVICES
PRIVATE LIMITED
SKCL Infinite Towers, 7th Floor, North Wing

ELEGANT MARINE SERVICES
PRIVATE LIMITED
1st Floor, Sikka House,
6 La Place Bungalows,

Plot No : A21 & 22, TVK Industrial Estate

Hazratganj Lucknow - 226001

Guindy, Chennai - 600032

전화번호: +91 522-4024685 / 4024686 / 4076494

Tamil Nadu
전화번호: +91 44 2250 4730
이메일: che-manning@elegantship.com

FLEET MANAGEMENT LIMITED
TRAINING INSTITUTE
L&T Seawoods Grand Central, Unit 1000-1004

이메일: lkw-manning@elegantship.com

169 Monroe Turnpike
Monroe, CT 06468
전화번호: +1 203 913 6791
이메일: fleet-usa@fleetship.com

Level 10, Tower II, Wing E&F Plot R-1

India
럭노우

첸나이

코네티컷

Sector 40, Nerul, Navi Mumbai - 400 706

이메일: ccu-manning@elegantship.com

미국

전화번호: +91 22 3099 7200
이메일: fmti@fleetship.com

대리점

휴스턴

FLEET MANAGEMENT USA
6060 Richmond Ave #200
Houston, Texas 77057
전화번호: +1 832 516 7311
이메일: fleet-usa@fleetship.com

싱가폴

EBONY SHIP MANAGEMENT PTE LTD,
SINGAPORE
No. 8, Jalan Kilang Timor

터어키
이스탄불

# 01-03, KewalRam House

FLEET MANAGEMENT TURKEY

Singapore - 159305

Esentepe Mah. Milangaz

전화번호: +65 6376 3012 / 13 / 14

Caddesi No 75A, 9th floor

팩스번호: +65 6272 3211

Kartal, Istanbul, Turkey

이메일: operations@ebonyship.com

전화번호: +90 216 504 77 36
이메일: fmlturkey@fleetsh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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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상경력
인력의 개발에 관한 부문에서 IBJ 의 두 번의
걸친 수상경력.

Fleet management는 PSC
검사관련하여 홍콩의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최고의 선박관리 선사” 로서 8차례의
수상경력이 있습니다
올해 아시아 시상식의 밤에 Lloyd’s 와 해상무역
관계된 부문에서 올해의 “선박관리자 중 최고의 수상”
를 하였습니다.

인도의 정부로부터 “인도선원의 최고의 외국 고용주”
로서 두 번 선정되었습니다.

안전리더십의 행동기반과 SafeR+ 관하여 홍콩의
관리협회로부터 “가장혁신적인 교육과 강화에 관한
수상경력” 과 “교육의 우수성에 관한 수상경력” 이
있습니다.

FLEET MANAGEMENT LIMITED
27/F, South Island Place, 8 Wong Chuk Hang Road, Hong Kong
전화번호

+852 2298-8300 팩스번호 +852 2528-1550 이메일 fml@fleetship.com
www.fleetshi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