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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회사 소개

2018

STX 엔진 및 STX 중공업 공식 부품 대리점 계약
ISO9001, ISO14001, OHSAS18001 획득

“글로벌마린서비스”는 조선, 해양, 선박엔진, 발전설비 분야의
국내외 축척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가치경영”을 실천하고,

2017

글로벌마린서비스㈜ 사명 변경

이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신뢰의 강소기업입니다.

2016

벤처기업 등록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5

엔진 모듈 서비스 공급 (CMA CGM)
IRAQ 900MW 발전엔진 운영관리 계약 만료

경쟁력 있는 가격의 순정품을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우중공업 협력업체 등록
현대스틸 협력업체 등록
2014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 협력업체 등록
선박 엔진 수리 계약 (CMA CGM / via STX Marine Service)
IRAQ 900MW 발전엔진 운영관리 계약
STX 중공업 협력업체 등록

2013

STX 조선해양, Forcetec, 고성 조선 협력업체 등록
SM Tec 설립

사업분야

비전
가치 경영을 통한 선박, 해양 및 발전 산업의

부품 서비스

기술 서비스

» 엔진 부품
» 조선기자재
» MRO 및 Ship Store

» 중속, 저속 엔진
» 기자재
» 오토메이션
» Retrofit (SOx Scrubber & BWMS)

조선해양 서비스

파워플랜트 서비스

» 시운전
» 재생 수리
» 유지 보수
» 점검 수리

» 운전
» 성능
» 기술
» 철치

및 유지 관리
복원
지원
및 시운전

글로벌 종합 관리 서비스 리더

조직도
미션

토털 서비스
시스템

품질의 무결점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품 서비스

기술 서비스

MRO/기자재

물류

경영관리

영업팀

조선해양팀

기자재 영업팀

창고관리팀

재무/회계팀

모듈팀

파워플랜트팀

구매팀

자재관리팀

인사/총무팀

도전적 기업문화
현장서비스팀
엔지니어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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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서비스
STX 엔진 & STX 중공업 공식 대리점
글로벌마린서비스㈜는 STX 엔진 및 STX 중공업
공식 대리점으로 중형 디젤 엔진, 대형 디젤 엔진 및
STX 터보차저의 순정 부품을 국내외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순정 부품들을 보유하고 있어 빠른 납기 및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품 서비스

물류센터

» STX-MAN 터보차저

LOCATION

부산광역시 강서구

AREA

1,650㎡

STOCK ITEMS

» 중형 및 대형 엔진
» 프로펠로, 샤프트 및 Rudder Stock

디젤 엔진

중형 및 대형 엔진 부품
STX 터보차저 부품
실린더 헤드 모듈

대형 엔진
STX-MAN B&W
35MC (ME-C, ME-B)
S46MC-C (ME-B)
L/S/K/G50MC-C (ME-C, ME-B, ME-GI)
L/S/K/G60MC-C (ME-C, ME-GI)
L/S/K/G70MC-C (ME-C, ME-GI)
L/S/K/G80MC-C (ME-C, ME-GI)
L/S/K/G90MC-C (ME-C, ME-GI)
L/S/K/G98MC-C (ME-C)

중형 엔진
STX-MAN B&W HOLEBY
MARINE
POWER PLANT
L16/24
V28/32
L23/30
34LHX
L23/30H
L27/38
L28/32(H)
L32/40(V)

터보차저
대형 엔진 터보차저
NA34/T7
NA34/S
NA40/T8
TCA55
TCA77

NA34/T8
NA40/T7
NA40/S
TCA66
TCA88

중형 엔진 터보차저
NR15/R
NR12/S
NR17/S
NR20/S
NR24/S
TCR12
TCR16
TCR20

NR20/R
NR14/S
NR17/S
NR24/S
NR29/S
TCR14
TCR18
TCR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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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서비스

기술 서비스

실린더 유닛
선박 및 해양 offshore, power plant용 Diesel Generator의 가동시간 32,000
시간 이후 부품의 신환시기에 단품 교체 및 Modify시 많은 시간과 안전사고 등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선 같은 입출항이 빠른 선박들은 입항 시
부품 교체 및 정비 시간을 가지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실린더 유닛 교체의 이점

대형 엔진

중형 엔진

» 시간 절약

» Alpha lubricating 업그레이드 서비스 지원

» 엔진 리커버리 서비스

» 비용 절감

» IMO Tier 1 변경 서비스

» 엔진 성능 측정 및 평가 서비스

» 안전 사고 예방

» 저부하 운전 등 업그레이드 서비스 지원

» 정기 수리

» 쉬운 교체 작업

» 엔진 리커버리 서비스

» Heavy Fuel Conversion, HFO 유닛 조립

» 엔진 성능 측정 및 평가 서비스

» 엔진 가동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연료 펌프 서비스 (Valves, Seats, Plunger and Timing)

» 샤프트 레이저 결합

이에 실린더 헤드부터 라이너까지 조립된 실린더 유닛을 육상에서 조립되어
지정된 항구에서 짧은 시간에 부품 교체를 하여 시간, 비용 절약 및
안전 사고 예방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Re-tuning, De-rating

특히, 당사는 실린더 유닛 조립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최종 테스트를 거쳐
검증된 제품을 공급하고 교체를 위한 엔지니어 파견 등 기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레인
» 크레인 리커버리 서비스

기계 장비
» 구조물 용접 수리
» 재생 서비스
» 방출 측정
» 비틀림 진동 측정 및 외형 측정

모듈 서비스 절차

엔지니어링

자동화

1. 당사 전문 엔지니어와 상담

» BMS & AMS 시스템 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2. 부품 준비 및 관련 부품 검수

» 내비게이션 장비 업그레이드

3. 유닛 조립 및 테스트 진행
4. 조립 절차에 따른 문서화 작업
5. 유닛 공급 (현장 엔지니어 파견 시 현장 맞춤 조립 진행)

조립 서비스

모듈 서비스

부품 서비스

» STX 자동화 장비 업그레이드
» OMD 업그레이드

추진
» 추진 자동화 및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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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해양 서비스

파워 플랜트 서비스

엔진 서비스

관리 유지 서비스

시운전 서비스 분야
• 설치 감독
• 기계 및 전기 자동화 시운전
• 해상 시운전
• 트러블 슈팅 및 성능 평가

관리 유지 서비스를 통해 당사의 경험과 기술력이 축적된
엔지니어와 관리자들이 신뢰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엔진 서비스 분야
• 엔진 유지
• 작업장 내 부품 유지보수
• 엔진 성능 최적화 서비스
• 친환경 개조 서비스
• 승선 조립/분해 서비스

•
•
•
•
•
•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엔지니어의 일과 관리
정기적/비정기적 관리
시스템을 위한 즉각적인 위험 관리 및 결정
파워 플랜트의 다양한 제품의 공급 체인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즉각적인 부품 공급
전체 유지 관리 및 유지 관리 자문

기술 지원 및 교육
수리 서비스
중형 및 대형 엔진 수리 서비스
• 실린더 커버
• 배기 밸브
• 피스톤 크라운
• 피스톤 로드, 콘로드
인젝션 부품 수리 서비스
• 연료 밸브 및 부품
• 감압 밸브, 에어 스타팅 밸브
라이너 수리 서비스
• 라이너 연마 : 중형 및 대형 실린더 (160㎜ ~ 1,100㎜)
• 파형 절단 (500㎜ ~ 1,100㎜)

플랜트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장비에 대한 사용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유/무선 기술지원 서비스
• 관리 및 정보 공유

설치 및 시운전
플랜트 시설 가동 시 완전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설치 및
시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예방 점검
• 가동 시작 단계의 지원

해양 서비스
시운전 서비스
• 완공 관리
• FTR & 유지 관리
• 전 세계 서비스 및 지원
• 기술 지원 및 인력 공급
유지 보수
해양 관리
• 유지 관리 보수
• 해양 선박 관리
• 종합 진단 서비스
• 성능 검사

성능 복원 및 플랜트 업그레이드
노후화된 시설의 성능을 개선시키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
생명주기를 연장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설 개조
• 노후화된 시설 복원
•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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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및 MRO, SHIP STORE

환경
SOx Scrubber Retrofit

BWMS Retrofit

기자재

GMS는 국제해사기구의 황 규제 정책에 대응하여 적합성 검사,
개조, 엔지니어링, 조달, 설치 및 시운전을 모든 선박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GMS는 BWMS Retrofit에 대한 적합성 검사, 개조, 엔지니어링,
조달 설치 및 시운전을 모든 선박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패키지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마린서비스는 다양한 국내 브랜드의 기자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PURIFIER
HEAT EXCHANGER
BOILER(ALLBORG)

BUTTERFLY V/V
CRYOGENIC GLOVE V/V
GATE V/V

FLOWMETER
VISCOSITY
CONTROLLER

ICCP MGS
SHAFT EARTHING DEVICE

AIR DRYER
WATER FOUNTAIN
U.V. STERILIZER

LIGHTING FIXTURES
REEFER CONTAINER
SOCKET

WHISTLE
COMPASS
FIRE DETECTION SYS.

CRANE
LIFE BOAT
DAVIT & WINCH

GEORIM ENGINEERING

AIR COOLER
HEAT EXCHANGER
FRESH WATER GENERATOR

AIR COMPRESSOR

DECK & PROVISION CARNE
E/R OVERHEAD CRANE
HOSE HANDLING CRANE

BILGE SEPARATOR
BILGE ALARM
OILY WATER SEPARATOR

HYD. TOP BRACING
INCINERATOR
STERN TUBE BUSH UNIT

CRANE (E/R, DECK,
HOSE HANDLING)

OILY WATER SEPARATOR

AIR CONDITION
REFRIGERATOR
AIR FLOW SYSTEM

견적문의
견적발송
SHIN MYUNG TECH

제작 업체 및
타입 추천

OIL PURIFIER
CATHODIC PROTECTION

협의

TAE-IL

HYOMYONG ENGINEERING

엔지니어링 및
전략 수집

CONTROL BOARD
CONVERTER
SIGNAL LIGHT

AUX. BLOWER
INCINERATOR
SLUDGE PUMP

SEWAGE TREATMENT
FRESH WATER GENERATOR
PURIFIER

MRO & Ship Store

제품 공급

글로벌마린서비스는 MRO, 선박보급품의 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품 조립

설치

시운전

AIR MOTOR / WINCH
CAPSTAN & FIRE WIRE REEL
SMALL DAVIT

BUTTERFLY VALVE
FLOW CONTROL

AUX. BLOWER
VENTILATION FAN

CRANE
LIFE BOAT
DAVIT & WINCH

ONE WAY SOLUTION

GLOBAL MARINE SERVICE
ONE WAY SOLUTION

ISO 9001
ISO 14001
OHSAS 18001
본 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827호(우동, 오션타워)
TEL. 051-740-5265~6
FAX. 051-740-5267
Email. gms@gms-k.co.kr

공 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549번길 12
TEL. 051-442-3607~8
FAX. 051-44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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