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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발스타해운주식회사
그로발스타로지스틱스주식회사

A True Global Leader in Shipping & Logistics
Count on Us to Fulfill Your Business Goals

GLOBAL STAR
새로운 해양물류 역사를 만들어 가는



Count on 
Global Star
to fulfill your needs and 
your business goals.
그로발스타는 선진화된 선박 대리점,

차별화된 Total Logistics,

고객중심 서비스라는 경영 이념 아래 끊임없는 개척정신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21세기를 선도하며

새로운 물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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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tar
차별화된 경쟁력

신속·정확한 

ONE-STOP 

물류 서비스 

AS NVOCC

냉동·냉장선, 

조업선 대리점 

수탁 1위

한국 냉장, 

냉동 화물 

취급 1위

명란 

입찰 대행 

1위

일본 수산물 회사 

화물 대리점 유치 

1위

Global Star 

EMS 

자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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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세계인이 인정하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세계적인 물류기업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4

존경하는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로발스타는 1996년 설립 이후 국제 해운 대리점 업무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개척정신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명실공히 종합 물류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창립 이후 그로발스타는 아시아, 북미, 유럽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 유수의 

선사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로발스타는 선진화된 종합 물류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 경쟁력 향상

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로발스타는 “세계인이 

인정하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세계적인 물류기업” 이라는 목표를 가슴에 새기며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이 같은 열정이 그로발스타를 세계적인 초일류 해양 종합 물류 기업으로 이끌 

것이며, 또한 고객 여러분의 ‘성공’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대표이사 진 병 수



History 그로발스타의 
지나온 발자취 입니다.
그로발스타는 1996년 창립이래 

지속적인 혁신과 도약을 이루어 왔습니다.

창업과 개척

1996-2002
1996. 12
그로발스타해운 주식회사 설립

1997. 01
한국사료협회 용선자 대리점 계약

2000. 08
Trident Seafoods사와 대리점 계약

일본 최대의 식품 물류 기업
Nakamura Logistics Inc.와
합작으로 NAKAMURA KOREA(주)
설립

2001. 02
감천 지사 설립
(부산 서구 원양로 아시아 냉장 內)

변화와 혁신

2010-NOW
2010. 12
부산항만공사 감사패 수여
(감천항 발전 및 벌크화물 유치)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수여
(해양경찰 업무발전에 기여)

2011. 12
부산광역시장 선도기업 인증서 수여
(부산경제활성화 전략산업 해양부문)

2013. 08
MSC-COC 인증취득
(해양수산관리협회)

2013. 12
제50회 "무역의 날"
일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4. 05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선정 

제2의 도약

2003-2009
2005. 03
제39회 '납세자의 날'
부산 지방 국세청장상 수상

2005. 05
Seatrade Reefer Chartering 
N.V.사와 해운 대리점 계약

2005. 12
(사)부산포럼에서 수여하는
2005년 부산시민 산업대상 수상

2006. 02
그로발스타의 전문화된
수산물 취급 서비스가
국내 언론 및 일본의 TV도쿄에 방영

2008. 01
그로발스타로지스틱스(주) 창립

2008. 06
그로발스타 물류 관리 시스템
자체 개발 완료

2009. 11
항만하역업 진출(항만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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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전문가 양성 교육을 수료한 우수한 선박 전문가들이 한국의 모든 

항만에 Protective & General Agent 서비스를 제공,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 러시아/알래스카 냉동운반선, 조업선 대리점 분야의 전문성

- 선박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SPARE PARTS HANDLING

-  공항/부두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 정확한 전달로 고객의 

이익과 만족도 극대화

 VESSEL CHARTERING & CARGO BROKERING

- Global Partner를 통한 최적의 용선, 화물 Brokerage

-  러시아 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등의 운송에서 전문화된 기술력과        

탁월한 경쟁력보유 

01_국제해운대리점

International 
Shipping
Agenc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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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Freight 
Forwarding
02_복합운송주선

최첨단 자동화 운송 시스템에 의해 고안된 Total Logistic Solution을 

제공하고 전세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물류 처리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를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합니다.

•차별화된 운임, 
   안정된 선복 제공

•EMS System을 통한    
   Data관리

•엄선된 Partnership을 
   통한 전 화물의 
   Door to Door Service

•Project, Special 
   Cargo 전문 서비스

•수출입 통관 업무

• 축적된 Know-How에 
의한 세금절감

• 수출입 물류처리시간 단축, 
비용 절감 효과

•신속 정확한 반출입

•On Time Service 제공

• 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운송

• 최적의 차량수배로 
   운임 제공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Total Logistics Management Service

해운/항공 운송 통관 육로/철도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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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네트워크를 통한 스케줄 관리 기능

고객의 Needs에 의한 Customized Inventory System구축



냉동 수산물 분야의 전문화된 인적 및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상의 상태로 신속, 정확, 

안전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Specialized 
Agency 
for Frozen 
Products

Business

• 러시아, 알래스카산 
   냉동화물 취급 국내1위

• TS, BWT 화물 취급 
   분야의 전문성 제공

• 전 세계에서 인정 받는
   화물 취급 서비스

• 자가발전기, 에어커튼 외 
보유

• 현장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 첨단 물류정보 시스템 구축

• 입고, 보관, 출고, 
   선적과 연계 된 신속한 
   물류 서비스

• 실시간 화물의 상태, 포장, 
온도의 엄격한 관리 

• Zero Damage  
   VS Zero Claim 

• 대량화물 취급으로 운임 
경쟁력 확보

• 운송, DOOR 스케줄의 
   신속성, 적시성 확보

• 전 운송 과정의 철저한 
   관리 감독 제도

• Market에 따른 
   최적 가격 보증

• 정확하고 구체적인
   시장정보 제공

• 철저한 권리분석으로   
화물의 안전성 확보

• 수출입 통관업무

•  온라인 작업보고 및
   재고 통합관리 서비스

냉장·냉동화물
하역 및 선적

최신 기계장비 및 
기술 제공

창고 보관 및 관리

Forwarding

냉동 수산물 
입찰 전문대행

맞춤형
물류 포털 서비스

03_냉동화물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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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재고 및 물류 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화물정보 제공

   EMS SYSTEM 지원, 전사적 CARGO SUPERVISOR 업무진행

 오랜 경험과 축척된 기술력을 겸비한 하역 전문가

   복합환적화물, 수출입화물, 보세화물 등 다양한 화물 취급

 최첨단 하역설비 및 중장비 보유

   HYDRO CRANE, 전동지게차, 푸시풀, 카고차, 화물 보호 장비 등

Stevedoring
Business

그로발스타는 선진화된 종합 항만하역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속, 정확, 

안전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04_항만하역

고객 물류비 절감 / 경쟁력 확대

ONE-STOP
TOTAL LOGISTICS SERVICE

하역 보관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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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선박용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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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그로발스타는 선박에 필요한 전 물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 최상의 품질로 

신속하게 공급하여 고객 여러분이 신뢰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PACKING MATERIALS
- Master Carton : APO Fillet / Roe
- Block Liner : Wonstar Type
- Crab Box : 5, 7, 10, 30KGS

 LUBRICANT & BUNKERING
- Main Engine 윤활유, 냉동기유, FO/MGO 등 해상 유류 공급

 SHIP'S PROVISION
- 야채, 과일, 육류, 인스턴트 식품, 면세품 등 공급

 FISHING EQUIPMENT & OTHERS
-  Trawl Rope, Wire Rope 등 자망 및 통발어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어구 공급

그로발스타 Block Liner
자체 개발 브랜드 「WON STAR」

Vessel 
Supplies

- Shrimp Box : Pot / Trawl Shrimp
- Sandwich Bag : Frozen Fish Block
- Polyester Bag



06_선박수리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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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수리

기  관  류

목      공

냉      동

전기 & 전자 수리

트롤선 ▹ Crab 조업선

트롤선 ▹ Salmon 조업선

트롤선 ▹ Cod Longliner

 선박수리 분야의 40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과 Know-how를 겸비한 우수 전문인력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객 맞춤형 선박수리 서비스 제공

General 
Repair

Conversion 
Works

그로발스타는 최첨단 기술과 시설을 이용하여 선박수리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보장합니다. Vessel
Repair 고객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고품질 수리 지향



그로발스타 본사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12 GS프라자

Tel           051-469-3266
Fax          051-469-6776
E-mail    globals@globals.co.kr

그로발스타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롯데호텔  

Tel   +7(423)240-70-98
Fax   +7(423)264-82-99

Truly Global Truly Passionate.

 Truly Committed.

 Truly Dependable.

 Truly Reliable.

www.globals.co.kr

그로발스타해운주식회사
그로발스타로지스틱스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