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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sValue는 선박 가치, 방대한 해운 

데이터베이스, 해운 수요공급 분석, 포지션리스트, 

선박 Tracking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The #1 valuation provider



Richard Rivlin은 1993년 Seasure Shipbroking을 

설립하였고, 자매회사인 VesselsValue의 서비스를 

2009년 개발 시작하여 2011년에 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런던, 싱가폴, 한국, 중국 등 7개 Office를 두고 

있습니다.

주 고객은 은행, 투자 기관, 해운사, 로펌, 보험사, 정부 

기관 등입니다.

Who?

· 신속, 정확하고 투명한 특정 선박, 선대 혹은 고객의 포트폴리오  

  가치 평가 제공

· 실시간 및 과거 마켓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즉시 정보 확인)

· 24/7 접속 및 사용 가능

· 고객 포트폴리오 생성으로 한 눈에 고객의 관심 선대 정보 확인

· 데이터 추출하여 고객의 분석에 사용

· 고객 또는 경쟁사의 선박 및 포트폴리오 검색 및 추적

· 홈페이지에서 시장 가치 및 현금흐름할인 가치 공식

Certificates 실시간 다운

· 투명성 – 선박 가치평가 정확성 리포트를 공개하는 유일한 회사

Why VesselsValue?

데이터 베이스

저희는 선박의 모든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가치 

평가를   위해 리서치와 광범위한 데이타 베이스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전문 리서치팀  (Isle of Wight)

· 전 세계의 선박, 선대, 매매, 마켓 정보

· 실시간 업데이트 

가치평가 결정방법

선박의 모든 특성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최근의

선박 매매 및 earning sentiment를 반영하여,

비유동적인 시장에서도 정확한 가치 평가를

시행합니다.

What?
실시간 혹은 과거의 최첨단 선박 

mapping및 AIS 추적 서비스. 

Map

전 세계 선대 정보 및 해운 거래 정보

Database

특정 선박, 선대 또는 회사의 

신속하고 투명한 가치 평가.

Value

선명 혹은 선사명을 메일 제목으로 

하여 appy@vesselsvalue.com 

으로 송부 시 관련 정보 메일로 송신

선종별 해운 수요 공급 분석 

(카고마일과 선복량). 

개별 선박 및 선사의 운항 정보 및 

포지션리스트.

Trade

We currently cover

Bulkers

> 20,000 DWT

Tankers

> 29,500 DWT

Containers

> 500 TEU

LNG and LPG

> 100 CBM

Small Tankers

< 29,500 DWT

Offshore

OSV,OCV & MODU

Small Dry

< 40,000 DWT

Vehicle Carriers

< 8,999 CEU

Superyachts

> 24m LOA

Reefers

> 5,000 DWT



시장 가치

선박이 현재의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을거라 예상되는 

가치.

현금흐름할인 가치

수익과 비용에 대한 가정으로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계산한 선박의 가치.

폐선 가치

선박이 현재의 Indian sub-continent 및 China 폐선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을거라 예상되는 가치.

미래 예상 가치

개별 선박별 미래 예상 가치 선령별 제공.

장부 가치

회사의 선박의 회계상(대차대조표) 가치.

신조 가치

해당 선박과 동일 spec의 신조선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비용.

Value

선박, 선대 또는 고객 포트폴리오의 선박 

가치를 매일 업데이트. 사이트에서 즉시 

확인 가능. 평가 제공: 시장 가치, DCF 

가치, 폐선 가치, 미래 예측 가치, 장부 

가치, 신조 가치



기타 Value 서비스:

시장 및 현금흐름할인 Certificate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다운.

선종/선령 별 선가 수준 분석 

예시: 최근 10년 기준 파나막스 컨테이너 선의 현재 

선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회수율

은행 혹은 법원 경매에 의한 선박 매각 시 시장 가격 

대비 회수 될 수 있는 비율 (벌커, 컨테이너, 탱커).

매트릭스

선종 및 선령 별 표준 선형(기준 Spec)의 시장가치 

매트릭스.

통계

년도별 / 선종별 매매 통계, 전 세계 선단 분석 및 

회사별 선대 통계 제공.

http://vesselsvalue.com/

http://vesselsvalue.com/

Example vessel valuation page

Example DCF valuation page

Example matrix page



· 전 세계 선대 (i.e. 현존선, 신조선, 조선소  및 선사).

· 현재 및 과거의 매매 기록 (i.e. 성사 매매,   실패 매매, 

신조계약, 폐선 매매,정기용선).

정보 검색 및 분석에 최적화된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현존 및 신조선 데이터베이스와 해운 거래 

정보 (신조, 중고, 폐선 및 용선 거래 내역). 

약 100가지의 검색 기능 활용하여 (예시: 

선종, 선박의 크기, 선령, 건조 국가 및 

연도, 코팅 유무, 엔진 타입 등) 필요한 

정보만 추출

Database



검색

광범위한 Spec 별 무제한 데이터 베이스 검색.

비교

한 화면에서 동시에 여러 선박의 spec 또는 매매 

가격의 비교.

모니터

검색 저장 기능을 통한 시간 절약 및 재 접속 시 즉시 

확인 가능.

귀사의 선대 또는 타겟 선박들을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생성 및 저장 가능. 특정 선박 가치 값을 지정함으로써 

도달 시, 고객의 이메일로 경고 발송 기능.

결합 기능

Database검색 결과를 Mapping과 결합하여 편리성 

향상.

http://vesselsvalue.com/

Example fleet database



특정 필터 혹은 구분으로 전 세계 선대 Mapping 및 

AIS 정보 확인 (선속, 운항 상태, 발라스트 항해 등). 

Zone 알람 기능. (제재지역 진입, 미신호 등). 항구 간 

거리 측정 기능.

최첨단 위성 및 지상파 AIS 시스템을 

이용하여 Mapping 및 Tracking 서비스 

제공. 실시간으로 과거 및 현재의 특정 

선박, 선대 또는 고객의 포트폴리오 선박의 

움직임 확인.

Map



ZONE 알람

특정 선박, 선대 또는 고객의 포트폴리오 선대가 특정 

지역에 진입 시 혹은 미 신호시 즉시 이메일로 알람 

발송. 고객 특정 Zone 혹은 미리 지정된 구역(i.e. US 

제재) 설정. 

항구 간 거리 측정

2,500개 이상의 항구간 거리 및 요구되는 선속 및 시간 

측정 가능. 다구간, 각 종 항로 종류 선택 가능.
Zone Alert

Example Zone alert around Port Elizabeth

Example distance tracking (Rotterdam to Newcastle)

http://vesselsvalue.com/

http://vesselsvalue.com/

http://vesselsvalue.com/



모든 선박의 AIS 정보를 수신하여, 본사만의 

알고리즘으로 데이터 필터링 후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변환

해운 수요(카고 마일) 및 공급 (선복량) 

분석 도구

전 세계 무역 흐름 파악 및 용선 가능한 

선박 리스트들에 대한 포지션 리스트

전 세계적 혹은 특정 루트 (예시: 호주-중국 

간 무역 흐름 변화)로 검색 가능.

개별 선박 혹은 선대가 운영되는 루트 및 

관련 정보 제공



Analyse trade routes by company, cargo mile history, speeds and more.

http://vesselsvalue.com/

선박별 운항 정보

선박의 Journeys와 Stoppages 정보. 지도 상에 해당 

선박이 기항했던 항구들 표시. 평균 선속, Lay-up, 도킹 

등의 정보 포함.

항구별 정보

기항했던 선박들의 정보 (이전 항구 포함).

다양한 분류를 통한 특정 정보만 추출

특정 선박, 선대, 선종, 선사 들에 대한 전세계 혹은 

특정 루트별 무역 흐름 조사 (카고마일, 평균 선속, 

수요 공급 분석 등)

해운 수요 분석

년도별/분기별/월별 해운 수요 정보.



vesselsvalue.com

VesselsValue Ltd
Lyric House

149 Hammersmith Road
London W14 0QL
United Kingdom

VesselsValue Ltd is registered in England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44 (0) 203 026 5555

info@vesselsvalu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