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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May 2011 
Launch of VesselsValue.com

November 2011 
Launch of Containership valuations

March 2012 
Launch of fleet/company valuations

September 2012 
Highly Commended in Business Innovation 
at Lloyd’s List Global Awards

October 2012 
Historical valuations of all vessels  
back to 2007

November 2012 
Launch of VV+ our advanced search tool

December 2012 
Adrian Economakis, Strategy Director,  
ranked 93rd in Lloyd’s List ‘Top 100  
most influential people in shipping’

February 2013 
Launch of Gas ship (LPG and LNG) valuations

June 2013 
Launch of VV@ our sophisticated  
mapping tool

October 2013
Winner of Business Innovation at Lloyds List 
Global awards

November 2013
Launch of Small Tanker valuations

January 2015
Launch of VV@ Zone Alerts

April 2015
Launch of DCF Valuations

September 2015
Launch of VVQ Fixed Age Analysis

2011년 5월 
베셀스밸류닷컴 개시

2011년 11월 
컨테이너선 평가 개시

2012년 3월 
선사 및 선단 평가 개시

2012년 9월 
로이드 리스트가 선정한 올해의 혁신 사업 
우수상 수상

2012년 10월 
등록된 전체 선박의 2007년 이후 가격 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2012년 11월 
VV+ 고급 검색 엔진 개시

2012년 12월 
에이드리안 이코노마키스 수석 전략가가 
로이드 리스트가 선정한 ‘해운 산업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 93위에 선정

2013년 2월 
가스선 평가 개시 (LNG와 LPG)

2013년 6월 
VV@ 최첨단 온라인 위치 정보 서비스 개시

2013년 10월
로이드 리스트가 선정한 올해의 혁신 사업 
대상 수상

2013년 11월
소규모 탱커 평가 개시

2015년 1월
VV@ 지역 알람 서비스 개시

2015년 4월
현금흐름할인 평가 개시

2015년 9월
VVQ 연령별 분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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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회사 소개 

We currently offer our services as an annual 
subscription but ad-hoc services can also  
be arranged.

VV$ instant vessel valuations 
•  Approximately 30,000 vessels valued daily

•  Including Bulkers, Tankers, Containerships  
and Gas ships (LPG and LNG)

•  Market Value
 » Historical valuations back to 2007

 » Ownership, company relationships and 
transactions back to 2005

•  DCF Value
 » DCF value analysis

•  Deals
 » Transaction list, Demolition list,

       Newbuilding Order list and Time Charter list

VV+ advanced search tool
•  Search vessels by multiple fields  

(builder, engine, class, etc)

•  Compare values and specifications of  
several vessels on one screen

VV@ sophisticated mapping tool
•  Full deepsea and coastal coverage using  

satellite and terrestrial AIS signals

•  Detailed fleet search on the world map

•  Focused search on specific areas and ports

 

현재 연간 회원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의를 통해 
비회원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VV$ 빠른 선박가치 평가 
•  매일 약 35,000대의 선박 평가

•  벌크선(20k DWT 이상), 탱커(1k DWT 이상), 
컨테이너선(500 TEU 이상)과 천연가스 선박
(100 CBM 이상) 조회

•  시세 평가

 » 2007년 이후의 선가 상승 기록 조회

 » 2005년 이후의 선주 정보, 기업 관계 및 거래 
기록 조회

•  현금흐름할인평가

 » 현금흐름할인 평가 및 분석 제공

•  거래 조회

 » 매매, 해체, 신조선 발주 및 정기용선 계약 

기록 조회

VV+ 고급 검색 엔진
•  다양한 부문별 검색(조선사, 엔진, 등급 등)

•  여러 선박의 가격과 사양을 한 화면에서 비교

VV@ 최첨단 온라인 위치 정보 서비스
•  위성 및 지상파 자동 선박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연안부터 원양까지 전구역의 선박 
위치 확인

•  세계 지도상 선단의 정확한 위치 추적

•  특정 지역 및 항구 내 위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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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Market Value - fleet valuations VV$ 시세 정보 - 선단 평가

VV$
•  Values of live fleet and newbuildings

•  Ownership structure
•  BBs, JVs and pools
•  Buying, selling and demolition histories
•  Time series back to 2007 and Excel exports

VV$
•  기존 선단 및 신조선단 가격

•  선주 기업 정보

•  BB율, 합작투자 및 공동투자 정보 조회

•  구입, 판매 및 철거 기록 조회

•  2007년 이후의 기록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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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  Instant current value

•  Time series back to 2007 and Excel exports

•  Transactions back to 2005

•  Vessel specifications

•  Market valuation certificates

VV$
•  빠른 시세 확인

•  2007년 이후의 기록 조회 및 다운로드

•  2005년 이후의 거래 기록 조회

•  선박 사양 정보

•  시세 평가서 발행

VV$ 시세 정보 - 선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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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Market Value - vessel val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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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DCF Valuations

•  Assumptions can be overwritten

•  Breakdown calculations for revenue and expenditure

•  DCF valuation certificates

•  입력값 변경 가능

•  수익과 비용의 개별 산출

•  현금흐름할인 평가서 발행

VV$ 현금흐름할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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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Deals

•  Transaction list, Demolition list, Newbuilding Order 
list and Time Charter List

•  VV Deals+ advanced search functionality across the 
lists

•  매매, 해체, 신조선 발주 및 정기용선 계약 기록 
조회

•  VV Deals+ 모든 거래 사항에 대한 고급 검색 
기능

VV$ 거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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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advanced search

VV+ 
Search vessel database across multiple fields: 
Specifications, value, survey position, owner etc.

VV+ 
사양, 가격,  점검 현황, 선주 등 다양한 부문별 
데이터베이스 검색

Compare values and specifications of 
several vessels on one screen.

여러 선박의 가격과 사양을 한 화면에서 
비교

VV+ 고급 검색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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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vessel mapping

VV@ 
•  Draw your own zones to analyse vessel/fleet 

movements in your area

•  12 month historical locational information available

•  Track the amount of time, nautical miles or required 
speed from one port to another

•  Set up email alerts when vessels enter specific 
boundaries 

VV@ 선박 위치 정보

Tankers colour coded by sub ship type in Singapore port 싱가포르 항구에 정박한 탱커가 종류별 색상코드로 표시되어 있다

CarVal Investors fleet colour coded by builder country with 
the past 3 month tracking of ‘Proud’

카발증권사의 선단이 조선국별 색상코드로 표시되었으며, 그 중 

프라우드 선박의 지난 3개월간의 위치 정보가 나타나 있다

VV@ 
•  설정한 특정 지역 내 선박 및 함대의 운항 

분석

•  월별 선박 위치 정보 기록

•  항구간 운항 시간, 거리 및 요구 속도 
조회

•  선박이 지정된 경계 안으로 진입시 
이메일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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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cy - Market value

Recent Sale & Purchase Transactions ($m) 최근 매매 거래 ($m)

Number of sales / 판매 수량          3,981
Mean age (years) / 평균 선령            12
Mean price ($m) / 평균 가격 ($m)       15

 

 Accuracy range % of valuations 

 정확도 범위 평가 기준율
 +/- 10%    87.3%
 +/- 20%   99.7%
 +/- 30% 100.0%

평가 차율 (%)     valuation difference (%)   

Date
날짜

Vessel Name
선명

Vessel Type
선종

Age
선령

Size
크기

Builder 
country
조선사

VV value
VV 감정가

($m)

Diff  
가격차

($m)

Diff 
평가 차율

%

Sale price 
판매 가격

($m)

정밀한 평가 시스템

Analysis of our market valuations vs actual 
sales prices from 01/07/2010 to 01/07/2015

감정가와 2010/07/01 부터 2015/07/01까지의 
매매가 비교 분석

Valuation accuracy is assess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ces vessels are sold at, and our 
valuations the day before the sale date. This is 
expressed as % of valuations (as % of sales) within 
certain accuracy ranges and in chart format.

감정 정확도는 선박 판매 가격과 판매 하루 전날의 
베셀즈밸류 감정 가격의 차이로 평가됩니다. 이는 
평가 기준 비율(판매 기준 비율)이며, 일정한 정확도 
범위 내의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3,981
Mean price ($m) 15

54,597
12

Accuracy Range % of
valuations

+/- 1% 11.17%
+/- 2% 21.94%
+/- 3% 37.73%
+/- 4% 47.47%
+/- 5% 56.26%
+/- 10% 87.29%
+/- 20% 99.69%
+/- 30% 100.00%

Mean -0.84%
Std dev 6.22%

2,181
Mean price ($m) 15

65,918
13

Accuracy Range % of
valuations

+/- 1% 15.4%
+/- 2% 30.9%
+/- 3% 52.4%
+/- 4% 63.9%
+/- 5% 73.8%
+/- 10% 96.8%
+/- 20% 100.0%
+/- 30% 100.0%

Mean 0.30%
Std dev 4.94%

Statistics

Analysis of Valuations vs Sales Prices from 1/7/2010 to 1/7/2015

ALL VESSELS (3,981)

BULKERS (2,181)

Sales

Sales

Mean Size (dwt)
Mean Age (yrs)

Mean Size (dwt)
Mean Age (yrs)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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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2015 Eleanor D SUPRAMAX BC 14 53,300 DWT China 6.5 6.7 0.2 2.8%

30/06/2015 Lion Spirit AFRAMAX TNKR 18 105,200 DWT Japan 9.3 9.3 0.0 -0.3%

30/06/2015 Pacific Acadian HANDYMAX BC 19 49,100 DWT Japan 4.4 3.9 -0.6 -12.5%

30/06/2015 LNG Abuja LARGE LNG 35 126,530 CBM USA 20 18.8 -1.2 -6.0%

29/06/2015 Zhong Ding 3 SMALL CHEMICAL TNKR 3 8,400 DWT China 17.2 17.5 0.3 1.7%

29/06/2015 Kohju CAPESIZE 14 172,500 DWT Japan 9.9 10.2 0.3 3.0%

29/06/2015 Shou Shan PANAMAX BC 5 82,500 DWT China 10.85 13.3 2.5 22.6%

26/06/2015 United Challenger PANAMAX BC 7 82,600 DWT Japan 15.9 14.8 -1.1 -7.0%

26/06/2015 Zallaq SUEZMAX TNKR 14 153,000 DWT S. Korea 23.5 22.8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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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clients

Sectors
Commercial banks
Investment banks
Investment funds 
Leasing companies
Shipowners/operators
Maritime lawyers
Accountants
Insurance companies

분야

일반 상업 은행

투자 은행

투자 펀드사 

임대사

선주 및 운항업자

해운 법률사

회계사

보험사

주요 고객

Benefits & Uses
Market intelligence
Opportunity identification
Credit assessment 
Loan agreements
Covenant monitoring
Financial reporting 
Risk & financial modelling
Expert witness

가입 목적 및 혜택

해운 시황 정보

기회 파악

신용평가 

대출평가

계약 감시

재무보고 

리스크 및 금융 모델링

전문 감정

아일랜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크로아티아

중국
인도

레바논

일본
대한민국

호주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그리스

이집트

스위스
프랑스

모나코

벨기에

영국

파나마미국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태국

이탈리아

터키

브라질

마셜제도

불가리아

바하마

타이완카타르라이베리아 사이프러스

남아프리카

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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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in the Press 언론 보도

Today an estimated 60% of the active shipping 
banks use the VesselsValue.com system.

  The Baltic ‘Rise of the Algorithm’ Summer 2013

“현재 선박 관리 기업의 약 60%가 베셀즈밸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Baltic ‘Rise of the Algorithm’ Summer 2013

“  We need to attract new capital to the  
business,” says ICAP head of sale and purchase 
Mr Macpherson. “And for that, we need a reliable 
valuation system to allow the punters to come in and 
not be as scared as they have been.’’ Mr Macpherson 
thinks that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valuations 
should be carried out by an independent third 
party, not by brokers also involved in other types of 
business. “That’s not against any broker – not against 
big or small brokers. It is just a way of giving the 
investor confidence,” he said.

    Lloyd’s List ‘Fairer Valuations could take pressure         
off brokers’ 29th June 2012

ICAP 해운중개업체 맥퍼슨 S&P 대표는 ‘이 사업에 
새 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감정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객들이 
처음부터 겁먹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맥퍼슨 대표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사업과도 연관이 되어있는 
중개업체들이 아니라 독자적인 제 삼의 업체가 가격 
산출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은 
중개업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다. 대형 업체든 
소형 업체든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방법입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Lloyd’s List ‘Fairer Valuations could take pressure off 
brokers’ 29th June 2012

The London brokerage executive...speaking on 
condition of anonymity…

“  I hate to say it, but I see this taking over and 
becoming the standard,” he said of VesselsValue.
com, which is a competitor to his group. 

“   There are some very good individual brokers 
valuing ships but I reluctantly believe that it 
[VesselsValue.com] is the only neutral,  
non-influenced system where an owner or  
a bank or your mate can’t tell you what to do.”

Fairplay ‘Man v Machine’ 14th June 2012

런던의 한 중개업체 대표가 익명으로 자사의 
경쟁사인 베셀스밸류닷컴에 대해서 ‘시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장악력이 커지면서 점점 표준이 
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박 가치를 
평가하는 훌륭한 개인 중개업자들이 몇몇 있지만, 
베셀즈밸류닷컴만이 선주나 은행 혹은 항해사의 
개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중립적인 
독립 시스템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고 
말했다.

   Fairplay ‘Man v Machine’ 14th June 2012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name Junko Abe
direct   +44 (0) 20 3327 9655
mobile  +44 (0) 7796 013 229
email  junkoabe@vesselsvalue.com

클릭 한 번으로 선박 가치 한 눈에

인터뷰/ 베셀즈밸류닷컴 리차드 리블린 CEO

변화하는 시장 반영해 선박 가치 책정

향후 한국 시장 방문해 영역 넓힐 것

Korea Shipping Gazette 28th Nov 2014



VesselsValue Ltd is registered in England

10/15 (Eng&Kor) JA

@VesselsValue  
for news and events

Join our LinkedIn group  
for industry discuss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