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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aehan Marine Long-serving Employees
 Wang Hoon
(5 years / Saehan Capella)
 Bae Young Jin
(5 years / Saehan Wallaby)
At every 5 years from your
joing date, Saehan Marine
awarded gold keys and
plaques to the long-serving
employees, wh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and achievement of Saehan Marine. we appreciate
your passion for the company. SMNL0000000000

-News

3.JOIN

1월,4월,7월,10월 발간

•2016 Saehan Marine Workshop

In June 2016, Ceremony of Awards OSCAR was
held in the vessels. Saehan Marine presented awards
to winners, Saehan Gloria & Saehan Capella in honor
of their devotion, loyalty and effort for our company.
We hope to see more of their excellent work and
commitments in the future. SMNL000000000000000

Received Achievement Award
– C/Eng. Kim U Chan

-필리핀 소식

2016년 Saehan Marine Workshop이 7월 1일부
터 2일까지 양평 한화콘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싱가포르 직원이 참여한 이번
워크샵에서는 “No Vision, No Future”란 주제
로 개개인의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새
한마린의 미래목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수
작성자로 새한선관 이재운 과장, 김영민 이사, 새
한운항 신재석 부장, 정지은 대리, 새한마리타임
최성원 사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새한마린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SMNL0000000000000000000000000000

•Saehan Marine 신규직원 채용
Saehan Marine 은 각사의 업무효율 및 퇴사자 충원
을 위해 신규직원을 채용했습니다.0000000000000
부산 새한선관㈜ 안전지원업무로 권용대 감독을,
울산 새한마리타임㈜ 선박대리점 업무로 차상훈
과장, 정성훈 부장을 채용했습니다. 신규입사 직원
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SMNL.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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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여름 호
(통권 제34호)
발행일 2016년 7월 15일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On 20th July 2016, in celebration of the 62nd
208 12층(역삼동,안제타워)
Anniversary of KMOA (Korea Marine Officer’s
전 화 02-784-9278
팩 스 02-785-4684
Association), Chief Engineer “Kim U Chan” received
홈페이지
Achievement Award for his distinguished services.
http://www.shmarine.co.kr
He has worked with Saehan Marine since

1995.SMNL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차상훈 과장
-정성훈 부장
-울산대학교 경영 -울산전문대 전기
학과 졸업
과 졸업

-권용대 감독
-한국해양대학교
선박운항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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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NHOUSE TRAINING

-김영민 이사 / 새한선관㈜

해양사고의 원인은 장비/기기 고장에 기인하는 것보다 인적
과실에 의한 것이 80%이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사에
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통계와 비슷한 수준의
인적과실(HUMAN ERROR)을 보이고 있습니다.0000000000
동종 사고를 예방하고 인적 과실을 줄이기 위해 2016년 1월
부터 휴가중인 사관 및 신규 입사 사관을 대상으로 매월 2일
간 INHOUSE TRAINING인 대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대명자 교육의 커리큐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3년~2016년 사고 사례 교육 및 토의
2) MAJOR/CDI INSPECTION 수검 요령
3) CHEMICAL CARGO OPERATION
4) LPG CARGO OPERATION
5) PMS SYSTEM
6) 각종 기기 운전법 (CARGO PUMP, TURBO CHARGER 등)

2016년 7월 교육까지 참석한 인원은 총 74명 (갑판 32명, 기
관 42명)으로 지속적으로 대명자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경험많은 선장/기관장께서도 일부 교육에 참여하고 있어
후배에게 KNOW-HOW를 전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SMNL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 Inspection of Immersion Suit
1. Summaries
The following observation was identified by Major inspection
in our vessel as under.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pcs of Immersion Suits found in engine control room was not
fitted with life light and these suits can to be worn without
lifejacket.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 Situations
1) Although immersion suit which has buoyancy and is
designated to be worn without a lifejacket, the immersion suit
shall not be fitted a light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2.2.3 of LSA Code. But the immersion suit is fitted a
whistle prescribed by paragraph 2.2.1.14 of LSA Code.000000

2) Above notice is found in immersion suit which kept in
engine control room.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3. Lessons learnt
The LSA weekly and monthly inspection was not
completely/thoroughly conducted.00000000000000000000000
1) Lack of inspection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The officer in charge for LSA made weekly and monthly
inspection but he did not find that the life light was missing on
immersion suit. The responsible officer was not conversant
with type of immersion suit.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Unsuitable Checklist for Immersion Suit00000000000000000
Company reviewed the LSA maintenance record and found the
checklist of immersion suit was not detailed to identify any
defect.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4. Preventive Actions
1)The officers and all crews should be aware that the
immersion suit can be used without a lifejacket, or not.
If the immersion suit can be used without a lifejacket, the life
light and whistle shall be fitted as per the requirements of LSA
Code.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When LSA inspection is conducted by responsible officer, the
immersion suit shall be inspected if life light and whistle are
fitted on it.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For your information, two(2) kinds of Immersion Suit are
available in the vessel.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If an immersion suit is to be worn in
conjunction with a lifejacket, the
lifejacket shall be worn over the
immersion suit. Persons wearing such
an immersion suit shall be able to don
a lifejacket without assistance. The
immersion suit shall be marked to
indicate that it must be worn in
conjunction
with
a
compatible
lifejacket.
Maker : VIKING / Model : PS2004
This immersion suit should be worn with a lifejacket.

0

If an immersion suit which has
buoyancy and is designed to be worn
without a lifejacket shall be fitted with
a light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2.2.3 and the whistle
prescribed by paragraph 2.2.1.14 of
LSA Code.
Maker : AQUATA-EURAS / Model : ARO V2
This immersion suit can be used without a lifejacket.

0

Company prepares an inspection template for Immersion Suits.
When the vessel receives attached checklist, the responsible
officer should conduct the inspection for Immersion suit and
complete the checklist monthly. SMNL000000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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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투고
Saehan Gloria호 이수균 기관장 부부
제주도 여행기
비행기 작은 창문 밖으로 목화솜처럼 포근해 보이는
뭉게구름을 내려다보며 오렌지 주스 한잔의 여유를
즐기다보니 어느새 착륙 준비를 알리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우리 부부에게 이번 여행은
세번째 제주도 여행이지만, 이번 여행은 앞의 두 여행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배를 자주 타는
남편의 직업으로 기러기 가족처럼, 남편을 목이 긴
기린마냥 기다리다가 남편이 휴가라도 오면 같이 여행을
가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되버린 우리 부부. 남편의
휴가때마다 전국이 이곳 저곳, 가끔은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기 했지만 이번 2박 3일의 제주도 여행은 남편 회사
“새한해운”에서 항공비 및 5성급 호텔을 제공받아 가게
된 기회였습니다. 미국 유럽 쪽을 주로 다니던 남편의 회사에서 제공해준 해비치 호텔은 바로옆에 가슴이 탁
前직장에선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현 재직중인 새한해운 트이는 드넓은 홍사장(붉은 빛을 띄는 모래)와 제주 특유의
회사에서는 한국에도 자주와 잘생긴 남편 얼굴 볼 기회도 바닷내음을 어디서나 느낄 수 있고 저희 부부의 에너지를
많고, 이런 배려도 해주시니 감개가 무량한 따름이었습니다. 충전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 였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바쁘게 살아온 지난 세월이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곳을 많이 방문하였는데 이래서
복지를 제공해주시는 회사를 일찍 만나지 못한 것도 모두들 제주도는 열 번을 오더래도 가볼 곳이 있다고 하는
후회가 될 정도였습니다.00000000000000000000000000 것 같 았 습 니 다 . 해 안 도 로 를 따 라 하 는 드 라 이 브 도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았습니다.00000000
부지런히 관광을 하고 갖가지 제주별미도 저희 부부의
입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2박3일 동안의 여행의 즐거움이
약간의 아쉬움이 남기도 했지만 나중에 제주도 여행시 더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아쉬움의 연속 아니던가요? 해운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상직원에게 까지 배려해 주시고 이런 행운을
주심에 사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드리고 귀사
새한해운, 새한선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0000000
Saehan Gloria 이수균 기관장 아내

좋은소식
Welcome to Onboard!

SHG

이춘호

1항사

6월 3일

SHH

신철희

3항사

6월 12일

승선일

SHE

성동혁

3항사

6월 17일

승선을 축하합니다.
소속선박

이름

SHH

서제환

선장

4월 15일

SHW

김학규

2항사

6월 25일

ARR

배영근

1기사

4월 15일

SHH

김필근

1항사

6월 29일

MRN

이상훈

선장

4월 20일

SHH

윤승국

2기사

5월 2일

소속선박

이름

SHH

채수영

실항사

5월 3일

SHH

김성용

2기사

4월 11일

SHC

주명훈

3항사

5월 5일

SHF

정민규

2기사

6월 3일

SHF

송인소

기관장

5월 31일

SHG

심재욱

2기사

6월 7일

진급을 축하합니다.
승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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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 Communication
“FIL-SMS Letter”

To my dear husband 1Olr
Reman Azurias of MT
SAEHAN HARMONIA.
Hope you're doing well.
the kids are doing well in
school. A while ago, they
joined the fun run in
celebration of their
nutrition month. Your eldest
on the other hand, is
studying hard since their
exam is fast approaching.
Thanks for everything
you've done to us. By the
way, we had a joyous
celebration of your unico
ijo's birthday. Thanks for
being the best husband and
father to us. Take care
always and we love you.
- from your Wife Weng

“UMMI Letter”
C/Cook Roy Hembra MT
SAEHAN WALLABY

MV Saehan
Capella
From Wife of CCK
Richard Navarro

You're my strength in
every difficult times, the
world may turn turbulent
but I will always feel
secure as long as I have
you. I always praying for
your safety. Hope you will
remain the man i have
known, the man that I
love, the man that I
cherish & behold.
Im here to be with you in
this journey called LIFE.
-Wife Lea

"Hi Daddy! Take
care always and
GOD Bless you.
We love you and I
miss you.
mwaaahhh."
MV Saehan
Capella
From Wife of
BSN Jesus
Buen Jr.

Dear Papa A/B Nelson
Beltran - M/T SAEHAN
GLORIA
Kamusta ka po Papa?
Lagi ka po namin namimiss nila
Mama. Sana po lagi ka
nasa mabuting kalagayan.
Mag-iingat ka po sa
trabaho mo. Pagdadasal
ka po namin kay Papa
Jesus na bantayan ka
palagi. Papa, wag mo
kami kakalimutan ang
mga pasalubong namin
pag-uwi mo. Pagbutihin
po namin ang aming pagaaral.
We love you PAPA.
Daughter Ch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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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Papa! Take
care always. We
miss you Papa.
We love you so
much.
Love, Kuya JJ
and Jacob."

MV Saehan Aurora
Message for WPR
Gil, Louis Jefferson
Hi baby, How are
you? Take good care
of yourself,pag iinom
iwasan ha? ☺
we miss you and love
you so much! Keep in
touch,may fb nmn.☺
Love,
E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