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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최고의 제품과 기술력으로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자연과 공존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한국야나세는 지난 1991년 6월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우수한 선박 부품을 제작하면서 국내 조선업계
발전에 힘써 왔습니다. 처음 Hatch Cover를 제작한 이래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순간도 한눈팔지 않
고 노력해 온 덕분에 세계 최초로 Lashing Bridge 18000teu를 설계 및 제작해 특허까지 출원할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술력 뿐만이 아닙니다. (주)한국야나세의 가장 우수한 경쟁력은 바로 ‘사람’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正人,
正道, 正品’이라는 사훈 아래 선진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품질 경쟁력까지 갖춘 무재해 사업장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보상하기 위해 회사는 우수한 인력을 키워내고 안전한 작
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한국야나세가 그려 본 미래의 중심에는 언제나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 만족이 우리의 진정한 성취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믿음직한 기
업,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이 기업의 진정한 성취임을 잊지 않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 하는 좋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미래의 더 큰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입니다. 지난 2011년 혁신의 해, 2013년 도약의 해를 거쳐
2015년 성공의 해를 계획하고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진 기술력
에 안주하지 않고 선박건조와 건설사업 등 사업영역의 다각화를 통해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기
업이 되기 위해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국야나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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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History
㈜한국야나세는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과 족적을 함께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조선산업의 세계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 걷겠습니다.

2000~2009

2011.06

KOSHA 18001 인증(안전보건경영시스템)

2011.12

대우조선해양(주) 우수협력사 선정

2012.02

Tug-Boat 1척 건조

2013.05

통영 삼호조선 인수

2013.12

경남메세나협회 문화공헌상 수상

2014.12

KYTS-1001호 인도

2014.12

2014 창원상공대상 수상(지역공헌부분)

2015.03

제49회 납세자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훈

2015.03

대우조선해양 최우수협력사 선정

2000.04

경남지방주소기업청 기술혁신 개발사업 업체 선정

2000.12

대우조선공업(주) Hatch Cover 전문제작 협력업체 선정

2001.04

대우조선공업(주) Lashing Bridge 계약 및 제작

2002.06

ISO 2000년판 개정 KS A9001:2001 ISO 9001:2000 Certificate(KMAR)

2003.12

제 3공장 절단공장 신축 설립(진북면 신촌리 525번지)

2006.01

삼성중공업 Lashing Bridge 계약 및 제작

2006.07

현대중공업(주) Hatch Cover 계약 및 제작

2007.07

도장 공장 신축 설립(진전면 율티리 120번지)

2008.01

(주)한진중공업 Lashing Bridge 계약 및 제작

2008.07

중국 3A중공업 공장 기공식
(중국 산동성 연태 봉래경제개발지구, 면적 180,014㎡, 90,000t/Y)

1991~1999

2009.06

함안 소조립 공장 설립(함안군 함안면 파수리 399-1)

2010.10

전사 혁신 활동 실시(중소기업중앙회, ~2011.03)

2010.12

대우조선해양(주) 최우수협력사 선정

1991. 06

주식회사 한국야나세 설립(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율티리 112)

1992. 01

제1공장 매입, Hatch Cover 국내 최초 제작 및 일본 수출

1994. 11

제 2공장 설립(대형 Hatch Cover 제작)

1994. 12

대우중공업(주) 옥포조선소 Hatch Cover 계약 및 제작

1995. 05

신축공장 확장(대지:6,569㎡, 건평 : 4,297㎡)

1998. 06

대우중공업(주) 옥포조선소 Car Deck 계약 및 제작

1999. 06

경남은행 유망중소기업 선정

1999. 10

ISO 9001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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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주)한국야나세의 비전은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리더로 거듭난다는
더 큰 꿈을 위해 더 큰 비전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비전  

Vision to the Future

2020
Top of the
World

사훈

2015
성공의 해

2011
혁신의 해

1991

正人

正道

正品

정인

정도

정품

2013
도약의 해

경영방침

기술과 능력배양  I  고객 신뢰  I  행복한 직장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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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임직원들의 소중한 땀방울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주)한국야나세를 이끌어가는 가장 소중한 원동력입니다.

본사

통영조선소

대표이사

대표이사
사장

관리담당

생산담당

영업담당
관리담당

총무부

경리부

전기실

구매부

물류반

생산
관리부

자재부

공무팀

PE
가공

절단

품질
경영부

설계부

취부

용접

사상

전처리
도장

HSE

지원담당

생산담당

경영지원부

재경지원부

보급지원부

생산지원부

생산1부

생산2부

인사·총무

외주운영

구매

공무

선각

기관·시운전

보안

회계

장비

도장

전장·전자

선실

기·선·배관

철의장

영업담당
품질경영부

HSE

Business Area
(주)한국야나세는 조선 및 해양기자재, 선박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설사업 등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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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야나세

3A중공업 유한공사

(주)한국야나세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승
부근성과 끊임없는 혁신활동으로 선박부품
제작 및 선박건조선두기업이 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 개요
생산능력 90,000 ton /년

면적

180,014㎡

생산분야 블럭제작(절단, 조립, 도장)
연락처

■ 개요

소재지

중국 산동성 연태시 봉래 경제 개발 지구

생산
능력

30,000 ton /년

면적

제조 6,338㎡ / 도장 4,293㎡

주요
생산
품목

LASHING BRIDGE
HATCH COVER
TUG BOAT / CAR DECK
Tel. 055-271-0784
Fax. 055-271-0786
www.koreayanase.co.kr

생산능력 30,000 ton /년

연락처
E-mail

yanase@koreayanase.co.kr

연락처

Tel. 055-271-9662
Fax. 055-271-9663

소재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미더덕로 64

소재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신촌로 64

한국테크(주)
■ 개요

에스앤피(주)

(주)한국야나세는 소형 석유화학제품운반
선 및 핸디사이즈 벌크선을 주로 건조하는
삼호조선을 인수하여 통영조선소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고 있다.

■ 개요
생산능력

30,000 ton /년

생산분야

도장

연락처

Tel. 055-272-0733
Fax. 055-272-0786

소재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미더덕로 89

생산
능력

22척/년
선대길이 :
1선대 - 175mX33.6m
2선대 - 154mX27.4m

면적

72,140㎡

에스앤피(주) 진교공장

주요
생산
품목

17K Oil Chemical Tanker
12.8K Oil Chemical Tanker
5.6K Oil Chemical Tanker
3.4K Oil Chemical Tanker

■ 개요

연락처

Tel. 055-643-3060
Fax. 055-643-3064
www.kyship.co.kr

E-mail

sales@kyship.co.kr

소재지

경남 통영시 서송정길 48
(도남동)

8,436㎡

생산분야 절단

통영조선소

■ 개요

면적

면적

6,750㎡

생산능력

전처리 : 240,000 ton /년
절 단 : 36,000 ton /년

생산분야

전처리 절단

연락처

Tel. 055-884-0785
Fax. 055-884-0786

소재지

경남 하동군 진교면 신안길 2-10
(백련리 800번지)

면적

4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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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야나세 통영조선소는
최고의 제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선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생산제품
• Chemical Tanker
석유류, 경우, 당밀, 포도당, 포도주원액, 화공약품 등 액체 화물을 용기에 넣지 않은
상태로 대량수송을 하는 선박을 말하며 보통 Tanker라고 말함. 액체화물은 일반적
으로 온도 변화에 따라 부피가 변하며 액체화물 상태에 따라 배의 복원력 성능과 화
재의 위험성이 내재함으로 특수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 Bulk Carrier
곡물 운반선·광석 운반선·석탄 운반선 등이 이에 해당되며, 기름만을 싣는 배는 유
조선이라 한다. 화물의 특성에 따라 설계, 싣고 내리는 장치 등이 특수한 형태이다.
벌크 화물선에는 칸막이가 없고 땅딸막한 형태를 한 것이 특징이며, 따라서 그만큼
배의 가격도 싸다.

• TUG-BOAT
거대형 선박은 선체가 크기 때문에 운동시에는 극 저속이라 할지라도 그 운동량은
대단히 크다. 따라서 협수로나 항내에 항해 중 감속된 거대선의 선체는 자력만으로 조
종되기가 매우 힘들고 더욱 자력만으로 이안/착안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한 거대선의 수족이 되고 조선을 보조해주는 것이 Tug-Boat이다.

조선

Shipbuilding

기타제품

건조실적

• Combined Carrier
• Barge Carrying ship

• KYTS 1001 32,000dwt BULK CARRIER
• 7000P BARGE
• 3600HP TUG BOAT

(주)한국야나세 18/19

(주)한국야나세는 LASHING BRIDGE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Lashing Bridge 18000teu를 설계, 특허출원
하여 해양기자재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형 Container선에서 다단적치 Container를 안전하게 고박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1988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199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Container 선박의 폭발적인 수요증가와 함께 대형화
추세로 인해 그 중요성이 급격히 대두되었다.
•최근에 건조된 컨테이너선의 경우 컨테이너를 6000개 이상 실어 나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컨테이너수의 증가
에 따라 컨테이너 자체의 고박 설비로는 한계에 부딪쳐서 새로운 고박 설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컨테이너선의
Bay사이에 있는 Hatch Coaming 상부에 Lashing Bridge를 장착하여 컨테이너를 잡아주도록 하였다.

기능
•컨테이너 운반선에 설치되는 Lashing Bridge는 컨테이너의
다단적재를 쉽게하며, 롤링, 피칭에 의한 컨테이너의 쏠림
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Lashing Bridge는 On Deck상이나 Hatch Cover위에 적재된
Container의 Lashing하는 위치를 높여서 선박의 Rolling이
나 Heeling에 대해서 Container를 Secure하는 역할을 한다.

구조
•형상_ 주로 Container선 Corner 1개 혹은 2개 사이에
Square Pipe 혹은 Built-up 구조로 이루어진 Lashing Pillar
와 상하부 Platform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중의 방향_ Container선의 특성상 종 방향 가속도보다
횡 방향 가속도가 약 3배정도 크다. 따라서 Lashing Bridge

해양기자재

Lashing Bridge

도 횡 방향 하중에 지탱하기 위해서 보강재(Shear Paner or
Diagonal Frame)을 설치하여 과도한 변형과 응력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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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야나세는 HATCH COVER,
CAR DECK SYSTEM 등 조선 및 해양기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HATCH COVER
화물의 적재 및 하역을 위한 화물창의 상부갑판 또는 중갑판에 만들어진 창구를 폐쇄하는 제반 장치를 이르는 말로서
Bulk Carrier, Container, Ore/Oil Carrier 등에 설비된다.
목적
•항해중 파랑, 풍우가 Cargo Hold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
•창구 상부에도 Cargo를 적재 할 수 있게하여 적재량을 증가시킨다.
•Cargo Hold내의 화물이 화물창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CAR DECK SYSTEM

기타 기자재

Other Product

차량을 최적 적재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CAR DECK이며,
Lifeable car deck와 Hoistable Car Deck System
이 있다. CAR DECK는 물론이고 Pillar와 M-RAMP까지
제작 중이다.

Management
(주)한국야나세는 품질과 안전, 보건과 친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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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각생산 Flow Chart

인증현황 List
취부

자재입고

마킹 및 절단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용접

(CNC 포함)

사상

곡직

도장

P.E

선적

ISO9001

KOSHA 18001

Welding

공장승인서

출하

검사

도장생산 Flow Chart

Block

BLAST CELL

조립완료

입고

BLASTING

생산설비현황

PAINT CELL
이동

통영조선소

본사
골리앗 크레인(goliath crane)

300T

겐트리 크레인(GANTRY CRANE )

100T

천정 크레인(over head crane)

1st COAT

EACH

EACH

트랜스포터
지게차 3(FORK LIFT TRUCK)
도장CELL(전처리, 스프레이)

150 T
100 T
50 T

지브크레인(JIB CRANE)
겐트리 크레인(GANTRY CRANE)
타워 크레인(tower crane)
도장CELL(전처리, 스프레이)
슬라이딩도크(SLIDING DOCK)
트랜스포터
지게차 3(FORK LIFT TRUCK)
안벽

120T
100T

1선대 : 350m x 36m
2선대 : 304m x 36m
16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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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사업장, 건강한사업장, 친환경사업장 구축으로
임직원 모두 안전과 품질경영에 힘을 쏟습니다.

(주)한국야나세는 “안전, 보건, 환경”이 기업경영의 최우선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명을 존중하고 환경을 중
시하여 ‘안전한 사업장(S), 건강한 사업장(H), 친환경 사업장(E)’ 구축을 위하여 임직원이 적극 동참한다.

Health
건강한 사업장

+

Safety
안전한 사업장

+

Environment
친환경 사업장

모든 임직원 및 협력업체 종사자는 본 방침을 항상 숙지하고 이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HSE 제일원칙

건강보전의 원칙

HSE를 두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에 노력한다.

예방가능의 원칙

HSE
행동강령

HSE System

유해, 위험요소는 발견
즉시 제거하고, 예방활동
에 적극 참여한다.

책임과 의무

친환경 활동원칙

책임있는 행동으로
의무를 다한다.

무오염 그린조선 실현을
위해 친환경적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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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도리와 존중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HSE를 구현합니다.

Health

Safety

Environment

직업병 없는 건강한 사업장

안전한 사업장

친환경 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자연환경

•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교육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지역인근, 해안가 환경 정비 실시

•보호구 착용 생활화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실시

•작업환경측정실시

•신규입사자 안전교육 실시

•건강증진실 설치 추진

•TBM 훈련 실시

•건강증진운동 실시

•3정 5S 생활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실시

•노사합동 월간, 주간 Patrol 실시
•위험기계기구 안전 점검
•위험요소 발굴 및 제거

HSE System

•아차사고 조사 실시
•밀폐구역 작업 허가제 실시
•RCA 기법 활용 사고 조사
•JSA 훈련 실시

대기환경
•비산먼지, 외부 페인트 비산 방지
•소음 방지 위한 주, 야간 발생 점검
(소음측정기 이용)

해양환경
•각종 폐기물 관리
•사업장 내 수시 청소 실시
•해안가 오염 투기 방지 철저

Challenge the
Global Leader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혁신활동으로 (주)한국야나세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도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