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받는 고품격 선박 편의치적 서비스로 선박의 가치
를 높여 드립니다.



바하마 기국은 199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선박 등록, 선박 안전 요구 사항 시행, 
바하마 국적 선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준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선단과 함께, 바하마 기국은 현재 6천 5백만 
톤 이상의 선박으로 구성된 세계 10대 해운 기국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해양 국가인 바하마의 번영과 풍요의 대부분은 다음을 
포함한 세계 해운 서비스의 성장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선호하는 크루즈 기항지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 
 드라이 도크가 있는 수리 시설 
 석유 제품, 환적 및 벙커링 시설 
 해운법, 금융, 보험 및 중개업 등 쉬핑 서비스 허브

바하마 기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혁신, 신뢰, 서비스  
바하마 기국에는 우수한 
품질이 있습니다. 

1450+
Bahamas 

Registered 
Vessels

Global
Support 
Services

64.5 Million 
Gross Tons 
Registered

Qualship 21, 
Whitelist and Low 
Risk Flag Status 

in Paris, Tokyo MoU

바하마 기국의 Fleet

Port of Nassau, Bahamas

바하마 기국의 Fleet

바하마 기국은 선박 종류에 대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와 그들의 
특정 니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하마 기국은 세계적인 크루즈 Fleet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객선은 바하마 기국 등록 선박 수의 13%를 차지합니다. 일반 
화물선이 5%, 유조선이 14%, 벌크선이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오프쇼어 오일 및 가스 지원 선박을 지원하는 기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등록된 선박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r

Tanker 25%

Bulk Carrier 19%
General Cargo7%

Passenger/HSC 11%
Containe3%

Car Carrier/RoRo5%

Offshore
15%

Reefer6%

9%

Miscellaneous 



글로벌 오퍼레이션

A Global Presence

7 Out of hours  
emergency contact:
Phone: +44 7977 471220
Email: ero@bahamasmaritime.com 

200+ Approved auditors and 
inspectors globally

Regional
offices

To find your nearest inspector, please visit
www.bahamasmaritime.com/inspectors-list/

Bahamas
Fleet: 1%

GT: 0.658m

China
Fleet: 1%

GT: 0.658m

Germany
Fleet: 1%

GT: 0.658m

Netherlands
Fleet: 5%
GT: 3.29m

Poland
Fleet: 3%

GT: 1.974m

Canada
Fleet: 10%
GT: 6.58m

UAE
Fleet: 2%

GT: 1.316m

Italy
Fleet: 2%

GT: 1.316m

Greece
Fleet: 17%

GT: 11.186m Japan
Fleet: 9%

GT: 5.922m

USA
Fleet: 11%
GT: 7.238m

UK
Fleet: 3%

GT: 1.974m

LONDON
Tel: +44 20 7562 1300

london@bahamasmaritime.com

NASSAU
Tel: +1 242 356-5772

nassau@bahamasmaritime.com

Norway
Fleet: 15%
GT: 9.87m

NEW YORK
Tel: +1 212 829 0221 
newyork@bahamasmaritime.com

PIRAEUS
Tel: +30 210 429 3802 
greece@bahamasmaritime.com

TOKYO
Tel: +81 3 6402 5274
tokyo@bahamasmaritime.com

SEOUL
Tel: +82 2 2135 1113
korea@bahamasmaritime.com

HONG KONG
Tel: +852 2522 0095  
hongkong@bahamasmaritime.com



24/7 글로벌 
비상 대응력
 
24시간 이용가능한 전담팀이 유사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파리 및 도쿄 MOU의 
모든 PSC 화이트리스트 
및 "저위험" 기국

바하마 기국은 7/10 PSC 체제에서 
경쟁 기국들을 상대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7년 이상 동안 바하마 
기국은 파리 MOU Port State 검사에 
화이트 리스트로  포함 되었습니다.
바하마 기국은 등록된 선박이 PSC 
수검 시 디텐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국 
등록 비용

뛰어난 가치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등록 비용

업계 최고의 온라인 
등록 시스템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 최고의 온라인 등록 시스템

모든 선박 유형을 
고려합니다.

모든 연령 또는 톤수의 선박과 
12m LOA 이상의 모든 요트에 대한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선박 유형에 
대한 등록 전문 지식

바하마 기국팀은 모든 주력 
선박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적시에 효과적인 
등록 프로세스 - 하루 
안에 완료 가능
 
아시아, 북미 및 두 개의 다른 
유럽 시간대에 직원이 상주하는 
사무소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등록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활성 IMO 구성원 상태

영향력 있는 조직과 높은 수준의 
연계로 선주사 및 관리사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Vessels L-R: Heroic Striker, Lalla Fatma N'soumber, Ocean Europe, CMG Africa Two, Ariake

바하마 기국은 등록된 모든 
선박이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바하마 기국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전 세계 기국검사 
네트워크

선박이 모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주요 항구와 지역을 커버합니다.

US Coast Guard 
Qualship 지위 

바하마 기국은 2011년부터 
Qualship 21의 지위를 유지하며, 
안전 및 품질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해상 우대 협정

바하마 선적 선박은 중국의 
모든 항구 입항 시 톤세 28%
의 우대 할인을 받습니다.

이중 등록/
bareboat 등록

이중 기국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Signatory of 
Bustamante Code

브라질 근해에서 운항하기 
위해서는 브라질이나 부스타만테 
법규에 서명한 다른 나라의 기국에 
선박을 등록해야 합니다.

바하마 기국은 부스타만테 법규의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브라질 
오프쇼어 부문에서 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Registry 중 하나입니다.

전자증서

모든 바하마 기국의 선박에 
전자증서가 발급이 승인됩니다.

바하마 등록 선박에 
대한 전세계 지원 제공

아시아, 유럽 및 미국 
전역에 위치한 사무소

LSA 서비스 공급자

바하마 기국은 승인된 LSA 서비스 
제공업체의 글로벌 목록을 관리합니다.



주요 산업 조직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바하마 기국은 가능한 최고의 서비스 표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하마 기국은 지속적으로 기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선주들이 이러한 주요 
해사협회 내에서 보유한 지식, 모범 사례 및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 상위 Level 수준으로 
귀사의 이익을 대변 합니다.

바하마 기국은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과 
지도를 받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 
및 기타 선도적인 산업 포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바하마 기국은 IMO 이사회의 오랜 회원이며 IMO 및 ILO에서 
적극적인 대표자 역할을 제공하는 전담 해사 부서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IMO의 궁극적인 의사결정 권한이며 모든 선주는 
규제 과정에 대한 이러한 직접적인 입력으로 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바하마 기국은 IMO의 가장 큰 재정적 기여자일 
뿐만 아니라 IMO에 의해 만들어진 기술적, 법적, 행정적 
규제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바하마 기국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법률을 
안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온실 가스 전략 
 승선 준비의 안전 및 구명보트의 환기 
 요구사항의 조기 구현 및 산업 인력의 안전한 수송 

바하마 기국의 모든 해운 사업에 대해 바하마 기국의 
풍부한 전문 지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바하마 기국은 IMO에 대한 등록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IMO의 핵심 원칙인 해상안전 및 보안, 해양환경 
보전, 선원의 전문성이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지켜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하마 선주 협회 협력사 현황.

바하마 선주 협회(BSA)는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목적을 가진 회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BSA의 목표는 바하마 등록선박 선주사의 이익을 촉진하고 
바하마 기국과 협회 회원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IMO의 심의에 관한 장래 적인 국제정책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선주사에게 제공하는 것과 
바하마 국적 선박의 이익을 위해 로비를 하도록 유럽 
연합, 파리 MOU, 미국 해안 경비대 및 미국 환경보호청과 
같은 국제단체와의 미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BSA는 국제 해운 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의 적극적인 참가자로서 회원을 대표합니다.
BSA 이사회는 다양한 국가 및 해운 부문의 소유자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기 회의를 개최합니다.

바하마 기국 선주사들

해사업무

www.bahamasshipownersassociation.com
bsa@bahamasshipownersassociation.com



서비스 품질 보장은 우리의 
DNA에 있습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레지스트라:   
아시아, 북미 및 2개의 다른 유럽 시간대에 
상주하는 사무실에서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인 등록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등록 프로세스:  
작업 지연 없이 모든 국제 표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전담 등록 팀과 등록 기관은 전체 등록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을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선박 및 모기지 프리미엄 등록 서비스:  
전 세계에 위치한 바하마 기국 임명 검사관 네트워크와 
함께 바하마 기국 사무실을 통해 글로벌 범위를 
제공합니다. 업무처리는 매우 촉박한 마감일까지도 
완료될 수 있으며 근무 시간 외에도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질문에 대한 응답이 가능:  
등록 팀을 넘어 전체 조직으로 확장되는 
고위 직원에 대한 직접 액세스를 통해 
질문에 즉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판:  
바하마 기국은 공증인, 주요 선박 금융가 및 
선박 소유 고객을 대신하는 금융가 변호사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법률 지식:  
상당수의 등록 팀이 법률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Bahamas Maritime Authority (BMA)는 모든 
유형의 선박을 등록에 등록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 
및 안전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요건의 
일부로 선박의 기술적 적합성과 연령도 바하마 
국기를 게양하도록 승인되기 전에 고려됩니다. 

F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외국인 소유 선박은 바하마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12년 이상 된 선박은 공인 바하마에서 
실시하는 사전 등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관 및 신청서는 개별적으로 승인됩니다. 순톤수가 
1600톤 미만인 선박에 대한 신청서도 등록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바하마 국민, 기업 소유 또는 외국 소유의 선박은 바하마 
국적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등록관련 문의: 
reg@bahamasmaritime.com

가격 옵션에 대해 논의하려면 등록 팀에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www.
bahamasmaritime.com

바하마 기국의 온라인 
선박 등록 비용 계산기 

선박등록



고객사의 선박의 최적의 
운항 상태를 유지하고 선대 
퍼포먼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명 안전, 해양 보안 및 해양 환경 보호는 바하마 기국 
작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경험이 풍부한 검사관을 사무실에 배치합니다. 

검사 및 조사 부서는 등록된 모든 선박이 해당 국제 및 국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부서는 기술적으로 
허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제안된 선박을 검토하고 바하마 
기국 연간 검사 프로그램, 항만국 통제, 승인된 조직, LRIT 및 품질 
통제를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이 부서는 또한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바하마에서 승인한 LSA 서비스 제공업체(BASP)의 임명을 승인합니다. 

바하마 연방이 당사자인 바하마 규정 및 국제 협약의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사, 감사 및 인증은 Marine 
Notice 02에 나열된 승인된 조직에 위임됩니다. 

12개의 모든 IACS 선급은 바하마에 등록된 선박 및 바하마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에 대해 법적 인증 및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바하마 공인 단체

Investigations 부서의 역활은 
다음과 같습니다:

Investigations 부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인명손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부서는 선주사와 함께 일하므로 선주사와 함께 부상자로부터 
배운 교훈을 통하여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서는 바하마 영해 내에서 
또는 세계 다른 곳에서 바하마 등록 선박과 관련된 모든 해양 인명손실 사건이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하마 기국의 광범위한 조사 경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수행합니다. 바하마 기국의 숙련된 선원 팀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사건을 검사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는 추세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며,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바하마 Fleet 간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해양 인명손실 및 해양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수행 
 권장 사항 및 안전 개선을 위해 배운 교훈을 포함하는 해양 안전 조사 보고서 발행 
 현재 규정의 바람직한 변경 사항 결정 
 해양 안전 조사에서 국내 및 국제 협력을 개선 

완료된 조사 보고서를 보려면 하기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bahamasmaritime.com 

바하마 기국은 선주사, 관리자 및 마스터에게 사건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조사 부서에 참여하고 팀에서 요청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전의 개선을 위해 
협력합니다.

InvestigationsInspections & Surveys



목록을 보려면 하기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요.

www.bahamasmaritime.com/stcw-training/

선원 및 매닝 부서는 바하마 선박에 고용된 모든 선원이 훈련 및 인증 표준에 관한 
국제 협약(STCW)에 따라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서는 바하마에서 서면 및 구두로 STCW Deck & Engineering Certificate of 
Competency(CoC)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하마 기국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 해양 관리 기관에서 발행한 STCW 인증서를 
인정합니다. 

선원 및 매닝 부서는 또한 IMO 협약, 규정, 결의안 및 산업 표준에 따라 훈련 제공자를 
승인하고 역량 인증서 및 숙련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바하마에 등록된 선박 및 유닛은 
적절하게 훈련된 인력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국제 및 국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바하마 
기국은 또한 적절한 근로 조건에 대한 
선원의 권리를 규정한 해사 노동 협약
(MLC) 2006의 완전한 준수를 
기대합니다. 

선원을 위한 최고의 기준 보장 

바하마 기국 승인 교육 제공자 선박을 위한 온라인 등록

문서의 적시 처리를 촉진하고 고객 서비스 제공을 향상하기 위해 바하마 기국은 바하마에 등록된 선박을 대리하는 선주, ISM 
관리자 및 대리인을 위한 업계 최고의 온라인 등록 시스템(BORIS)을 개발했습니다. 

BORIS는 등록된 사용자에게 다음을 
제공합니다:  

 단일 선박 세부 정보 입력의 이점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애플리케이션 추적 - 
 문서 및 응용 프로그램의 전자 제출을 통한 환경 친화적 

솔루션 
 생성된 문서의 다운로드 가능한 시스템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
 온라인 선박 검사
 온라인 선원 신청서의 제출 보장 
 통제 수준 증가
 온라인 양식 작성을 포함한 전체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는 능력 
 선박 이름 예약 옵션 
 바하마 증명서의 인보이스 지불 및 상태(또는 유효성)를 

확인하는 옵션 

바하마 기국은 선주와 선박 관리자가 선원 교육 및 개발에 투자하고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제공자는 BMA의 유명한 감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STCW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바하마에 등록된 선박은 선상에서 STCW 
단기 코스(CoP) 또는 단기 재교육 코스를 운영하기 위해 바하마 기국의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선단, 특히 수천 명의 선원이 승선하는 
크루즈선을 보유한 선주에게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바하마 기국의 감사를 받은 교육 센터만 바하마 기국 
승인 교육 제공자 목록에 포함됩니다. 

업계 최고의 온라인 등록 
시스템 

To login or register for an account, visit

public.bahamasmaritime.com

주요한 이점

사용자의 주요 이점은 향상된 시스템이 선박 세부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되므로 등록 양식을 작성할 때 선박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등록 
프로세스 동안 상당한 시간 및 비용 절감과 함께 비즈니스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선원과 매닝 



Nassau (Bahamas)
Tel: +1 242 356-5772
nassau@bahamasmaritime.com

New York (USA)
Tel: +1 212 829 0221
newyork@bahamasmaritime.com

London (United Kingdom)
Tel: +44 20 7562 1300
london@bahamasmaritime.com

Piraeus (Greece)
Tel: +30 210 429 3802
greece@bahamasmaritime.com

Hong Kong (China)
Tel +852 2522 0095
hongkong@bahamasmaritime.com

Tokyo (Japan) 
Tel: +81 3 6402 5274
tokyo@bahamasmaritime.com

Seoul (Korea)
Tel: +82 2 2135 1113
korea@bahamasmaritime.com

Contact us

bahamasmaritim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