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의 서비스

고객 개개인에 맟춤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 최고

의 해운 대리점



“ A customer is the most important visitor on our premises. 

He is not dependent on us. We are dependent on him. 

He is not an interruption in our work. 

He is the purpose of it. 

He is not an outsider in our business. He is part of it. 

We are not doing him a favor by serving him. 

He is doing us a favor by giving us an opportunity to do so.”

Mahatma Gandhi

인도 전역 광대한 네트워크 보유
(55개 이상의 현지 대리점)

인도에서 가장 신뢰받는 대리점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팀 구성

대리점 업무 관련 혁신적인 
포트폴리오 제공

해운업 및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술 및 인적 자원에 기반하여 윤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고객 가치 제공

기업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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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대의 대리점 네트워크

인도 뭄바이 본사

인도 전역의 55개 

이상의 지점

Port Location 

Samsara Office

Jaland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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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el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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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ara는 1996년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사는 핵심 역량을 온전히 해운 산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하여  
산업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운, CFS, ICD, 철도 및 터미널 
운송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통해 고객 중심 서비스 
솔루션을 창조하였습니다.

전략적 자체 네트워크, 우수한 산업 노하우 
및 전문가 팀을 통해 당사는 세계 

적인 수준의 “End to End” 공급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선 대행 서비스

Samsara는 다양한 인도 항구를 통해 서비스되는 단거리 해양 목적지 및 환
적 거점을 커버하는 유명 컨테이너 지선 운영사를 대행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들이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RO-RO 선박 대행 서비스

전문적이고 고효율적인 해양 운송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RO-RO선의 안정
적인 운형을 위해 전세계 주요 항구를 항해하는 RO-RO 선박 현장 대행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

인도 전역의 항구에서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컨테이너선사들의 대리점 업
무를 행하고 있으며, 당사 고객의 미국수출입은행(EXIM) 점유율을 높이는 
것에 일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선박 회전율, 효율적인 현장 업무 처리미 및 컨테이너 운영을 보
장합니다.

벌크/부정기 화물선박에 대한 항만 대행 서비스

Samsara는 유명 드라이벌크 선박 소유주, 경영인, 운영자, 용선자를 대행
하여 인도 항구에서 모든 규모의 선박을 정기적으로 취급합니다. 당사의 
현지에 대한 지식 역시 고객의 귀중한 선박의 경제적이고 빠른 순환을 가
능하게 합니다.

Samsara는 석탄/코크스, 철광석, 비료, 농업제품 및 기타 건조 벌크 상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단결

가치 주도, 고객 중심 솔루션 제공

브레이크 벌크선 대리점 업무

당사는 브레이크 벌크 정기선 서비스 분야에서 오랜기간 실력을 쌓아 온 전
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현지 네트워크를 통하여 하역작업을 
포함한 기타 선박 운영 업무에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당사는 고객들의 믿음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파이프, 빌렛, 강관 등의 철제품들을 비롯하여 곡식, 쌀, 목재 등 브
레이크 벌크 전 부문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 운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화물 및 중량 화물

Samsara는 프로젝트 화물 취급 부문에 경험이 풍부한 인원으로 구성된 팀
을 통해 인도 항구에서 주요 프로젝트 화물선을 정기적으로 취급하고 있
습니다.

당사는 세계적인 해운업체들을 비롯하여 민간 및 정부 차원의 주요 산업 
가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 팀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ISO/Flexi 탱크 서비스

Samsara는 복합 노선을 통해 위험/비위험 액상 화학물질을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송하는 혁신적인 개념의 ISO / Flexi 탱크 서비
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당사의 강점인 “국제 안전 규정 준수”, “역량 있는 기술 및 사업 자문단”,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관련 장비 제공” 등은 고객사에게 비용 대비 효율적인 탱커 
운송 시스템을 제공 가능케 합니다.

유조선 대리점 업무

당사는 원유, LNG, LPG 및 기타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유조선 운영에 
필요한 탄탄한 기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조선 운영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정통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보유한 당사의 구성원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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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ICD 및 터미널

Samsara의 관계사들은 인도 전역의  다양한 항구 및 내륙에서 각종 CFS(Container 
Freight Stations) 및 ICD(Inland Container Depots)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는 고객사들에게 쉽게 접근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당사 및 관계사들의 노력은 최고의 인프라 구현을 가능케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고객사에게 높은 수준의 정보 및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항구 마케팅

인도의 세계적 항구에 대한 매우 전문적인 항구 마케팅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sara는 인도 해상무역협회와 함께 전문적인 방식으로 외국 항구 홍보
를 돕는 세계적 정기선 선주/운영자, 물류 회사, 항만공사 및 터미널 운영자
와의 연락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박 중개 및 상업 관리

당사의 풍부한 국제적 경험을 갖춘 선박 Broker 팀은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  
서비스를 통해 항해/정기 용선주들이 원활하게 항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
습니다.

Samsara는 인도 전지역의 화주 및 수탁인 등 관계자들과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덕분에 고객사에게 즉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TRANSCHART 패널 List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사는 귀사와 더불어 견고한 Business 관계를 
통해 미래를 함께하길 희망합니다.

철도/내륙 운송

Samsara의 관계사들은 Pan India 기반으로 컨테이너 수송 열차를 운영권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륙지역과 Nhava Sheva, Mundra 및 Pipavav 
등의 주요 항구와 연결하여 효율적인 화물 운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당사 및 관계사들의 역동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당사는 인도 북부 및 인도 남부에서 주요 ICD를 커버합니다. 당사는 또한 
250대가 넘는 트레일러를 통해 도로 운송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통관 서비스

Pan India와 함께 인가된 통관 대리인으로 인해 당사는 인도에서 통관 및 그
와 결합된 물류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고 있으며 모든 물류 관련 필요를 위한 
단일 창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절차와 기술과 더불어  여러 관계 당국과의 견고한  
네트워크는 화물이 고객에게 저비용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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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귀중한 고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상 경력은 해당 기업의 입지를 증명합니다.
또한, 그 입지를 지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바퀴는 계속 굴러
갈 것입니다.

매해 끊임 없이…

“Shipping Agent 
of the Year” 

부문 게이트웨
이 상

“Ship Agency of 
the Year” 

부문 해상 표
준 상

“The Shipping 
Agent of the Year”

 부문 해상 무역상

“The Shipping Line 
Agent of the Year” 
Lloyd’s List Award 

상

“The Shipping 
Agent of the Year” 

부문 인도 해상 물
류 상

“Shipping Agent 
of the Year”

_부문 MALA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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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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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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