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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WE OFFER
PRELIMINARY STUDIES
CONCEPTUALISATION AND DESIGN
CONSTRUC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MARKETING
TRAINING

DEPARTMENTS
MANAGEMENT & 
DEVELOPMENT CONSULTING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NAUTICAL TECHNICIANS 
SAFETY - ENVIRONMENT SUPPORT
FINANCIAL - TAX - LEGAL
IMAGE AND OPERATIONS

MARINA & PORT 
MANAGEMENT CONSULTANTS

Iniciativas Portuarias de Mallorca Management S.L.  
(IPM-management) is part of a group of companies related with 
the nautical sector that are involved in management, development, 
investment and consultancy. Since 1999 its activity has been focused 
on the creation of marinas, technical areas, dry docks, and boat repair 
and maintenance companies, both on the Balearic Islands and on the 
Spanish mainland. Some of its most notable projects include the 
marinas of Marina Port de Mallorca and Marina Ibiza, the technical 
area, Servicios Técnicos Portuarios (STP), and the shipyards, 
Varadero Valencia and Varadero Ibiza.

IPM-management – your investment in good hands. 
IPM-management’s experience means high client satisfaction levels, 
efficient management and company profitability. This is all thanks to 
a highly qualified team that is specialised in the different professional 
fields related with the company’s activities. It has experts in areas 
such as design, construc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safety and 
the environment. 

Professionalism, self-imposed standards of excellence, innovation 
and versatility are the keys to a successful business. And that’s why 
these are the keys of IPM-management.

해상   및    항구의   
관리   업무의   고문   조언자들

이니시아티바스 포르투아리아스 데 마요르카 메니지먼트 
회사는 마요르까 항만 기획 경영 합자 회사(IPM 관리)로
서 해양 산업 관련 여러 회사들의  일부분입니다. 그 분야
만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발자, 투자자 및 고문의 역
할을 합니다. 1999 년 이래로, 해양 기술 분야, 건조독 및 
수리 업체 및 보트 유지 보수와 선착장 건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및 군도를 포함합니다. 그 모든 사업
들 중 뛰어난 사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착장, 마리나 
이비사와 마요르카의 마리나 포트, 기술 영역;, 포트 기술 
서비스 (STP)와, 조선소,  발렌시아 건조독과 이비사 건조
독이 있습니다.

IPM 관리 – 안전한 투자.

IPM –관리 경험은 고객 만족, 관리 효율성과 기업 수익성
으로 변환됩니다. 이모든 것이 직업상 관련된 여러 분야
의 전문가 자격을 갖춘 분들과, 설계, 건설, 관리 및 운영, 
안전 및 환경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덕분입
니다. 전문 직업성, 자체적 요구, 혁신 및 다목적 융통성
은  수익성 사업의 열쇠입니다. 그래서IPM 관리의 키 포
인트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사전 연구 
컨셉화 및 디자인 
건설 
관리 운영 
마케팅 
교육

부서
관리 및 
개발 컨설팅 
공학 및 건축 
항해 기술자 
안전 환경 지원 
금융 - 세금 - 법 
이미지 및 운영



DRIVE FOR IMPROVEMENT INNOVATION TRANSPARENCY SOCIAL RESPONSIBILITY ENVIRONMENTAL PROTECTION 
PROFESSIONALISM  TOTAL QUALITY  EXCELLENCE  PRIORITY: OUR CLIENTS’ TOTAL SATISFACTION 

개선, 혁신, 투명성, 사회적 책임, 환경 보호 전문성, 종합 품질 탁월함을 위해 달려 보십시

요  우선 순위; 고객님의 만족



Paseo Marítimo, 35 A bajos - 07014 Palma de Mallorca - Spain
phone: 0034 971 739 030  fax: 0034 971 221 621
direccion@ipm-management.com  www. ipm-management.com

가브리엘  로까 가  35 a 번지  하  07014  빨마  데  마요르까 – 스페인

전화 번호:    팩스 번호: 
direccion@ipm-management.com  www. ipm-manage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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