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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코코리리아아쉬쉬핑핑가가제제트트는해운∙물류주간지, 월간지및관련서적들을

발간하는 국내 최 의해운∙물류전문 언론사입니다. 당사에서발행하는

주간지 <KOREA SHIPPING GAZETTE>는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한창이던 1971년 창간돼해운∙물류업계와무역업계간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오며선두언론매체로서의입지를확고히다져가고있습니다. 

(주)코리아쉬핑가제트는창사이래비약적인발전과함께다종의해운∙물류

관련 간행물을발간하며 우리나라해운산업의발전에 지 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간 40돌을 넘긴 주간 <코리아쉬핑가제트>를 비롯해 종합

물류지로서 호평을 받고 있는 월간 <물류와경 > <해사물류연감> <해사

물류용어사전> <해사물류인명록> <쉬퍼스가이드> 등이 당사에서 발행하는

주요간행물입니다.

당사는 인터넷 시 에 발맞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현재 <코리아쉬핑가제트> 인터넷신문(www.ksg.co.kr) 및

<물류와경 > 인터넷신문(www.bizlogistics.com), 해운∙물류 무역 전문

취업사이트(www.shipjob.co.kr), 월드와이드선박운항스케줄

(www.shipschedule.com)등다양한온라인서비스를통해해운∙물류업계의

유익한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있습니다. 

해운∙물류업계의 진정한 변지로서 업계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코리아쉬핑가제트임직원은더욱매진할것을약속드립니다. 

COMPANY INTRODUCE

KOREA SHIPPING GAZETTE



현현재재우우리리는는정정보보의의홍홍수수속속에에살살고고있있습습니니다다.. 인인터터넷넷환환경경의의발발달달과과

개개인인미미디디어어의의 확확 로로 많많은은 사사람람들들이이 정정보보를를 수수용용하하는는 동동시시에에

정정보보를를만만들들고고유유통통하하고고있있습습니니다다.. 하하지지만만정정작작 믿믿을을만만한한정정보보,,

심심층층적적이이고고유유용용한한정정보보는는좀좀처처럼럼찾찾기기힘힘들들다다는는말말도도끊끊임임없없이이

회회자자됩됩니니다다..

((주주))코코리리아아쉬쉬핑핑가가제제트트는는4400여여년년간간을을해해운운∙∙물물류류분분야야의의한한우우물물만만을을

판판전전문문언언론론사사입입니니다다.. 창창립립이이후후신신뢰뢰할할수수있있는는뉴뉴스스,, 깊깊이이있있고고

값값어어치치있있는는정정보보제제공공을을통통한한해해운운∙∙물물류류업업계계와와의의동동반반발발전전을을

추추구구해해왔왔습습니니다다.. 해해운운∙∙물물류류가가국국내내수수출출입입산산업업의의 동동맥맥역역할할을을

했했다다면면 당당사사에에서서 발발행행하하는는 다다양양한한 매매체체들들은은 해해운운∙∙물물류류산산업업의의

성성장장과과발발전전에에서서빼빼놓놓을을수수없없는는자자양양분분역역할할을을충충실실히히해해왔왔다다고고

감감히히자자부부합합니니다다.. 

해해운운∙∙물물류류산산업업은은22000000년년 들들어어급급격격한한변변화화의의소소용용돌돌이이에에놓놓여여

있있습습니니다다.. 중중국국이이해해운운∙∙물물류류시시장장의의핫핫키키워워드드로로떠떠올올랐랐으으며며,, 로로벌벌

선선사사및및물물류류기기업업들들은은인인수수∙∙합합병병등등의의방방법법으으로로덩덩치치키키우우기기에에

열열을을올올리리고고있있습습니니다다.. 장장기기호호황황을을구구가가하하던던해해운운산산업업은은미미국국발발

금금융융위위기기를를분분수수령령으으로로한한치치앞앞을을예예측측할할수수없없는는안안갯갯속속항항해해를를

노노정정중중입입니니다다.. 

작작금금의의해해운운∙∙물물류류환환경경에에서서전전문문언언론론의의중중요요성성은은더더욱욱커커지지고고

있있습습니니다다.. 국국내내해해운운산산업업의의태태동동과과발발전전을을함함께께한한주주간간 <<코코리리아아

쉬쉬핑핑가가제제트트>>는는앞앞으으로로도도 해해운운사사와와 화화주주,, 정정부부를를 이이어어주주는는 교교량량

역역할할과과해해운운∙∙물물류류산산업업의의올올바바른른방방향향타타역역할할을을하하는는데데모모든든역역량량을을

집집중중토토록록하하겠겠습습니니다다.. 자자매매지지월월간간<<물물류류와와경경 >>은은국국내내최최초초종종합합

물물류류잡잡지지라라는는수수식식어어가가말말하하듯듯 척척박박한한국국내내물물류류환환경경의의개개선선과과

선선진진화화에에일일조조해해왔왔으으며며,, 앞앞으으로로도도이이같같은은역역할할을을배배가가할할것것입입니니다다..

끝끝으으로로세세계계11위위조조선선국국,, 세세계계55위위해해운운국국위위상상에에걸걸맞맞은은해해운운∙∙물물류류

언언론론사사로로자자리리매매김김할할수수있있도도록록전전사사적적으으로로노노력력을을경경주주할할것것을을

약약속속드드립립니니다다.. 감감사사합합니니다다..

발발행행인인 김김명명호호

CEO MESSAGE

BRIEF HISTORY

1971 1 (주)코리아쉬핑가제트 설립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32-2

표이사 겸 발행인 이택 취임

5 주간지 <<KOREA SHIPPING GAZETTE>> 등록

6 주간지 <<KOREA SHIPPING GAZETTE>> 창간호 발행

1975 1 본사 이전(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43-1)

1977 5 제 1회 당사 사장기 쟁탈 해운인 친선 테니스 회 개최

1978 4 제 1회 당사 사장기 쟁탈 코스모 직장인 야구 회 개최

1980 4 출판사 등록(1-423), 인쇄소 등록(1-32)

11 <<해해운운용용어어사사전전>> 발행

1982 8 <<해해사사물물류류연연감감>> 발간

1983 6 <<Korea Shipping Directory>> 문판 발행

1986 12 <<Shipper’’s Guide>> 발행

1989 7 국내 최초의 물류종합지 월간 <<물물류류시시 >> 창간호 발행

1992 9 Host Computer 도입(Unisys U6000/65) 

1993 12 운송종합정보 <<금금륜륜정정보보>>를 DACOM 천리안을 통해 온라인서비스 개시

1994 7 운송종합정보 <<금금륜륜정정보보>>를 케이엘넷(한국물류정보통신)을 통해 서비스 개시

1995 7 한국통신 95 공공 DB 2개 과제 선정, 서비스 개시

(국내외 항만정보, 세계 해운조선 시황정보) 

1997 1 월간 <물류시 >를 월간 <<물물류류와와경경 >>으로 제호 변경

11 주간 <코리아쉬핑가제트> 웹사이트(www.ksg.co.kr) 서비스 개시

2001 6 해운∙물류 전화번호부 <<Shipping & Logistics Directory>> 발간

2005 10 해운∙물류 전문취업사이트(www.shipjob.co.kr) 서비스 개시

2006 2 <<해해운운∙∙물물류류용용어어 사사전전>> 제 10 개정 증보판 발행

2007 5 월간 <물류와경 > 웹사이트(www.bizlogistics.com) 서비스 개시

10 SK텔레콤과 제휴, 뉴스 및 선박운항스케줄 모바일 서비스 개시

2008 1 일본고모리 인쇄기(4색) 도입

2010 1 표이사 회장 겸 발행인 김명호 취임

2011 4 전자 출판 시스템 신규 개발(스케줄 자동입력 시스템 도입)

6 주간 <<코코리리아아쉬쉬핑핑가가제제트트>> 창간 40주년 기념식 개최(세종문화회관)

11 <코리아쉬핑가제트> 웹사이트(www.ksg.co.kr) 및

<물류와경 > 웹사이트(www.bizligistics.com) 통합개편

스마트폰용(안드로이드폰, 아이폰) 앱개발(뉴스및 선박운항스케줄 검색서비스)

2012 2 스마트폰 모바일웹 개발(m.ksg.co.kr)

3 해운∙물류 무역 취업사이트(www.shipjob.co.kr) 개편

2013 4 표이사 사장 이우근 취임

5 2013년 <Shipper’s Guide> 발행

12 2013년 <해사물류연감> 발행



심층적이고전문적인해운, 항만, 물류,

조선 관련 뉴스와 선박운항스케줄은

<코리아쉬핑가제트>지가 업계의 동반자

로서위상을 지켜온비결이라 생각하며,

한국해운∙물류발전의최첨단에서항상

함께할것임을약속드립니다.

주요국내외해운회사의선박운항스케

줄을 수출입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해

매주 업데이트 된 정보를 제공, 해운

항만물류업계및실화주선적담당자들의

필독서가 되고 있습니다. <코리아쉬핑

가제트>지가 없으면 수출입 업무에 차

질을 빚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동종

업계전문지로는 독보적인위치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주간 <코리아쉬핑가제트>는 국내에서

가장많은발행부수를자랑하는해운∙

물류 전문신문입니다. 주간지로는 유일

하게500페이지에달하는방 한내용이

매주 1만5천부 발행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 주요 해운∙물류회사 부분이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WEEKLY MAGAZINE

선사동향, 정기항로시황, 운임정보, 서비스실태및실무에관한최신자료수록

국내외선사별, 항로별, 항구별선박입출항스케줄주단위로수록

항공, 철도, 트럭, 항만등복합운송에관한각종정보수록

해운유관단체, 외항선사, 국제해운 리점업체, 국제물류주선업체, 항만물류업체, 

내륙운송업체, 해운중개업체, 컨테이너임 업체, 서류송달업체, 해운관련솔루션업체,

콘솔서비스업체, 검수검정업체, 항만부 사업체(항만용역업, 컨테이너수리업, 

물품공급업, 쇼링&럿싱, 선박급유업, 방역&소독) 등정보수록



<물류와경 > 지면한페이지한페이지

마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물류기사와

생생한 현장 취재기사가 수록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더욱더 노력하겠습

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 동북아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종합물류지로서의입지를확고히

하고자 적인변신을 시도하고 있습

니다. 3자물류 및 해운, 육운, 항공을

아우르는 종합물류, 물류기기, 물류센터

등 물류산업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

함으로써 업계의 변자 역할에 충실

하고자합니다.

월간 <물류와경 >은 국내 최초의 종합

물류잡지란타이틀을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물류시 >로 창간할 당시

우리나라는 물류의 불모지나 다름없었

습니다. 물류란개념이국내에처음으로

소개되고 관련 산업이태동할무렵국내

물류업계의 변지 역할이라는 사명감

으로 창간했습니다.

MONTHLY MAGAZINE

물류기업들의최근동향과탐방기사제공

제3자물류기업및물류센터, 육상운송, 해운∙항공시장최신정보제공

커버스토리 : 정부고위관료, 물류기업최고경 자(CEO) 인터뷰수록

물류관련정부정책, 생생한외국물류동향정보제공

물류관리사등물류관련자격증시험기출문제수록



해사물류연감

기타 출판물

쉬퍼스가이드 해운물류용어 사전

본사에서 1982년부터매년발행하고있는

<해사물류연감>은 해운∙물류기업 상세

정보 및인명 정보, 관련 통계 등을 수록한

국내 유일의해운∙물류정보총람입니다.

해운∙물류업계업종별동향과실적, 상세한

시장분석자료, 해운∙항만∙복합운송∙조선∙

물류업체 및 관련단체(기관)의 임원현황

연혁주소전화번호이메일홈페이지 등을

아우르는 종합정보가매년 본연감에 수록

됩니다. 

정부및해운∙물류관련단체및기업들의

주요행사및사건등기록성짙은사진으로

엄선해 엮은‘해사물류화보집’, 항로별

물동량 취급현황, 선사별 수송실적, 업

실적 등 독점적인‘통계자료’, 2천여명의

정부당국해운항만물류기업및 단체, 학계

종사자들의 상세정보를 담은‘해사물류

인명록’등은 본지에서만 공급하는 독점

콘텐츠입니다. 

<쉬퍼스가이드>는 1986년 첫발간이래

수출입 화물운송의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인선박에관한모든정보를수록한

필독서로자리매김했습니다. 

정기선사들의전세계해상항로운 현황

및 선박 상세정보는 무역을 하는 사람

이라면반드시알아야하는가장기초적

이면서도가장중요한정보입니다.

화주들의 핸드북 <쉬퍼스가이드>는

국내에기항하는 수많은 선사와선박에

한 정보를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안내서입니다.

((주주))코코리리아아쉬쉬핑핑가가제제트트는는 해해운운∙∙물물류류 분분야야의의 정정기기간간행행물물 외외에에도도

해해운운∙∙물물류류업업계계 종종사사자자께께 도도움움을을 드드릴릴 수수 있있는는 각각종종 정정보보서서적적을을 발발간간하하고고 있있습습니니다다..

물류시장이 최근 빠르게 발전하면서

관련용어도새롭게도입생성되고있습

니다. 본사에서 발행하는 <해운물류

용어 사전>은 1천페이지란분량이말해

주듯무역및해운, 물류, 조선, IT, 해상

보험, 항만, 물류기기, 창고보관, 일반

경제상식 용어를 총 망라해 수록하고

있습니다. 

1980년 첫 발행 이후 증보를 거듭해

제 11 증보판이발행됐습니다. <해운물류

용어 사전>은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향상을위한길라잡이가될것으로확신

합니다.



Use the Mobile App & the Mobile Web

모모바바일일 웹웹서서비비스스

모모바바일일 앱앱서서비비스스

스스마마트트폰폰에에서서 인인터터넷넷 접접속속

mm..kkssgg..ccoo..kkrr

마마켓켓((안안드드로로이이드드마마켓켓,, 앱앱스스토토어어))에에서서

‘‘코코리리아아쉬쉬핑핑가가제제트트’’검검색색

코코리리아아쉬쉬핑핑가가제제트트 앱앱다다운운로로드드

www.ksg.co.kr

본사는빠르게발전하고 있는인터넷시 에 응해 <코리아쉬핑가제트> 인터넷신문(www.ksg.co.kr) 및

<물류와경 > 인터넷신문(www.bizlogistics.com)을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은 활자매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최신 뉴스, 풍부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합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최신 해운∙물류 관련뉴스와 선박운항스케줄, 해운∙물류업체 정보, 인명 정보, 각종 통계자료

등을 간편한 검색기능으로 언제어디서나 손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21세기 정보통신 시장의 총아라 일컬어지는 스마트폰 중화를 겨냥해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앱)과모바일웹(m.ksg.co.kr)을개발해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급변하는 정보기술환경에 맞춰 당사에서제공하는 정보들이다양하고 편리하게 독자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새로운콘텐츠발굴과 시스템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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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JOB은해운∙물류종합정보기업인 (주)코리아쉬핑가제트에서운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해운∙물류무역분야전문취업사이트입니다. 

SHIPJOB은 해운∙물류 무역기업들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채용하도록, 또한 유능한 인재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찾을 수 있도록상호연결하는 다양한서비스와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바로 SHIPJOB에 문의하세요. 

구인∙구직의해답이보입니다.

SHIPJOB(해운∙물류무역취업사이트)

www.shipjob.co.kr

산뜻한 디자인

용이한 채용정보와 이력서 등록

다양한 인재 검색 기능

지역별, 업종∙직종별 채용정보 검색 기능

구직자에게직접입사지원요청, 인재스크랩기능을통한효과적인인재채용

채용정보 스크랩, 온라인 입사지원 등을 통한 손쉬운 구직 활동

코리아쉬핑가제트의 메인사이트와 연계하여 채용광고 효과 극 화



KYUNGBOK PRINTING

(주)코리아쉬핑가제트는 양질의 출판시스템

구축을위해지난1991년부터경복인쇄(주)를

설립해운 하고 있습니다. 

경복인쇄는당사에서발행하고있는출판물을

비롯해 각종 간행물, 카탈로그, 팸플릿,

전단지, 3단달력, 다이어리등을인쇄제작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인쇄기기인 일본 고모리

인쇄기(4색)를 도입함으로써 고품질의인쇄

물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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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지원본부

신문사업본부

기획관리부

관리팀 02-3703-6321

공무팀 02-3703-6371

서울본사 : 서울시종로구자하문로2길 13-3 KSG빌딩
TEL 02-3703-6300~4

부산지부 : 부산시동구중앙 로 180번길 13, 909호
TEL 051-469-7866

뉴미디어사업부

광고∙마케팅부

마케팅팀 02-3703-6334

편집디자인팀 02-3703-6355

취재부

주간지팀 02-3703-6346

월간지팀 02-3703-6335

DB팀 02-3703-6345

지역통신원

부산지부 051-469-7867

온라인팀 02-3703-6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