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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간 14주년을 맞는 월간KORSHIP은 조선해양(Shipbuilding & Offshore) 전문지입니다. 

국내 조선해양 업계를 대변해 온 월간KORSHIP은 2009년 4월 창간되어 최신 정보와 뉴스, 기

술기사 등 특화된 컨텐츠를 통해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글로벌 조선해양 전문

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월간KORSHIP은 세계적인 잡지로 거듭날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월간

KORSHIP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조선해양 관련 잡지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 영문과 국문(혼용)

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월간KORSHIP은 세계 유수의 해외 기자재, 엔지니어링, 설비 등 관련 업체 및 관계자들이 구독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외 조선해양 분야에 종사하는 월간[KORSHIP]의 구독자 

수는 온라인-오프라인을 합해 약 50,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중견 조선소를 비롯해 조선 기자재, 해양

플랜트 설비, 장비 등 조선해양 분야별 총 2,000여 기업 및 종사자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월간KORSHIP은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RMARINE), Gastech, SMM 등 세계적인 전시회들

의 미디어 파트너사로 선정되어 조선해양 전문지로서의 공신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월간

KORSHIP은 KORMARINE 공식 지정매체로 국내외에서 유일합니다.

월간KORSHIP은 국내 기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해양 산업의 성장 및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매체 소개



편집인 소개

잡지명 월간 KORSHIP (코쉽)

창간일 2009년 2월 26일

발행인 최요섭

편집장 이충훈

선임기자 이명규

광고 서기종 부장

 &. 해외 광고 및 기사 게재 문의 (korshipeditor@gmail.com)

출력실 형제인쇄

인쇄소 형제인쇄

발행처 프로콘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3(에이스비즈포레 313호) 

(우편번호 08500)

연락처 82-2-3489-1114

팩스 82-2-6442-2168

대표 E-mail korshipeditor@gmail.com

웹싸이트 http://www.korship.co.kr

KORSHIP 발행부수

발행일 매월 1일

발행부수 매월 4,000부

 &. KORMARINE 전시회 기간 15,000부 발행



2022년 10월 기준으로 월간KORSHIP의 온라인 구독자 수는 53,214명이며, 오프라인 구독자 

수는 4,015명입니다.

- 온라인 구독자: 53,214명
온라인 구독자는 월간KORSHIP 홈페이지 방문객, KORMARINE 전시회 참관객, 한국조선해양

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 Korea Marine Equipment Association),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KOSHIPA, Korea Offshore & Shipbuliders  Association) 등 조선해양 관련 협회 및 회원사 등의 

데이터를 기반해 산출했습니다.

- 오프라인 구독자: 4,015명
오프라인 구독자는 월간KORSHIP이 정기적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

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메이저 조선소를 비롯해 국내외 중소 조선소 및 조선해양 기자재업체, 

조선해양 관련 협회 등의 주요 구독자와 정기 구독자를 합산한 것 입니다.

업종별 | 
월간KORSHIP은 조선소와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들을 타깃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플랜트 시장 확대에 따라 설비, 엔지니

어링, 장비, 설계 툴 등 관련 기업들의 독자

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역별 | 
상당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해양 분야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월간KORSHIP을 구독하

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들이 증가했습니

다.

독자 분석

엔지니어링 10%

장비 및 툴 6% 물류 및 운송 3%

기타 2%

조선 67% 28% 해양 33%

설비 12%

기자재 32%

조선소 35%



지역별Ⅰ| 
월간KORSHIP은 현재 영문/국문 혼용으로 

잡지가 발행되고 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을 통해 글로벌 조선해양 기업들에게 배포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II | 
지역별 구독자를 보면, 대형 조선소 및 조선

해양 기자재들이 집중되어 있는 경상도 지

역에 독자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 
해양플랜트 및 LNG선, 그린십, 대형 컨테이

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가 확대됨

에 따라, 엔지니어링 및 설계 분야의 구독자 

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 
조선산업이 해양개발 플랫폼 분야에 집중하

게 되면서 오일 & 가스 산업과 플랜트 산업

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자동

화 및 그린십 역시도 조선산업에 있어 핫 이

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외 21%

국내 79%

해외 15%

경기도 5% 기타 3%

서울 12%

전라도 13% 경상도 52%

구매 12% 기타 9%

영업 14%

공정 15%
연구소 18%

엔지니어링
및 설계 32%

선박 자동화 18%

그린십 10%

기타 3%

플랜트 19%
해운 23%

오일 및 가스
27%



기사 구성
월간KORSHIP은 국내외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의 현황과 향후 동향, 뉴스, 

기술, 제품 소개 등 다채로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pecial Report
조선해양 업계의 특정 산업에 대해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Feature Story
조선해양 업계의 전반적인 흐름과 현황을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Business News
업체 동정, 인사 등 가장 최근 뉴스들을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Issue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Company & Comment [업체탐방]
국내외 조선해양 업체들 가운데 신생업체 또는 유망업체를 발굴하여 소개합

니다.

New Order
국내외 조선해양 업체들의 수주 소식을 전달합니다.

Technology
최신 기술 및 솔루션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Application
적용 사례를 통해 현업에서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New product / Product review
최근 발표된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The Shipbuilding Market share
클락슨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외 조선업계를 분석합니다.

People
조선해양 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른 기업 또는 인물을 인터뷰합니다.



※ 기사 게재 안내
월간KORSHIP은 국내외 조선해양 업계의 홍보 및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뉴스, 제품, 기술 등 다양한 기사들을 무료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조선해

양 업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메일: korshipeditor@gmail.com

• 문의: 82-2-3489-1114

• 기사마감: 매월 15일

에디터 카렌더 2023

2023 Special Report Feature Story

Jan 2023년 조선산업의 전망 중국조선산업 현황

Feb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의 현황 및 전망 인도조선산업 현황

Mar 해운산업의 현황 및 전망 일본조선산업 현황

Apr 해양풍력산업의 현황 및 전망 선박계측장비산업

May 조선&해양 스마트 기술산업의 현황 및 전망 심해저산업

Jun 그린십산업의 현황 및 전망 해양로봇

Jul 해양레저산업의 현황 및 전망 BWMS

Aug 선박엔진산업의 현황 및 전망 해양케이블과 로프

Sep 중소형선박산업 도장도료산업

Oct 선박수리산업의 현황 및 전망 선박안전장비산업

Nov 해양플랜트산업의 현황 및 전망 위그선

Dec 2023년 국내외 조선산업의 진단 군함 및 조함



광고 단가표

월간KORSHIP은 광고주의 홍보 및 마케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광고 단가표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메일: korship@korship.co.kr          • 문의: 82-2-3489-1114

• 광고마감: 매월 15일                      • 발행일: 매월 1일

• 발행부수: 매월 4,000부

지면 색도 SIZE (가로X세로) 가격 (원)

표지 1 4도 칼라 210 X 210 mm 4,000,000 

표지 2 4도 칼라 210 X 280 mm 2,500,000 

표지 3 4도 칼라 210 X 280 mm 2,000,000 

표지 4 4도 칼라 210 X 280 mm 3,000,000 

내지 1p 4도 칼라 210 X 280 mm 2,500,000 

내지 2~3p 4도 칼라 210 X 280 mm 1,500,000 

내지 4~5p 4도 칼라 210 X 280 mm 1,300,000 

내지 6~11p 4도 칼라 210 X 280 mm 1,000,000 

내지 12~19p 4도 칼라 210 X 280 mm 700,000 

내지 20~29p 4도 칼라 210 X 280 mm 500,000 

30p 이후 4도 칼라 210 X 280 mm 300,000 

별지(전/후) 2p 4도 칼라 210 X 280 mm 3,000,000 

※ 부가가치세(VAT) 10%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본 광고 단가표는 VAT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면 1/2 광고는 페이지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광고 지면

연간 광고 할인율

월간KORSHIP의 연간 광고는 3개월 이상부터 계약이 가능하며, 기간에 따라 총 광고 금액의 

할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전면 광고 10% 15% 20%

1/2 광고 5% 10% 15%

전면 

210 X 280mm

전면 

1/2 

83 X 

220mm
전면 1/2 

174 X 105mm



2023 KORMARINE
월간KORSHIP은 국내 유일의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RMARINE) 공식 지정매체입니다.

2023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2023 KORMARINE)는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

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REED K.FAIRS EXHIBITIONS가 주최합니다. 2023 KORMARINE는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에서 10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KORMARINE 

특집호

(KORMAINE 로고, 특집호 표지 이미지, 데일리 신문 이미지)

- KORMARINE 2023 특집호 15,000부 배포

- KORMARINE 2023 데일리 신문 20,000부 배포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RMARINE)은 국내 최대 및 글로벌 4대 조선해양 전시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월간

KORSHIP은 창간과 동시에 2009년부터 KORMARINE 공식 지정매체로 채택되어 조선해양 전문지로서의 권위

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월간KORSHIP은 KORMARINE 개최 기간에 한해서 특집호 및 데일리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KORMARINE 

특집호의 경우 15,000부 이상을 발행하며, 데일리 신문은 KORMARINE 개최 기간 동안 매일 5000부를 발행해

왔습니다.

월간KORSHIP은 KORMARINE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특집호와 데일리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국내외 조선해양 기업들의 홍보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 KORMARINE 2019 기준 (45개국 1,000개사 2,200부스 규모) 으로 KORMARINE 특집호 15,000부, 데

일리 신문 20,000부를 개최 기간 동안 배포했습니다.



KORMARINE 특집호 
- 광고 단가표
월간KORSHIP은 KORMARINE 기간 동안 국내외 전시참가 업체들을 물론 비참가 업체들의 홍

보 및 마케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광고 단가표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메일: korship@korship.co.kr            • 문의: 82-2-3489-1114

• 광고마감: 2023년 9월 10일               • 발행부수: 15,000부 발행

지면 색도 SIZE (가로X세로) 가격 (원)

표지 1 4도 칼라 210 X 210 mm 7,000,000 

표지 2 4도 칼라 210 X 280 mm 4,000,000 

표지 3 4도 칼라 210 X 280 mm 2,500,000 

표지 4 4도 칼라 210 X 280 mm 5,000,000 

내지 1p 4도 칼라 210 X 280 mm 4,000,000 

내지 2~3p 4도 칼라 210 X 280 mm 3,500,000 

내지 4~5p 4도 칼라 210 X 280 mm 3,000,000 

내지 6~9p 4도 칼라 210 X 280 mm 2,500,000 

내지 10~15p 4도 칼라 210 X 280 mm 2,000,000

목차대면 17P 4도 칼라 210 X 280 mm 1,500,000

프로필대면 19P 4도 칼라 210 X 280 mm 1,500,000

내지 20p~50p 4도 칼라 210 X 280 mm 1,000,000 

50p 이후 4도 칼라 210 X 280 mm 800,000 

별지(전/후) 2p 4도 칼라 210 X 280 mm 4,000,000 

※ 부가가치세(VAT) 10%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본 광고 단가표는 VAT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면 1/2 광고는 페이지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KORMARINE 데일리 신문 
- 광고 단가표
월간KORSHIP은 KORMARINE 기간 동안 국내외 전시참가 업체들을 물론 비참가 업체들의 홍

보 및 마케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광고 단가표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메일: korship@korship.co.kr              • 문의: 82-2-3489-1114

• 광고마감: 2023년 9월 10일                 • 판형: 타블로이드 16 페이지

• 발행부수: 20,000부 발행 (총 4일 x 5,000부)

지면 색도 SIZE (가로X세로) 가격 (원)

Warp 면 4도 칼라 250 X 70 mm 2,000,000 

Back 전면 4도 칼라 250 X 370 mm 3,000,000 

전면 4도 칼라 250 X 370 mm 2,000,000 

1/2면 4도 칼라 250 X 200 mm 1,000,000 

1/3면 4도 칼라 250 X 140 mm 800,000 

1/4면 4도 칼라 150 X 200 mm 600,000 

1/8면 4도 칼라 70 X 100 mm 450,000

※ 부가가치세(VAT) 10%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본 광고 단가표는 VAT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신문은 전시기간 총 4회 발행됩니다. 본 광고 단가표는 1일/1회 지면 광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선해양 기업 총람

월간KORSHIP은 2013년 6월경에 국내 최초로 조선해양 기업

총람을 발행했습니다. 국내외 조선해양 기업들의 정보를 수록

한 ‘조선 & 해양 총람’은 조선소, 조선 및 해양 기자재 업체, 해

양플랜트 부품 및 장치, 시스템, 장비, 항만/물류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2,000여 업체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

다.

조선 & 해양 제품 
카탈로그 모음집
월간KORSHIP은 2014년 3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된 ‘Gastech 

2014’에서 국내외 LNG 관련 기자재 업체들의 제품 및 솔루션

을 소개하고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조선 & 해양 제품 카

탈로그 모음집’을 기획하여 ‘Gastech 2014’ 참가업체 및 관람

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단행본



월간KORSHIP은 광고주의 홍보 및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메일링 서비스, 베너 광고, 광고 제작, 제품 카탈로그 (브러쉬) 

제작, 한글/영문 번역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메일링 서비스 (뉴스레터)
월간KORSHIP은 국내 조선해양 미디어 가운데 가장 많은 

32,756명의 메일링 리스트(mailing list)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메일링 서비스는 제품 광고부터 세미나, 전시회 등 각종 행

사 안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

달합니다.

- 메일링 서비스 1회 비용 : 100만원 (메일링 리스트 2만 건 

기준, VAT 별도)

※ 메일링 발송 결과는 리스트 발송 후 1주일 이내에 광고주에

게 전달합니다.

2) Korship 홈페이지 - 베너
- 베너 광고 비용 : 80만원 (30일 기준, VAT 별도)

- 베너 사이즈: 172 x 78 픽셀

※ 베너 광고는 별도의 결과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온-오프라인 부대사업



3) DM 발송 서비스
월간KORSHIP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광고주의 카탈로그, 회사소개서, 행사 안내 등의 

정보가 담긴 홍보 전단지를 KORSHIP 잡지와 함께 DM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DM 발송 비용 : 100만원 (500부 발송 기준, VAT 별도)

- 홍보 전단지 사이즈 : 210 X 280 mm

※ 오프라인 발송 리스트에 대한 상세 정보는 광고주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홍보 전단지, 카탈로그는 요청시 유료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 별도 견적 요망

4) 카탈로그 (브러쉬) 제작 서비스
월간KORSHIP은 광고주의 편의를 돕고자 디자인, 인쇄 등 카탈로그 (브러쉬) 제작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카탈로그 (브러쉬) 제작 비용 : 100만원 (200부 / 6페이지 기준, VAT 별도)

※ 카탈로그 (브러쉬) 디자인 데이터 제공합니다.

※ 별도 견적 요망

5) 한글/영문 번역 서비스
월간KORSHIP은 조선해양 분야에 관한 전문 번역(한글-영문)이 필요한 광고주를 위

해 유료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어 -> 한글 : 1 워드당 150원 (MS 워드 기준, VAT 별도)

- 한글 -> 영어 : 1 워드당 200원 (MS 워드 기준, VAT 별도)



KORSHIP Sponsor

PLATINUM

GOLD

  Supporting Organization



월간 KORSHIP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3(에이스비즈포레 313호)

Tel: 82-2-3489-1114 / Fax: 82-2-6442-2168

http://www.korshi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