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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아이즈 매거진은‘from our eyes to yours'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라이프스타일 웹 매거진입니다.
데스크 탑, 노트북, 타블렛, 스마트 폰 등 형태에 제약받지 않고, 어떠한 디지털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특성에 최적화 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rand Essence.
브랜드 에센스는 아이즈 매거진이 하는 모든 일의 근간이 되는 핵심 가치로써,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브랜드의 미션이자 약속입니다. 아이즈 매거진은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하는 임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 from our eyes to yours ”



Service Process.
아이즈 매거진은 좋은 정보를 선별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정보의 본질을 파악하고 제작 및 편집한
콘텐츠를 웹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저는 쉽고 빠르게 최적화된 웹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저의 일상 가까이에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Good Information WEB SNSUSER

16.12 기준



Insight.
2013년 시작된 아이즈 매거진은 창립이래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웹 매거진으로서 폭 넓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거진의 구성으로는 뉴스, 화보, 칼럼으로 나누어지며,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남녀를 모두 타겟으로 둔 콘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Day Visitors

Monthly Visitors

Age Range

Since 2013

Composition

Main Target

8,000 - 10,000

243,000 - 304,100

19 - 30

패션 · 뷰티 · 라이프스타일  웹 매거진

뉴스 80% · 에디토리얼 10% · 칼럼 10%

1020 남 · 여

112k 121k
Gender Returning Visitors

83%여 46%
남 54%

Age

13-17 : 6%     ㅣ 18-24 : 59%
25-34 : 29% ㅣ 35-44 : 4%
45-54 : 2%



Symbol Identity.
저희가 생각하는 유익한 콘텐츠의 5가지 기준에서 영감을 받아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진 심볼은
멋 부리지 않은 모던한 폰트를 사용해 심플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즈 매거진이 가진 유동적인 특징을 강조한 두 가지 타입의 로고는 한 가지 카테고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Primary Signature System Primary Signat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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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ing Spec.

헤더 배너

인기게시물 배너

바 배너

Facebook 뉴스

Instagram 뉴스

1

2

3

4

5

6

7

별도 사이즈

별도 사이즈

별도 사이즈

별도 사이즈

별도 사이즈

1주

1주

1주

1회

1회

70,000 ~ 100,000 / week

32,000 ~ 51,000 / week

50,000 ~ 80,000 / week

110,000 fans

80,000 fans

2,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3,000,000

4,000,000

PC / TABLET / MOBILE

PC / TABLET / MOBILE

PC / TABLET / MOBILE

기사 내 배너 별도 사이즈 1주 60,000 – 90,000 / week 1,000,000 PC / TABLET / MOBILE

기획 기사 제작(웹사이트+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8

9 협의화보형 Advertorial 1회 + 메인배너 1주 + Facebook 1회(제작&진행 포함)

통합 뉴스 게재(웹사이트+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상품명 사이즈 기간 예상 노출 수 단가 비고

PC

1

3 4

MOBILE/TABLET

1

3

4

2

2



Symbol Identity.

아이즈 매거진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이 되는 어떤 디지털 환경에서도 클릭 한 번으로 콘텐츠에 집중된 웹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01Simple

아이즈 매거진은 빠릅니다. 
유저들이 원하는 정보를 파악하여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유저들은 다양한 브랜드의 프레젠테이션 또는 패션위크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SNS를 통해 생생한 생동감이 감도는 콘텐츠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02Speed



아이즈 매거진은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패션, 뷰티 등과 같은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된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다루며, 꾸준히 콘텐츠를 쌓아올린 아이즈 매거진에서는 단순하고 빠른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04Search

아이즈 매거진은 보여 줍니다. 
뉴스, 화보, 칼럼 등의 세분화된 카테고리를 통해 시즌 별 트렌드를 전달하고, 특정한 브랜드를 언급하며

그 형태에 맞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 매체로서의 색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매번 유저들을 위한 온,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05Show

아이즈 매거진은 스타일리시합니다. 
여기에서의 스타일리시는 단순 스타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직장인, 학생, 남, 여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또는 웹 사이트는 모던함 등이 스타일에 포함됩니다.

03Style



Brand Typography.

윤고딕 700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ㅏㅑㅓㅕㅛㅜㅠㅡㅣ

1234567890~!@#$%^&*(*)_+=

Roboto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 jk lmnopqrstuvwxyz

1234567890~!@#$%^&*(*)_+=

KOR

ENG

아이즈 매거진은 오프라인 환경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에도 가독성을 높인 서체를 채택해,
정보력에 신뢰감을 더하였습니다. 또, 웹 사이트 디자인과 어우러지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서체로
전반적인 비주얼 톤을 맞추었습니다.

윤고딕의 기본 탄탄한 구도에서 업그레이드된 윤고딕700은 자모음을 떨어뜨리고 
이음보를 떨어뜨려 시원한 속공간으로 가독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눈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비례와 공간의 균형감을 최적으로 살려 주었다. 또한 ㅊ, ㅎ의 
돌기를 세워 윤고딕700만의 새로운 모던함을 제시한다.

Roboto has a dual nature. It has a mechanical skeleton and the forms are 

largely geometric. At the same time, the font features friendly and open curves. 

While some grotesks distort their letterforms to force a rigid rhythm, Roboto 

doesn’t compromise, allowing letters to be settled into their natural width. This 

makes for a more natural reading rhythm more commonly found in humanist 

and serif types.



Brand Color Palette.
아이즈 매거진은 독자의 시선이 콘텐츠에만 집중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비주얼 대부분을
화이트부터 블랙까지의 5 단계를 활용하여 컬러링 하였습니다. 또한, 강조되는 부분에 시선을
유지시켜 줄 악센트 컬러를 블루로 지정하여 심플한 컬러 팔레트를 완성했습니다.

Primary Color

Secondary Color

Accent Color

R 00 G 00 B 00
#000000

R 255 G 255 B 255
#ffffff

R 51 G 51 B 51
#323232

R 94 G 94 B 94
#5d5d5d

R 158 G 158 B 158
#9d9d9e

R 210 G 211 B 211
#d1d2d2

Dark Gray

Metallic Gray

Black

White

Medium Gray

Light Gray

R 94 G 75
#0046b7

Blue



eyesmag originality
아이즈 매거진은 단순 디지털 매체라는 틀을 벗어나 더욱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별, 스타일, 나이 상관없이 모두에게 흥미로운 콘텐츠를 추구하며 심플한 비주얼을 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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