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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About

<아이즈매거진>은 패션&라이프스타일 웹 매거진입니다. <eyesmag> is a fashion & lifestyle web magazine.

매력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

제약 없이 모든 디지털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편집 과정을 

거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We select eye-catching information and provide contents that 
have undergone the optimal editing process in real time so that it 
can be conveniently used in all digital environments without any
restrictions on devices such as desktops, laptops, tablets and 
smartphones.

"Enjoy!"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독자분들의 상상력 만큼이나 무궁무진합니다. The areas we are paying attention to are endless as
our readers' imaginations.

하이패션부터 접근하기 쉬운 캐주얼웨어까지,

작은 소품 하나부터 집을 효과적으로 채우는 인테리어 팁까지,

파인 다이닝부터 편의점의 핫한 김밥 한 줄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콘텐츠 경험을 통해 평범한 일상이 설레는 상상이 됩니다.

From high fashion to easy-to-access casual wear, 
from small items to interior tips that effectively fill your home, 
from fine dining to a trendy gimbap at convenience stores. 
Our everyday life becomes a thrilling imagination through
a carefully crafted content experience.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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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

세련되고 가독성 높은 서체를 심플하게 나열한

디자인으로 명확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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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presents a clear brand image with 
a simple arrangement of stylish and
readable fo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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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ography

비례와 공간의 균형을 최적으로 살려 가독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눈의 피로도를  최소로 한 

탄탄한 구도로 모던한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AaBbCcDdEeFfGgHhIiJjKkLlMm
NnOoPpQqRrSsTtUuVvWwXxYyZz
1234567890.,:;"""/{?~!@#%&()<>[]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aBbCcDdEeFfGgHhIiJjKkLlMm
NnOoPpQqRrSsTtUuVvWwXxYyZz 
1234567890.,:;"""/{?~!@#%&()<>[]

EN_Font

Akzidenz-Grotesk Pro+ Extended 

KR_Font

Sandoll 고딕 Neo 1  l  04req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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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vide a modern image with
a solid composition that minimizes 
eye fatigue while improving
readability by optimally utilizing
the balance of proportion a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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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Main
1

CMYK 0
RGB 255

White Gray

Main
2

Sub

CMYK 255
RGB 0

CMYK 0/0/0/20
RGB 220/221/221

Color

시선이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블랙, 화이트 그리고 그레이 3가지 색채를

활용해 브랜드 컬러 팔레트를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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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and color palette is finalized 
using only three colors of black, 
white and gray so that our
eyes and views could be fully 
fo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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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까다로운 기준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를

전달하고 구독자분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다음 콘텐츠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Audience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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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not olny deliver contents that 
are created using high standards, 
but also set the direction of the next 
content based on feedback from 
subscr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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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Contents

Composition

Main Target 

Fashion · Lifestyle

News 80% · Editorial 10% · Feature 10%

1020 Male · Female

8,000 - 10,000

243,000 - 304,100

18 - 32

21k

108k

229k

Day Visitors

Monthly Visitors

Age Range

Youtube

Facebook

Instagram

2013년 창간된 <아이즈매거진>은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웹 매거진으로서의 폭넓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구성은 

뉴스, 화보, 기획기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모든 성별을 타깃으로

두고 있습니다.

13-17 6%

18-24 59%

25-34 29%

35-44 4%

Female 59%

45-54 2%

Male

83%

41%

Age Gender

Returning Vi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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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smag is published in 2013, 
has gained wide recognition as
a web magazine with steady growth. 
The content composition consists 
of news, pictorials and special 
articles, and targets all genders 
from their late teens to early 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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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

광고문의

info@eyesmag.com

1 헤더 배너

2 바 배너

3 기사 내 배너

1 Header banner

2 Bar banner

3 Side banner

배너 Banner

Desktop / Tablet Mobile

1920*756 / 960*960

1168*172 / 750*248

248*708 / 686*1040

1920*756 / 960*960

1168*172 / 750*248

248*708 / 686*1040

사이즈 (데스크톱/모바일) *pix Size (Desktop/Mobile) *p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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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주

1주

1 week

1 week

1 week

기간 Term

70,000 - 100,000 

60,000 – 90,000

60,000 – 90,000

70,000 - 100,000 

60,000 – 90,000

60,000 – 90,000

예상 노출/회 Estimated impressions/times

4,000,000

2,000,000

2,000,000

4,000,000

2,000,000

2,000,000

단가(원) Price(KRW)

1

2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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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ing Inquiry

info@eyesma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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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News

통합상품 Package

페이스북 뉴스

인스타그램 뉴스

인스타그램 릴스

Facebook news

Instagram news

Instagram reels

① 통합 뉴스 게재(웹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통합 뉴스 게재(유튜브 추가 시)

② 기획 기사 제작(웹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기획 기사 제작(유튜브 추가 시)

③ 에디토리얼 1회 제작 및 게재, 풀 배너 1주

① News(Website, Facebook, Instagram)

    *News(add YouTube)

② Feature(Website, Facebook, Instagram)

    *Feature(add YouTube)

③ Advertorial 1x / Full Banner 1 week

협의

협의

1080*1920

custom

custom

1080*1920

1회

1회

1회

1 x

1 x

1 x

110,000

80,000

50,000

110,000 

80,000

50,000

5,000,000

6,000,000

6,000,000

7,000,000

협의

5,000,000

6,000,000

6,000,000

7,000,000

custom

2,000,000

2,000,000

3,000,000

2,000,000

2,000,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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