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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Wedding To Lifestyle

웨딩문화리더, Mywedding
MY WEDDING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신부들의 사랑과 꿈, 스타일을 담은 고품격 웨딩 문화지 월간〈마이웨딩〉은
1993년 창간 이후 줄곧 부동의 1위를 지켜온 웨딩 전문지입니다. 독자에게는 실속과 품위를 갖춘 정보를,
광고주에게는 이미지 제고와 매출의 극대화를 제공하는 국내 최다, 최고의 발행 및 판매를 자랑하는 웨딩지로
성장해왔습니다. ‘결혼’하면 〈마이웨딩〉이라는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마이웨딩〉은 우리나라의 웨딩 문화를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매력이 가장 높은 결혼을 앞둔 소비층, 그들이 독자입니다
<마이웨딩>의 주 독자층은 결혼 적령기이거나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 또는 갓 결혼한 신혼 커플들입니다.
경기 변화에도 크게 영향 받지 않는 가장 구매력 높은 소비자를 주 독자층으로 확보하고 있어 광고 지면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에서도 최고의 효과를 확신할 수 있는 대표 웨딩 매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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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하우스는 생활 속의 디자인을 실천하는 문화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DESIGN HOUSE

디자인하우스는 종합 디자인지 월간 <디자인>, 생활 문화지 <행복이 가득한 집>, 결혼 전문지 <마이웨딩>, 육아
정보지 <맘&앙팡>, 현대백화점과 공동 발행하는 <스타일 H>, 프리미엄 멤버십지 <럭셔리>, 미국 최고의 남성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맨즈헬스>를 발행함으로써 타깃이 차별화된 콘텐츠로 대한민국의 생활 속 디자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면의 한계를 벗어나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서울디자인페스티벌>과 같은
전시회를 통해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창사 30주년을 맞이하여 <페이퍼테이너 뮤지엄>을
개관함으로써 다시 한번 디자인하우스의 창의력을 선보였습니다.

생활 속의 디자인을 실천하는 문화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디자인하우스는 종합 디자인지 월간 <디자인>, 여성 생활 문화지 <행복이 가득한 집>, 결혼 전문지 <마이웨딩>,
육아 정보지 <맘&앙팡>, 현대백화점과 공동 발행하는 <스타일 H>, 프리미엄 멤버십지 <럭셔리>, 미국 최고의
남성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맨즈헬스>를 발행함으로써 타깃이 차별화된 콘텐츠로 대한민국의 생활 속 디자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면의 한계를 벗어나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서울디자인페스티벌>과 같은 전시회를
통해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콘텐츠 미디어 그룹으로 새로운 도약을 합니다
디자인하우스는 지면은 물론 온라인 및 영상 콘텐츠를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서의 규모와 1등 브랜드의
면모를 강화시켜 세계 최고의 콘텐츠 미디어 그룹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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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전반에 관련된 알찬 콘텐츠가 가득합니다
MAIN SECTIONS

<마이웨딩>은 웨딩드레스, 한복, 뷰티, 주얼리&워치, 혼수, 허니문, 웨딩 인포메이션, 리빙, 패션 등
예비신부들의 요구에 맞춘 웨딩 전반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구성과
시즌별 웨딩 스케줄에 맞춘 콘텐츠로 예비신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독자 서비스 및 업체
피드백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신뢰성 있고 아름다운 화보를 통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얻은 내용보다 믿을 수 있고 알찬 웨딩 정보를 제공합니다.

Wedding Dress

NEW BRAND

차별화된 감각적 비주얼을 통해 웨딩드레스를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여
신부들이 꿈꾸는 드레스, 가장 입고 싶은 웨딩드레스로 가득한 럭셔리한
웨딩드레스 화보집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Mysterious
Attraction
모던함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넘나드는 웨딩드레스가 여심을 흔드는 순간.
신선한 감각으로 다가온 루이엘라 브라이드의 첫 번째 웨딩 뷰가 펼쳐진다.

핸드메이드로 제작한 튤
소재의 플로럴 티어드
스커트가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하는 웨딩드레스.
왼쪽 페이지 보디라인을 따라

Beauty & Cosmetics

흐르는 스와로브스키 스톤
장식과 스커트에 뿌린 듯한
입체적인 꽃잎이 신비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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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을 강조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지는 신부들의 뷰티
플래너로서 헤어.메이크업, 스킨 케어는 물론 다이어트, 헬스, 보디
케어까지 토털 뷰티 정보를 제공합니다.

Jewelry & Watch
단순한 예물 정보가 아닌, 예비신부들의 럭셔리한 품격에 맞는
주얼리&워치의 생생한 트렌드와 그 외 필요한 필수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Fashion
상견례 패션부터 애프터 드레스, 허니문 웨어 등 패션 리더 신부들을 위한 감각적인
비주얼을 소개합니다. 또한 전통혼례복인 한복을 보다 멋스럽게 소화하는 방법도
<마이웨딩>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ROYAL RESORT

Inttercontinental Hua Hin Resort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경험 태국의 다른

넉넉한 공간이 주는 쾌적함과 고급스러운
내부 인터컨티넨탈 후아힌 리조트는 총 6개의 룸과

휴양지에 비해 깨끗하고 정돈된 후아힌의 모습은 흡
사 동남아가 아닌 유럽의 휴양지를 돌아보는 듯한 느

빌라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타입은 그랜드 딜럭스,

낌이다. ‘후아힌’이란 태국어로 직역하면 바위와 머

프리미어 룸, 프리미어 풀 억세스, 딜럭스 스위트, 프

리라는 뜻. 옛 지명이 의미하는 ‘온갖 근심이 저 멀

왕족들도 반한 최적의 휴양지

인터컨티넨탈 후아힌 리조트

리미어 스위트, 오션 프런트 풀빌라 등이다.

리 있는 곳’이라는 예전 지명은 오늘날 말 그대로 현

기본적으로 모든 객실(스위트 포함)은 큰 사이즈의 데

실이 되었다. 후아힌을 좀 더 자세히 둘러보면 쾌적

태국 왕실의 휴양지로 알려진 후아힌은 2009년 아시아 정상 회의가 열렸을 정도로 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고급 휴양지로 이름난 곳이다.

한 리조트뿐 아니라 태국만의 이국적인 정경과 특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인터컨티넨탈’과 왕실 휴양지 후아힌의 만남. 그것은 최적의 허니문 리조트라는 결과를 낳았다.

한 먹을거리, 그리고 야시장을 둘러보면 태국 최고

이 베드를 갖춘 발코니 공간, 24시간 버틀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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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망고(과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라마 6세 왕에

욕조가 분리된 대리석 장식의 넓은 욕실 공간을 갖추

의해 1923년에 건축된 태국에서 가장 오래됐으며,

고 있다. 특히 은은한 베이지색에 강렬한 색상을 더해

가장 여성적인 매력을 자랑하는 마루에카타이야완

시원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Maruekhathaiyawan 궁전에서 영감을 받은 ‘인터컨

오션 프런트 풀빌라는 개인 취향에 맞는 스파 서비스

티넨탈 후아힌 리조트’가 이곳에 그랜드 오픈하면서

를 빌라에서 즐길 수 있으며, 10m가 넘는 넓은 개인 전

주요 후아힌 내 각종 왕실 행사와 컨벤션의 예약을 독

용 수영장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점할 정도로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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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걸음 걸어나가면 바로 해변으로 이어져 아름다운

방콕을 출발해 차로 약 2시간 30분을 달리면 후아힌

해변에 자기만의 별장이 있는 듯 아늑한 느낌이다.

중심 거리에서 쉽게 ‘인터컨티넨탈 후아힌 리조트’ 입

세계의 맛을 한자리에서 즐긴다. 인터컨티

구를 발견할 수 있다. 후아힌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리

넨탈 후아힌 리조트에는 세계 각국의 미각의 향연이

조트의 입구를 지나 걸으면 후아힌에서 가장 아름다

펼쳐지는 다양한 레스토랑이 있다.

운 해변 또한 이곳 인터컨티넨탈 후아힌 리조트에는

인도 차이니스 레스토랑, 피롬 피롬은 후아힌 궁에서

있다. 그만큼 여유로운 휴양이 가능한 건 기본, 왕족

영감을 받은 전통적 정통 태국 요리를 제공하는데 각

의 여름 별장을 거니는 문화적인 체험과 역사적인 관

메뉴는 가장 신선한 정통 요리의 진수를 강조한다.

광지 그리고 다채로운 즐거움이 있는 쇼핑, 나이트 라

이탤리언 레스토랑, 펠리시타Felicita 현대적이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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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후아힌 최고의 리조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인터컨티넨탈 후아힌 리조트에서 숙
박을 하면서, 요트 투어, 럭셔리 스파와 태국 전통 마
사지, 해산물과 함께하는 태국의 독특한 콘 쇼, 태국

1바다 전망의 풀빌라에서 둘만의 오붓한 허니문을
경험할 수 있는 인터컨티넨탈 후아힌 리조트. 2,3 태
국 왕실의 여름 별장에서 영감을 얻은 문양을 활용해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4멋진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객실 내부.

의 상징인 코끼리 트레킹, 야시장을 둘러보는 경험은
평생 한 번뿐인 허니문의 하이라이트로 기억될 만하
다. 또 시클로 투어, 태국을 대표하는 샤브샤브 요리인
MK수키와 톰얌쿵 등 독특한 먹을거리가 가득한 다양
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후아힌이다.
특히 이번에 한국의 허니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마련한 오션 프런트 풀빌라 그리고 위에서 보면 계단
식 구조로 되어 있어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는 프리
미어 풀 억세스 룸은 인터컨티넨탈 후아힌 리조트의
최고급 서비스와 함께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한껏 즐

Honeymoon

안한 스타일의 식당으로 가벼운 샐러드, 안티파스토,

인생의 가장 달콤한 시간인 허니문 기간을 좀더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패턴의
허니문 여행지는 물론 스타일 및 기타 정보까지 가이드합니다.

피자 및 파스타 전문점이다. 낮에는 주로 대표적인 피
자 오븐으로 만든 대표 메뉴를 선보이고, 밤에는 부티
크 선택 와인을 곁들인 고급 식사를 제공한다.
비치 그릴, 아주레Azure 하루 종일 식사가 가능하며

TRAVEL TIP

시암Siam 만이 내려다보이는 위치에서 식사를 즐길

절호의 기회를 잡자! 인터컨티넨탈 후아힌 리조트

수 있다. 낮에는 수영장 옆에서 샐러드, 샌드위치 및

는 신혼여행객을 위해서 2011년 7월31일까지 프

피자 등 부담 없는 메뉴를 제공한다.

리미어 풀 억세스룸 또는 새롭게 문을 연 오션 프
런트 풀빌라에서 2박을 체류하면 디너 1회를 무
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허니문을 계
획하고 있다면 왕족들의 휴양지 태국 후아힌에서
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 여행 문의 아이트래
포트(02-753-1314 www.itraport.co.kr)
위치 후아힌 중심부에 위치해 여행자 거리, 야시
장 등을 도보 또는 송테오(태국 택시)를 이용해 쉽

피아노 바, 리라 바Lee La Bar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
일 저녁까지 라이브로 재즈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아늑
한 피아노 바. 정원 옆에 위치하며 최상급 몰트위스키
와 시가를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누릴 수 있으며 오후
에는 여유롭게 애프터눈 티도 즐길 수 있다.

게 갈 수 있다. 리조트 부근의 모던한 쇼핑몰, 마켓
빌리지는 쇼핑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

길 수 있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다.

글 이덕진 기자 자료 제공 TM Thai Marketing
사진 협조 아이트래포트(02-753-13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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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인터넷, 40인치의 LCD TV, DVD 플레이어, 보
스 사운드 시스템, 개인 IPOD 연결 장치, 샤워 공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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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 Information
예식장, 청첩장, 부케, 폐백, 혼수, 예단과 함 등 웨딩 전반에 필요한 테마별 정보를
단편적 기사에서 벗어나 개성이 다른 예비 신랑 신부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기획합니다.

Living
꿈과 사랑이 가득한 신혼집 꾸미기를 위한 모든 정보가 망라됩니다. 인테리어는 물론
트렌디한 혼수 가구와 가전 소개, 계절별 데커레이션까지,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신혼집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MARKETING
ACTIVITIES
From Wedding To Lifestyle

광고주와 독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MARKETING

예비 신랑 신부를 위해 휘슬러, 테팔, 에스티로더 등 협력 업체와 함께 하는 다채로운 클래스와
브라이덜 샤워, 프러포즈 이벤트, 무료 허니문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
업체와 독자 사이를 잇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좀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이덜 북>처럼 스스로 자신의 웨딩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한 가이드 북은 물론,
독자들의 허니문 예약을 돕는 <허니문 북>, 멋쟁이 신랑을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신랑 특집
북> 등 시기적절한 시점에 구성하고 있는 다채로운 별책과 책 속 부록, 그 외 뷰티 특집 등을 통해
광고주와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호텔과 웨딩홀에 증정됩니다
신라, 롯데, 하얏트, 쉐라톤 워커힐, 웨스틴 조선, 서울 힐튼, 그랜드 힐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JW 메리어트,
임피리얼 팰리스, 플라자호텔, 그랜드 앰배서더, 노보텔 앰배서더, 리츠칼튼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밀레니엄 힐튼, 빌라 드 베일리, 쉐라톤 디큐브시티, 엘타워 등 100곳 이상의 서울 시내 주요 음식점, 카페,
미용실, 병원, 피트니스 센터 등에 증정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늘
<마이웨딩>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집니다
DIGITAL

본지에 소개된 주요 기사와 예식장 리스트, 드레스, 한복, 부케 등 예비 신랑 신부들을 위한 웨딩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에 차곡차곡 업데이트됩니다.
마이웨딩 홈페이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독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함은 물론 이벤트 공지, 모집, 후기 등 독자들과 밀접한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KT 올레
매거진과 탭진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매거진은 본지보다 더욱 재미있게 <마이웨딩>을 접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ADVERTISING RATES

면

구분

금액

Front

Front cover

25,000,000

표 2, 대면

Insidecover DPS

15,000,000

표4

Back cover

20,000,000

두 번째 양면

2nd DPS

12,000,000

세 번째 양면

3rd DPS

10,000,000

(10p)이내 양면

DPS before page 10

8,000,000

목차 대면 1

Single page facing contents 1

6,000,000

목차 대면 2

Single page facing contents 2

5,500,000

목차 대면 3

Single page facing contents 3

5,000,000

목차 대면 4

Single page facing contents 4

4,500,000

판권 대면 1

Single page facing masthead 1

4,500,000

판권 대면 2

Single page facing masthead 2

4,500,000

컨트리뷰터 대면

Single page facing contributors

4,000,000

내지

Single page

3,000,000
2012년 1월 현재

간별 월간

TECHNICAL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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