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 CREATION IS OUR BUSINESS

가야 미디어는 고품격 멤버십 매거진 <더 네이버>, 세계적인 자동차 매거진 <모터트렌드>를 발행하고 있으며

설화수 VIP 매거진, 한국타이어 <뮤>, 폭스바겐 인사이더, 현대트랜시스 매거진 등 다양한 브랜드 매거진 제작 대행을 통해

지난 30년간 독자와 소비자들이 원하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 생산, 유통시킨 콘텐츠 전문 기업입니다.

또한 별도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부와 인하우스 영상팀을 두고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대행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 영상을

크리에이티브한 기획을 통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1
COMPANY INTRODUCTION



BRIEF HISTORY

가야 미디어는 30년 가까이 잡지를 발행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잡지 출판사 중 하나로 성장한 콘텐츠 전문 기업입니다.

한국 시장에 해외의 메이저 잡지를 처음으로 소개한 1세대 잡지사 중 하나로, 한국 잡지의 글로벌 매거진 브랜드 시대를 열었습니다.  

잡지는 물론 한국의 문화 시장 전반에서 콘텐츠 기획과 제작, 디자인 부문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습니다.

2
COMPANY HISTORY

1990 가야 미디어 창립

1991 문화교양지 <여성춘추> 창간

1993 한국판 <마리 끌레르> 창간

1994 한국판 <마리 끌레르 메종> 창간

1995 한국판 <에스콰이어> 창간

1996 한국판 <하퍼스 바자> 창간

2001 온라인 잡지 포털 사이트 ikissyou.com 오픈

/ 현재 imagazinekorea.com

2002 한국판 <GEO> 인수

2005 한국판 <모터트렌드> 창간

2009 잡지 인력 양성을 위한 가야 스쿨 오브 매거진 설립

2011 디지털 매거진 론칭

2015 럭셔리 멤버십 매거진 <네이버> 인수, <더 네이버>로 재창간

2015 아시아 시티 매거진 <동방유행> 한글판, 영문판, 중문판 창간

2017 한국판 <플레이보이> 창간

1994 프랑스, 서울시와 <서울 600년> 공동 제작

2005 아우디코리아 고객 매거진 <아우디 매거진>  발행 계약 / 창간

2013 한국타이어 하이테크 매거진 <뮤> 발행 계약 / 창간

2014 워커힐 면세점 웹진 <더룩> 발행 계약 / 창간

2015 아모레퍼시픽 고객 매거진 <설화수> 발행 계약

폭스바겐 코리아 고객 매거진 <폭스바겐 매거진>  발행 계약

레드불 미디어 하우스 글로벌 남성지 <더 레드 불레틴> 한국판 발행 계약 / 창간

2016 폭스바겐 코리아 뉴스레터 <인사이더> 발행 계약 / 창간

2018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브랜드 SNS 설화수 오피셜 계정 콘텐츠 제작 및 운영

2019 <현대트랜시스> 사보 발행 계약 / 창간

삼표그룹 사보 <삼표가 GREEN 세상> 발행 계약

2020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브랜드 SNS 설화수 컬처 계정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금호타이어 글로벌 네트워크 뉴스레터 <K-letter> 발행 계약/창간

<CP 부문>



AWARDS & HONORS

가야 미디어는 한국 문화 시장의 성숙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비롯한 다양한 영예를 수상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다채로운 영역에서의 해외 수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은 콘텐츠 기업입니다.

2
COMPANY HISTORY

1995 <마리끌레르 메종> I.P.D. 베스트 매거진 2위 수상

1999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언론문화창달) 수상

2002 제36회 한국잡지언론인상(잡지문화향상 경영부문) 수상

2004 국무총리상 수상

2011 <모터트렌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2011 대한민국 문화포장 수상

2013 <에스콰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2013 imagazinekorea.com 웹어워드코리아 매거진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4 IBK기업은행 우량기업 선정

2014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육성사업 대상기업 선정

2015 모범 납세자 표창 수상

2015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이 인증한 콘텐츠 제공서비스 품질인증제도 합격

2015 IBK 문화콘텐츠 자문위원 위촉

2016 CP 매거진 한국타이어 <뮤> 머큐리어워드 대상 수상

2016 <동방유행> 제15회 아시안 미디어 어워드 잡지상 부문 은상 수상

2019 ISO 9001 인증(국내 잡지사 중 최초)

2020 <더 네이버> 2020 한국잡지협회 선정 우수콘텐츠 잡지



한국 최초로 마리 끌레르, 하퍼스 바자, 에스콰이어, 모터트렌드, 플레이보이 등의
라이선스 매거진 발행

미국의 최대 언론 대기업으로 15개의 신문, 38개의 주간지, 300개의 잡지 타이틀을 보유한
*Hearst International과 20년 동안 라이선스 계약

*<Harper’s Bazaar>,<Esquire>,<Cosmopolitan>,<Elle>,<Marie Claire> 그리고 <O, The Oprah Magazine> 등 다수의 패션지 및 라이프스

타일 매거진 보유,  미국 전역의 29개의 텔레비전 방송국 보유, 미국 시민 전체의 18% 시청자 보유, 2011년 100개 이상의 매거진 타이틀을 보유한

Lagardere 그룹 인수,  현재 Conde Nast를 제치고 Time Inc.의 유일한 경쟁사로 자리 매김.

3
INTERNATIONAL NETWORK



하이클래스 멤버십 매거진 <더네이버>
1996년에 창간된 <더 네이버>는 국내 최초로 매거진에 소셜미디어를 더하고
거기에 멤버십을 합해 브랜드와 미디어 그리고 엔드 유저의 화합을 도모합니다.  
삼차원적인 플랫폼을 이룩하여 페이퍼(Paper)와 디지털(Digital)

그리고 엔드 유저(End User)의 윈윈을 지향합니다.

<더 네이버>는 가야 미디어의 오랜 잡지 제작 및 유통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하이클래스 매거진입니다.
컨템포러리한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조언자로 거듭난 <더 네이버>는
패션,  워치&주얼리, 뷰티,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다채로운 즐거움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간 1996년 9월

발행 부수 월 평균 52,000부

주요 판매 및 배포처

■ VIP DB를 이용한 직접발송(9,600명)

■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서점 판매

■ 스타벅스, 커피빈, 탐앤탐스 전국 2,150개 매장 전체 비치

■ 국내 최고급 주거지 매월 직접발송 및 직접전달

■ 수도권지역 특급호텔 비치 및 배포, 전국 주요 컨트리클럽 및 펜트하우스 비치

■ VIP 생활권 배포(금융권, 병원, 레스토랑&카페, VIP 라운지 등)

LOCAL PUBLISHING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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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자동차 매거진 <모터트렌드>
글로벌 감각의 고품격 잡지 <모터트렌드>는 세계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최고의 자동차 잡지입니다.
정확하고 예리한 비평, 화려하고 대담한 비주얼로 자동차의 진정한 가치를

발굴해 보여주는 시승기뿐만 아니라 국내외 발 빠른 자동차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흥미진진한 라이프스타일 기사를 제공하며
자동차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창간 2005년 9월

발행부수 월 평균 50,000부

총 발행국 17개국(미국, 영국, 중국 등)

매체성격 No.1 Automotive Authority

독자 프로필 20~40대 트렌드와 자동차, 테크놀로지에 관심 많은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평균 페이지 220 pages

평균 광고 페이지 50 pages

주요 판매 및 배포처

■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서점 판매

■ 코오롱모터스 VIP, 한성모터 VIP에게 직접발송

■ 커피빈 전국 350개 전체 매장 비치

■ 전국 수입자동차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VIP 남성 생활권
(서울시내 호텔 및 고급 피트니스, 골프장, CEO 모임 등)에 직접 배포

LICENCED PUBLISHING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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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제작 대행

가야 미디어는 콘텐츠 전문기업으로서 축적한 잡지 제작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 만족 및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 출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잡지에서부터 단행본까지, 종이에서부터 디지털까지, 개별 콘텐츠에서부터 프로젝트 관리까지, 제작에서 유통까지 지원합니다.

잡지를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잘 전해져야 한다는 가야 미디어의 철학은 무가배포, 디지털 플랫폼 이식, 멀티 채널 콘텐츠 확산,  

정기구독 접수/DM/운영 등 문화상품이자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제작된 출판물의 고객 전달에 수반되는

부대관리를 포함해 ‘출판 그 이상의 종합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발행 중인 CP 매거진

CORPORATE PUBLISHING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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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설화수>
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매거진>한국타이어<뮤> <현대트랜시스> <삼표가GREEN 세상> 대림<elife>



웹사이트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대행

인쇄매체와 병행하는 웹진과 디지털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단독 웹진/웹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반응형 웹으로 대표되는 멀티플랫폼 웹진은 물론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한 앱(App) 매거진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간행물로서의 웹진뿐 아니라 온라인 트렌드와 정보 수요에 부응한 기업 홈페이지의 콘텐츠 메뉴 및 임직원을 위한

인트라넷 서비스에 게시할 수 있는 개별 콘텐츠 납품도 가능합니다.

WEB PUBLISHING /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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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웹콘텐츠 폭스바겐코리아 <VW 인사이더>



INSTAGRAM

DIGIT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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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수| 30만명/월

페이지뷰| 100만PV/월

주방문자| 25-54 (75%) / 여성:남성= 60%:40%

(2020년기준/ Source: GoogleAnalytics)

<더 네이버> 웹사이트

YOUTUBE FACEBOOK
http://pf.kakao.com/_GkxgDu https://m.post.naver.com/neigh

bormagazine

ch

<더 네이버> VIP 멤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정보
제공을 통해 VIP 독자들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NAVER POSTKAKAOTALK CHANNEL

@theneighbormagazine @neighbor.magazine @theneighbormagazine

http://pf.kakao.com/_GkxgDu
https://m.post.naver.com/neighbormagazine
https://www.youtube.com/c/THENEIGHBORMAGAZINE
https://www.instagram.com/neighbor.magazine/
https://www.facebook.com/theneighbormagazine
https://www.theneighbor.co.kr
https://www.theneighbor.co.kr


DIGIT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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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트렌드코리아닷컴은 자동차 콘텐츠 플랫폼’ 중에서

독보적인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 및 사이트 운영으로

트래픽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문자 수 40만 명/월

페이지 뷰 100만 PV/월

주방문자 35~44세(40%), 남성(80%)

(2020년 기준 / Source: Google Analytics)

● 모든 디지털 기기의 디스플레이에 맞게 최적화되는 반응형 사이트

●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digital-exclusive 콘텐츠 제공

<모터트렌드> 웹사이트

YOUTUBE INSTAGRAM FACEBOOK DAUM 자동차 NAVER POST KAKAOTALK CHANNEL

ch

@motortrendkorea @motortrendkr @motortrendkorea auto.daum.net/cover

/motortrend

post.naver.com/

motortrendkorea

http://pf.kakao.com/_dqfxdR

https://www.youtube.com/motortrendkorea
https://www.instagram.com/motortrendkr
https://www.facebook.com/MotorTrendKorea/
https://auto.daum.net/cover/motortrend
https://post.naver.com/motortrendkorea
https://post.naver.com/motortrendkorea
http://pf.kakao.com/_dqfxdR
http://www.motortrendkorea.com/
http://www.motortrendkorea.com/
https://www.youtube.com/motortrendkorea
https://www.youtube.com/motortrendkorea


DIGITAL BUSINESS

9

매거진 에디터에 의해 기획되는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 전문 인력에 의해 효율 높은 SNS 운영이 가능합니다.

각 플랫폼의 미디어 특성과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에디터와 함께 기

획하고 제작하여 소비자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SNS를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야 미디어의 매거진 <더 네이버>, <모터트렌드> 등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브랜드 콘텐츠의 노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DITOR
기획/제작

효율 높은
SNS 운영

SNS 운영 전문
MAN POWER

소셜 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 및 운영 관리 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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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전문 에디터와 전문 영상 PD/디자이너가

브랜드의 성격과 니즈에 맞춘 브랜디드 콘텐츠와 다양한 시각으로 브랜드의 철학과

제품을 표현해내는 바이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가야 미디어가 발행하는 매거진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활용한 네이티브 애드 제작 및

가야 미디어 디지털 채널을 통한 유포도 가능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춘

효과적인 콘텐츠 기획과 제작이 가능합니다.

EDITOR
기획/제작

디지털 콘텐츠 SPECIALIST
PD/디자이너

<더 네이버>, <모터트렌드>의 에디터들이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의

브랜디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전문 영상 PD와 디자이너가 함께 협업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설화 컬처] 설화 문화전

[설화수] 설화수를 말하다

Chaumet

[설화수] 진설클렌징폼 리추얼

[Fillvoid] How-to use shower oil (ASMR) -
Bath

끌레드뽀 보떼 시연회

BMW Z4 inJEJU

디지털 /영상 콘텐츠

AMG DRIVING ACADEMY

https://youtu.be/-GMLmqkgG2g
https://youtu.be/-GMLmqkgG2g
https://youtu.be/vRO-dXf9tmA
https://youtu.be/vRO-dXf9tmA
https://www.instagram.com/p/Bt5aAJkFsN1/
https://www.instagram.com/p/Bt5aAJkFsN1/
https://youtu.be/IemYOjnGmdY
https://youtu.be/IemYOjnGmdY
https://youtu.be/epcW-J5j0Vs
https://youtu.be/epcW-J5j0Vs
https://youtu.be/R2JpmRF9ie8
https://youtu.be/R2JpmRF9ie8
https://youtu.be/aT21JIO3V9w
https://youtu.be/aT21JIO3V9w
https://youtu.be/0GQw1PwaMdo
https://youtu.be/0GQw1Pw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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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멤버십 클럽 운영 및 브랜드와의 VIP 행사를 통한 브랜드 마케팅 툴 제공

이 클럽의 목적은 브랜드와 <더 네이버> VIP 멤버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브랜드와 VIP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더 네이버> VIP 멤버십 클럽은 서울과 부산의 회원을 합쳐 총 1,16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네이버> VIP 멤버 외 아난티 펜트하우스 2,000명, 차움 메디컬센터 700명,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4,000명,파라다이스 시티 300명, BMW(코오

롱 모터스) 300명,  KB 국민은행 강남 지점 300명, 베스트클래스 500명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서로 VIP 고객을 공유하여 브랜드 맞춤형 프로모션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더 네이버> VIP와 파트너 VIP를 합하여 총 9,260명의 VIP 멤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챤디올 뷰티

일시 2019. 09. 06
장소 샤롯데 스위트

내용 퍼퓸 클래스

인원 <더 네이버> VIP 회원, 

스타일멤버 20명

막스마라

일시 2019. 10. 15~16
장소 막스마라 플래그십 스토어

내용 스타일링 클래스

인원 <더 네이버> VIP 회원 7명

바쉐론콘스탄틴 X ODE

일시 2019. 03. 04~05
장소 오드메종

내용 빈티지 시계 뷰잉 외

인원 <더 네이버>, 바쉐론콘스탄틴,  

오드 VIP 회원 70명

STEP3

참여자들에게 제품 홍보

및 브랜드 경험 제공

STEP2

최적 회원과 인원

결정 후 브랜드에 전달

STEP1

브랜드 맞춤 행사를

검토 및 기획

STEP4

다양한 홍보를 통해

브랜드의 활동이 대중에게도

노출되도록 함

EVENTS AND MEDIA COVERAGE
가야 미디어는 브랜드에 최적화된 행사 기획과 적합한 그리고 적극적인 성향의 멤버들

을 초대하여 효과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유도합니다.



ONE-STOP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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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마케팅 원스톱 솔루션

가야미디어는 매거진 사업부문, 디지털 콘텐츠 사업부, 인하우스 영상팀을 통해

브랜드 및 타깃 맞춤 콘텐츠의 크리에이티브한 기획, 제작, 퍼블리싱 및 유통, SNS 운영대행까지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마케팅을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합니다.

브랜드 영상 캠페인, 바이럴 영상 제작

각 분야 전문 에디터와 영상PD/디자이너

브랜드 맞춤 출판 서비스
(프린트&디지털 매거진 기획/제작/운영)

채널전략, 콘텐츠 기획/제작, 운영, 결과보고

<모터트렌드>, <더 네이버> 매거진의 온/오프 채널

영상기획/제작

SNS 운영대행

매거진

CP 매거진

ONE-STOP

SOLUTION

브랜드 및 타깃 맞춤

콘텐츠



E.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