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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target print digital

1999.03

“Let’s talk about the 
21st century wedding”
First published in March 1999 
with the famous actress 
Lee Na Young on the cover. 
Sensation with wedding 
photo shoot of top star 
Kim Hee Sun.

Top celebrity Kim Sarang, 
Lee Yo Won, Kim So Yeon.

Appeared on the 
magazine with 
the sensational 
wedding photos.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US Edition” has launched.
Distributed over the  major US cities 
including LA & New York.

2008.05

“Let’s talk about 
the 21st century 
wedding”
As the main organizer 
of "Dokdo Wedding 
campaign”, Wedding21 left 
important mark on every 
scene of the campaign.

2006.05

Launch of Wedding21 News
Recognized as the wedding portal 
site to service various news.

2009

Launch of  Wedding21 
Official supporters 
“Wedding Friends” 
Popular as wedding 
magazine where readers 
can participated in various 
activiti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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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Official Instagram open
Various contents open to 
public such as easy-to-access 
wedding photos, card news and 
more. Reached 10,000 followers. 19th Anniversary Wedding Party 

“A FANTASTIC WEDDING DAY’  
From wedding bazaar, auction of collections to 
demonstration of traditional weddings, a party of 
300 prospective couples participated. 

Renewal of the 
Wedding21 magazine 
With  new visuals, live feature 
articles, real wedding stories, 
Wedding21 freshened up as 
exclusive wedding magazine.

2021.10

Renewal of the 
Wedding21 official 
Instagram
Under the slogan "All about 
wedding,"Instagram freshened 
up as a digital platform that 
offers everything about 
wedding.

2022.04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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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ders of “Wedding 21”
are the trendsetters 

to lead a unique wedding culture 
and enjoy it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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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ely 40% of all sales are made 
through regular subscription. 

The rest are distributed to major online and 
offline bookstores in Korea.

Monthly circulation approximately 36,000 copies

Total 
circulation

Subscription
Approx.. 15,000

Distribution to 
wedding shops, life area

Approx.. 12,000

Bookstore
Approx.. 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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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90% of the readers, aged 2539 woman 
wedding, fashion, beauty and lifestyle brands.

Best marketing tool to target the real consumers.

90%10%

2539 female readers 
More than Male readers

Less than

Subscr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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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WEDDING21 provides brands with various planned / dress pictorials 
where veteran wedding photographers and designers collaborate

and which can be  on the magazin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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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BOOK

Top wedding experts create high-quality pictorials with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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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RITY

Brand can be the part of the celebrity wedding pictorial with the hottest s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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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Brand can expect more effective advertising results through the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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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Opening Sections present various trendy contents.  
They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about wedding and broad cultural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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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작과 동시에 브랜드들은 흑호 해에 

맞춰 블랙 콘텐츠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마치 

검은 호랑이가 세상을 지배한 듯. 그래서 

준비했다. ‘Black Tiger, Black Dress’

몇 년 전 최소라의 프라다 드레스 이후 꾸준히 

인기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 블랙 드레스는 

과거의 고정관념을 깨고 유니크하고 세련된 

아이템으로 평가받으며 부쩍 소요가 늘었다. 

스튜디오 때나 이브닝드레스로 꼭 한 벌 

입어보고 싶다는 반응들만 봐도.

그 매력은 무엇일까? 어쩐지 생소한 블랙 

드레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웨딩드레스 브랜드들의 옷장을 뒤적여 숨은 

아이템을 꺼내보았다. 더불어 전문가가 말하는 

블랙 드레스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에디터 한혜리 

???????????

      2022
BLACK TIGER, 

BLACK DRESS

하우스 오브 에이미

HOUSE OF AMY

넥 라인부터 가슴라인까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과감함이 돋보이는 

하우스 오브 에이미의 블랙 드레스는 

검은 호랑이만큼이나 강렬한 

임팩트를 발산한다. 바디 라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머메이드 

스타일이 더욱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평소와 다른 이미지로 

반전을 주고 싶다면 하우스 오브 

에이미의 블랙 드레스를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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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O UT  
T H E  D I N K

한국 사회 속 인생에는 보편적인 단계가 있다. 초·중·고를 졸업하면 대학에 입학해야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준생이 되어야 한

다. 취업에 성공하면 결혼을 향해 달려가야 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 많은 이는 이러한 삶을 평범한 삶, 정상 궤도, 보

편적인 인생의 과정이라 한다. 만약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을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우리는 ‘비

정상 궤도’에 올라서 있는 것일까. 같은 맥락으로, 아빠, 엄마, 그리고 정상 자녀로 이뤄져 있는 가족을 우리는 흔히 '정상 가족'이라 

말한다. 사회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가족이라는 뜻이며, 이 중 한 명이라도 부재할 시 '비정상'의 범주로 간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딩크족'의 출현은 꽤나 신선한 충격이다.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로서, 자발적으로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난다. 이 때문인지 그저 선택에 따른 가족의 형태를 구성했을 뿐인데, '딩크족'이라는 신조어로 분류되어 불린다. 과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시하는 '딩크족'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의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딩크족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에디터 한혜리 사진제공 각 출판사 

VARIETY FAMILY  

P A RT  1
‘딩크족’이란?

P A RT  2
딩크족에 

대해 

알고 싶다면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자인 '딩크(DINK)' 족은 선택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를 뜻한다. 1980년대경 미국 베이비

붐 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가족 형태로, 본래는 맞벌이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식을 두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파생된 무자녀 가정의 외벌이를 뜻하는 싱크(Single Income No Kids)족과 맞벌이이면서 유자녀 가정을 뜻하는 듀크(Dual 

Employed With Kids)족이 있지만, 딩크족은 변화하는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관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족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IMF를 거치며 출산,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가족의 형

태다. 당시 물가상승과 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딩크족을 선택하는 이가 많았다면, 현재는 부부 혹은 개인의 행복과 가치관에 따

른 선택이 비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종종 저출산 문제와 거론되지만, 딩크의 본질은 개인의 선택이자 삶의 선택이라는 점

에서 다른 방향성을 띤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은 2020년 기준 88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 중 자녀

를 낳을 계획이 없는 여성은 46만 5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5%나 확대되었다. 불안정한 취업 및 고용난과 수많은 경제적 

문제들, 그리고 비혼족, 1인 가구 등의 소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딩크족의 수도 늘고 있다. 딩크족의 노후 준비, 딩

크족을 위한 주거환경 제공 등 이미 변화에 발맞추는 이들도 생겨나는 세상. 이처럼 '무자녀'의 삶은 인생의 동반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책은 언제나 지침서가 되어준다. 세상의 모든 일은 지침서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딩크족을 위한 지침서와 같은 도서도 존재한

다. 딩크족을 더 알고 싶다면, 딩크족을 더욱 이해하고 싶다면 이 도서들을 주목해보자.

《딩크족 다이어리》
도서 《딩크족 다이어리》는 블로그와 브런치, 그리고 '취미툰'을 그리는 '딩크족' 

곰킨스와 토킨스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딩크 부부 6년 차로서 연애와 결

혼부터, 그리고 딩크를 결심하고 살아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담아냈다. 이 책은 

제목처럼 누군가의 일기를 읽는 듯한 점이 큰 특징이다. 딩크족에 대해 부부와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과 나눈 대화를 사실 그대로 담아냈으며, 그때 부부의 마

음 또한 고스란히 적어 내렸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얘기는 더 피부에 와 닿는다. 

딩크 부부의 삶과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소소

하지만 마음에 묵직하게 남는 일상, 부부의 성향에 따라 그려지는 일상을 낱낱

이 담았다. 선택 이후, 딩크족의 삶과 아이가 없는 일상이 궁금한 예비부부들에

게 '일상 미리보기'가 되어줄 도서. "심사숙고 후 선택한 '아이 없는 삶'도 지지와 

이해를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딩크족 다이어리》는 어쩌면 다정한 말과 

귀여운 그림으로 그려진 치밀한 사실주의 기록이다. 

저자 곰토 | 출판사 지식과 감성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험자 혹은 당사자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만큼 생생한 이야기는 없다. 《엄

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는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작가 최지은이 같은 고민

을 하고 있는 무자녀 여성 17명을 만나 32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책이다. 아

이가 없는 딩크족의 삶을 이야기하며, 그 안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출산과 육

아, 사회적 구조 문제 등 여성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과 해답을 이끌어낸

다. 에세이에 인터뷰를 더한 형식으로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내용은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저자를 포함한 18명

의 여성이 딩크족을 결심한 마음에 관한 성찰과 모성 서사에 대해 나눈다. 2부

에서는 배우자와 부모, 친구들과의 관계와 ‘엄마 됨’에 대한 토크를 이어나간다. 

딩크족을 대하는 시선과 편견도 이야기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무자녀 여성들

의 커리어, 구직,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딩크족을 결심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경제적 이유, 여성의 커리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다. 이처럼 이 책은 '무자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였지만, 각기 다른 삶

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A부터 Z까지 딩크의 모든 것을 담아낸다. 딩크족 삶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중이라면, '딩크족' 선배들의 황금 같은 조언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를 주목해보자.

저자 최지은 | 출판사 한겨레출판

 편집자 주

세상엔 지문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단 한 

명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 결혼, 그리고 가족도 

그렇다. 같은 결혼 생활도 

없고, 같은 가족도 없다. 

모두 제각기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사람들. 보편성의 

시선을 깨고, 가족이라는 

참된 의미 아래 묶인 이들을 

바라본다. 《편집자 주》

딩크에 대하여

WEDDING
|  High-quality pictorials that show all 
about wedding trends from dresses, 
studios to jewelry. 

|  Curations by wedding editors with 
an excellent eye provide practical 
wedding information 

BEAUTY&FASHION
|  In-depth coverage and trend 
information on global fashion & 
designer brandsinformation. 

|  Reliable articles on high-end watches 
and jewelry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and reporting know-how.

FEATURES
|  Introduce significant figure to meet 
the interest from the consumers.

|  Fresh and exciting articles which 
suggest the trends about wedding 

 & Life in general.  

LIFE STYLE
|  Latest trends to lead your life to a 
rich lifestyle.

|  Focusing on before or after 
marriage, provides readers with 
featured articles helping them to 
seek a happy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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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RATES

COVER AD UNIT RATE

FRONT COVER +COVERSTORY -
           

25,000,000 

BACK COVER  1p 15,000,000

GATE FOLDER 4p 24,000,000

1ST SPECIAL DOUBLE PAGE SPREAD (DPS) 2p 16,000,000

INSIDE BACK COVER DPS 2p 12,000,000

INSIDE BACK COVER SINGLE 1p 8,000,000

PREMIUM AD UNIT RATE

2nd SPECIAL DPS 2p  12,000,000 

3rd SPECIAL DPS 2p 11,000,000 

SPECIAL COUBPE PAGE 
SPREAD BEFORE CONTENTS  

2p 9,000,000 

1st SINGLE PAGE BEFORE CONTENTS  1p 7,000,000 

CONTENTS SINGLE PAGE  1p 5,000,000 

INSIDE AD UNIT RATE

SINGLE PAGE FACING ARTICLE 1p 3,000,000

DOUBLE PAGE SPREATED (DPS) 2p 6,000,000

ADVERTORIAL 1p 2,000,000

FREQUENCY  monthly

CIRCULATION  36,000 copies/month

SIZE  227mm x 295mm

ON-SALE DATE  29th of previous month

MATERIAL DEDLINE  16th of previous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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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DING21 
DIGITA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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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 WEDDING21_MAGAZINE

Follower 1.4 m 
The social channel to get WEDDING21 news  in the fastest way 

From feeds, stories, reels, brand news, event sketches various contents for daily update. 

Feed Posting Reel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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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wedding21 Magazine

From brand ads, sketch films, campaign videos, 
social channel where various contents are released. 

Brand ads Sketch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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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POST 
@ WEDDING21_MAGAZINE

Follower 1.4 m  
Korea’s  representative portal site Naver's official WEDDING21 post account.

It delivers  brand and wedding content in detail.

Pictorial / Interview Brand Behind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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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 21 NEWS 
wedding21news.co.kr

PV 25,000 /day  |  Partner Total PV 900,000 /month 
Wedding life related Internet news channels run by wedding21. 

Brand can be expose to a wide range of target audiences.
Also it conveys  a variety of news related to fashion, beauty, living, life, culture, art, 

entertainment.  pregnancy, parenting, etc.It delivers  brand and wedding content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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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 21 NEWS 
wedding21news.co.kr

“Wedding 21 News” coverage is also posted on the following channels: Daum news  
Daum “My news” / NewsPICK / Naver Post / Naver Blog / T-Story / Kakao Story

Google News Search / Daum News Search / Nate News Search / Zoom News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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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AL MARKETING 

Viral marketing proceeded to the large, trend-driven communities
WEDDING21 can spread the content to the mass  communities  by using 

posting, photos, and videosIt's a product that can maximize keyword marketing.

Viral marketing case study 
"Black Dress" viral contents reached  more than 140,000 VIEW only in Instiz community

Related brands to be exposed to the mass at maximum 

Number of 
members 

by 
community

Daum Dotax
521,000

The Qoo
3,000,000

Instiz
2,000,000

Dimitory
300,000

Daum 
Yosi isajung
148,000

Naver 
Lemon Terrace
2,970,000

Naver 
Power Room
1,950,000

Naver 
Moms holic
3,080,000

Daum 
Womans generation
8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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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AD RATES

Digital branding package provided ash the benefits of Wedding21 Magazine brand ads

MEDIA AD UNIT RATE REMARKS

Instagram

Feed Posting 2

1,000,000
Story 1

Highlight 1

Reels 1

Naver Post Posting 1

1,000,000
Naver Blog Posting 1

Facebook Posting 1

Wedding21 News Articles 1

Wedding2 You tube

Brand Ad Posting 1 Cost negotiable

Branded Contents 1 Cost negotiable production cost not included 

Brand PPL 1 Cost negotiable

Viral Marketing 5 major community viral marketing 1 1,000,000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