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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여성의문화와스타일에세련된통찰력과영감을제공하는
세계최초의패션매거진<하퍼스바자> 

우아하고세련된현대여성이라면곁에두어야할최초의패션매거진<하퍼스바자>는
1867년처음선보인이후153년동안고유의정체성을지켜오며아름답고

예술적인뮤즈와비교할수없는특유의스타일로현대여성들의문화와스타일에
세련된통찰력과영감을제공해왔습니다. <하퍼스바자>는지속적인혁신과변화,

세련되고시크한시선을통해즐거움과유익한정보, 패션과문화에대한영감을줄것입니다. 



PV 3.6M / UV 370K
2045 여성 : 85%

https://www.facebook.com/harpersbazaarkr/?__tn__=kC-R&eid=ARA_h4fxlWK2aVxzrNGrw-P4FnBk6tO_7t_ja5UB6Jnw7oQwlZiaDFvR5wNmjFtNu9sv4zOM_6t52mU3&hc_ref=ARSf2gGLKGT3_4Zds-ddQ8_gm2QftvA9GLk-sfOSs85fnbP0WGCbEtMWqnqAAjXXA0U&__xts__[0]=68.ARC8CiMq0PZkLGyMaGwIieZqmtufTlAdvWq-mXAulYfYf1TJzjOqtW1LVvVrvAku6f5MV7LVINQxcO6Rzuhdza4xgjjLEynAh2wcU7iOtskIgFkNqk_zQJ0pcUILe55Kmapw1bIOF9cducAdbQNCqwvKrCVIXlYSihzYtYKmiCD6Y2feAfKha5oBbTqcBljJ6V3lV4x7JmginHu3EdJYbLD5F2zikKFUSRaAZd63yAmL98T8vtaSHU1EE7DFQGiNa4sl3OUzAEuLB5a4tKzeN3IIgr_0o3TVFuJyCdU9H_8Q3264mU1gY-RM6nSW0nf7As0z20QBBcXN8ZSI_QHzEQJnM3lNjdC8lp9dsavepcnH0OQPgbrxB9ChO_0BI9AgQWq-pnJZ3wui0uEtuaiYAY1eKDMq-WTbdGcl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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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BHIND THE NAME

BAZAAR LOVES BAZAAR LOVES BAZAAR LOVES BAZAAR LOVES

BETTER BEAUTY

BEAUTY 
HOT 100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환경 이슈에 대해 알리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독려하는

온·오프라인 콘텐츠 발행

BAZAAR LOVES

바자러브즈

바자 코어 타겟과의 관계 강화와
바자의 가치, 경험의 공유를 위해

취향 기반 커뮤니티 운영

BEAUTY HOT 100

바자뷰티핫100

신세계 그룹 및 시코르와 같이
영향력 있는 파트너와 함께
한 해 동안 가장 인기있는

제품 선정

BHIND THE NAME

비하인드더네임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는

온·오프라인 콘텐츠 발행

BAZAAR BETTER BEAUTY

바자베러뷰티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는
클린&비건 뷰티 브랜드를

선정하여 소개



모든산업에서외면할수없는‘지속가능성’에대한뉴스들을<바자>의다양한채널에주기적으로연재합니다.
이로써독자들에게환경이슈에대해알리고,나아가잡지의코팅용지사용줄이기부터디지털체험형이벤트까지

환경보호를 위한다양한활동들을앞서실천해나갈계획입니다. 

SUSTAINABLE / 3월~12월 매월

#지속가능 #my_little_action #슬기로운지구생활

🗣



알고싶고, 궁금했지만, 그어떤검색엔진을뒤져도친절하게알려주지않는
브랜드(디자이너)이야기를매달하나씩선정하여깊이있게다루는칼럼을연재합니다.

패션,  뷰티브랜드의과거부터현재까지의스토리를담은콘텐츠가지면, 디지털(Web,Youtube)을통해발행됩니다.

BEHIND THE NAME / 3월~12월 매월

패션사에서 빠질 수 없는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진짜 이야기 #비하인드_더네임

🗣



<바자>독자들과의관계를강화하고,바자의가치&경험을공유하는오프라인커뮤니티행사로, 
매년메인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예정입니다.

*2020  메인테마: <바자아트>와연계한‘미술관옆,바자러브즈’

바자러브즈 / 5월,7월,9월,11월 연 4회

바자 ‘찐’ 독자들을 위한 취향 기반 커뮤니티 #바자러브즈

🗣



바자의장기콘텐츠프로젝트인<지속가능성>과연계하여지속가능성을실천하고있는착한뷰티브랜드<베러뷰티>를소개합니다.
자연유래성분의화장품, 친환경적인패키지 · 포장· 부자재사용, 동물실험· 동물성원료사용배제등에주목하는
클린&비건뷰티브랜드들에대한정보는착한가치소비를지향하는 소비자들을위한유익한정보가될것입니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착한 뷰티 브랜드 #바자베러뷰티

바자베러뷰티(B.B.B)/ 6월

🗣



국내최대럭셔리뷰티유통망인신세계백화점, 시코르, SSG닷컴과손잡고
각카테고리별판매데이터를바탕으로1년동안가장핫했던100가지아이템을발표합니다.

1년 동안 가장 사랑받은 아이템 쇼핑가이드 #바자뷰티핫100

바자 뷰티 핫 100 / 10월

🗣



오직<바자디지털>채널에서만만나볼수있는다양한시리즈콘텐츠를주기적으로업로드합니다.
패션, 뷰티,아트&컬쳐,라이프스타일, 브랜드전반의소식을

누구보다발빠르고재미있게전하고있으니, 지금바로바자디지털채널을팔로우하고만나보세요.

#B_Now #B_Runway #B_Highlights #B_Hibazaar #박애취향 #셀럽파이브

Original Contents /  항시

🗣



백상예술대상은TV와영화를아우르는종합영상예술시상식으로서,
제55회바자아이콘상은바자편집장과스타일리스트정윤기가시상자로나서배우김혜수가수상하였습니다.
백상예술대상에서는바자라운지를운영하는데, 백상예술대상에참여하는모든셀럽들이머무는공간이자

스타들의만남이이루어지는장으로바자브랜딩이녹여질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종합영상예술 시상식 #백상예술대상

백상예술대상 / 일정미정

🗣



● 판형: 180* 240mm
● 페이지수: 평균 120p 
● 발행부수: 10만부

2020년, 새롭게달라진<바자아트>

<바자>의관점에서바라본<ART> 
국내외갤러리와뮤지엄, 아트컬렉터들과의협업을통해패션뿐아니라문화와예술등

아트의대중화를형성하여누구나읽기쉬운콘텐츠를제공합니다. 

소장가치를높인종이잡지의진화
디지털시대에도변하지않는종이잡지만의고유감성을지키되,

손에잡히는작고가벼운판형과디자인으로소장가치를높입니다.

단행본출시& 배포처확대
이제서점내예술/ 대중문화코너에서도만날수있으며

서울주요호텔및핫플레이스로배포처를확대해더많은독자들에게선보입니다. 

2020년, 황금연휴시즌발행
일상도아트처럼즐기는<바자아트> 독자들의

문화활동증가시즌을고려해5월/ 10월, 연2회발행됩니다. 



기획〮제작〮운영 전반에걸쳐효과적인마케팅토탈솔루션을제공합니다.
바자특유의감성으로브랜드의 뉴시즌컨셉을화보, 영상, 기사다양한형태로 세련되게표현하여브랜디드콘텐츠를제작하고,

바자온〮오프라인채널을통해독자&고객에게전달합니다.

브랜드니즈에최적화된마케팅솔루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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