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Biggis t  Young Women’s  Media  Brand in  The  Wor ld

밀 레 니 얼 세 대 를  위 한  라 이 프 스 타 일  바 이 블



코스모폴리탄은 전 세계 30여개 이상의 에디션이 발간되는 최고의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매거진입니다. 2000년에 창간된 

코스모폴리탄 코리아 역시 동종잡지군내 최대판매부수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년 90만부 발행, 12개의 

디지털채널을 가진 대표적인 여성미디어로 큰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20년도 코스모폴리탄코리아는 

언제나 핫하고, 자기주도적이며, 멋진 여성들의 미디어파트너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코스모폴리탄코리아가 창간20주년을 맞았습니다



Cosmo
Hi t s

코스모폴리탄은 세상을 바꾸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나답게 나혼자산다

인형처럼 빼어난 미모는 아니지만  자신감과 

독보적인 매력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아이콘이 된 화사.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당당하고 파격적인 ‘화사 

시대’를 만들고 있는 그녀는 ‘프리티 

디퍼런트’를 몸소 실천하는 당찬 여성! 

August 2019 

지난 20년간 빠르게 성장하는 대한민국여성들의 생각과 꿈을 반영한 코스모폴리탄의 히트 콘텐트를 소개합니다

브라보! 보디포지티브

‘패션잡지 커버 모델’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탈코르셋’과 ‘자기 긍정’을 

대변하는 모델로 ‘이영자’를 

선보인 이 표지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December 2018 

노브라보다 더 어려운 감정 코르셋

한국여성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여성다워야한다’는 

감정 코르셋을 바라보는 코스모의 시각.

cosmopolitan.co.kr/article/44540

대체 예쁘다는 게 뭔데?

젠더 대폭발 시대, Z세대를 

맞이하는 뷰티업계의 

바람직한 자세. 

April 2020 

브랜드를 향한 새로운 가치관

단순히 패키지, 셀러브리티 

모델 뿐 아니라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관까지 알고 

선택하는 당신은 바로 

코스모우먼!

 January 2020

디어 걸즈, 용기를! 

세계적 주목을 받으며 여성주의 실천에 대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MeToo 캠페인에 대한 한국적 진단.

cosmopolitan.co.kr/article/3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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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폴리탄의 변치않는 가치, FUN/FEARLESS/FEMALE은 

밀레니얼세대를 위한 최고의 코칭메세지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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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의 기사는 ‘일단’ 

재미있습니다. 요즘 여성들이 

관심사를 포착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지만 경쾌하고 유쾌하게 

전달합니다. 코스모와 함께 하는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입니다.  

코스모가 가는 길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패션,뷰티부터 진지한 직장고민상담과 연애에 대한 

친근한 조언, 뜨거운 섹스팁 전수까지 여성이 궁금할 

만한 모든 질문에 답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 질 수 있는 지침서가 바로 

코스모입니다.  

코스모가 지향하는 ‘여성’은 세상과 마주 

하는 데 두려움이없는 여성,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개성을 추구하는 

여성. 어떤 순간에도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성입니다. 

Misson

2030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즐겁고 유용한 라이프코칭



코스모폴리탄코리아는 월 평균 8만부를 발행, 평균 판매율 90%를 

자랑합니다. 유사타겟 경쟁매거진 대비 15~40% 많이 발행중이며, 

이 중 정기구독자비율도 약 20%로 가장 높습니다. 

Pr int
Power

코스모폴리탄은 국내 최대 
판매부수매거진입니다

월 평균 
8만부 발행

싱글즈

82%

60%

얼루어

70%

마리끌레르

62%

더블유

발행부수

싱글즈

18%

얼루어

20%

마리끌레르

31%

더블유

20%

정기구독부수

100%100%

(코스모폴리탄 발행부수, 정기구독부수를 100% 가정시, 2019자료 기준)



코스모폴리탄은 디지털채널에서도 타 매거진을 능가하는 디지털파워를 자랑합니다. 

특히 이용자의 55%가 소비력 높은 2030 밀레니얼+젠지세대 여성입니다. (코스모웹사이트 기준)

Web Traf fic  UV 450,000 PV 6,000,000 
SNS Followers 2,600,000 (kakao, facebook, Instagram, twitter, etc)

Youtube clips 900+

 (2019년 1~12월 기준)

18-24세

22.4%

25-34세

30.3%

여성

64.7%

남성

35.3%

35-44세

29.3%

45-54세

12.3%

55-64세

3.5%

65+세

2.2%

Onl ine
Power

구매력있는 밀레니얼 디지털유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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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폴리탄 웹사이트 이용자 비율

CHANNEL  TR AFF IC

WEB PV  6,000,000

K AK AO 300,000

FACEBOOK 670,000

INSTAGR A M 1,200,000

YOUTUBE  80,000



2020
Cosmo 
Way

2020년도 
코스모폴리탄과 

함께!
창간20주년을 맞이하여 

코스모가 준비하는 재미있고 

의미있는 콘텐트와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Clean Beauty Special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뷰티 키워드인 '클린 

뷰티'에 대해 집중 리뷰.

Eat, Play, Travel  
트레블 특집! 목적 있는 

여행,  다양해진 여행 풍토. 

지금 우리가 즐기는 것. 

페스티벌 총망라.

Happy Together
밀레니얼의 연애 트렌드,

미투 이후의 사랑,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 

향수 스페셜, 커플템.

Love Special
코스모폴리탄이 전매특허

섹스 칼럽 특집.  

FW의 시작을 알리는 

패션, 뷰티 이슈.

Women In Voice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시대의 ‘여성‘ 리뷰,   

페미니즘과 남녀 평등 사이,

패션 뷰티 SS 트렌드 체크.

20th Anniversary 
스무살, 어른 여자. 

커밋 페스티벌. 

코스모폴리탄 

인플루언서 어워드 .

20주년행사

Time To Act!
밀레니얼들의 

사회 및 정치 참여 형태

우리가 바라는 세상, 

게더링, 라이프 스쿨. 

Well Aging 
웰에이징 특집. 웰니스, 

여성 건강, 이너 뷰티와 

메디테이션.   

Modern Life
신 가족의 형태 , 밀리네얼 

1인 가구에 맞춘 음식과 

가전 제품, 인테리어 등 

라이프 스타일 스페셜.

Lifestyle Award 
친환경, 필환경 이슈 

NEW DIGITAL LIFE 

자동차, 가전과 테크로 

연결.

Body Positive 
자신이 몸에 대해 긍정하는 

법, 운동하는 여자들, 몸을 

쓰는 즐거움.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 

Cosmo Men 
코스모 어워즈. 

뷰티에서 이너 뷰티, 

라이프 스타일까지 확대. 

뷰티어워드

JANUARY

JULY

FEBRUARY

AUGUST

MARCH

SEPTEMBER

APRIL

OCTOBER

MAY

NOVEMBER

JUNE

DECEMBER

2020
Cosmo 
Wa y

2020년 흥미진진한 코스모 콘텐트와 프로젝트 라인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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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폴리탄만의 파워풀하고 특별한 커버 스토리

인물과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는 파워풀한 

변형 커버  

전형적이고 익숙했던 

이미지를 벗어나 보다 

다이내믹해진 디자인, 

화제성 높은 커버 모델 

영입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호응을 끌어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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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동시대적 비주얼

패션 뿐 아니라 뷰티, 피쳐성 스페셜 이슈에 관한 비주얼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셀러브리티 화보 퀄리티 또한 

화제성과 인지도를 올리고 있슴. 



2020년도 뷰티&패션, 라이프스타일, 젠더&셀럽이슈, 전문적인 연애 지식까지 갖춘 코스모폴리탄의 콘텐트로 FLEX 하세요.

2020
Cosmo’s  

Wa y

밀레니얼의 관심사를 저격하는 다채로운 디지털 콘텐트

Total traf fic 1,950,000+  
Total views 750,000+

Followers 67,000  
Total view 6,950,000+

2030 Lifestyle

실제 에디터의 생활을 파헤쳐서 패션, 뷰티, 

취미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2030 키워드를 보여주는 

‘존버들의 지출증빙’ 

About Relationship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위를 넘나드는 

연애토크를 전문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옆방주의’와 ‘하우투’ 시리즈

Gender & Celebrity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향력 있는 

셀럽들의 목소리를 듣는 ‘여자, 여자를 만나다’ 

‘자아분열 인터뷰’



286,064회 노출
1,271명 참여

432,576회 노출
2,053명 참여

2020
Cosmo’s  

Wa y

MZ세대의 관심사 
서베이: 코피셜

211,259회 노출
2,009명 참여

COSMOPOLITAN + OFFICIAL

단 11회차 만에 

총 15,803명 참여

2,634,636회 노출

코피셜 (COSMOPOLITAN + OFFICIAL) 이란 

기존의 정형화된 매거진 콘텐츠에서 벗어나 

MZ 세대 (밀레니얼 + 젠지) 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이슈에 대해 

매주 질문을 하는 독자 참여형 서베이이자

코스모폴리탄의 새로운 놀이 콘텐츠, 

커뮤니티입니다. 매주 획기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로, 응답자의 48% MZ 세대가 

차지 하는 등 MZ 세대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 공감하는 동시에 

브랜드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240,944회 노출
3,38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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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대들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하다면, 
코스모폴리탄에 물어봐! 

정치, 뷰티, 패션 커리어, 헬스 등 카테고리 불문! 밀레니얼과 젠지 세대들의 최대 관심사와 현재 가장 핫한 

사회 이슈를 시의성 있게 다루어 진정성있는 반응을 보이며, 서베이 당 기본 1천명 이상의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의 ‘찐’ 생각이 궁금하다면, 코스모폴리탄의 코피셜을 찾아주세요!

MZ 세대 관심사, 

사회 이슈 반영한 서베이 진행

6:26

Send Message

1

서베이 결과 노출 및 

인사이트 제공

6:26

Send Message

3

서베이 홍보 및

참여 독려

6:26

Send Message

2

자취

신제품

여행

건강

연애
성

LGBT

음식

환경

취업
직장

관계



50만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아시아 5개국 코스모 에디션, 파워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독자 1만명이 

올해 최고의 뷰티 제품을 선정하는 국내 유일의 공신력있는 대규모 뷰티 프로젝트 

BEST CLEANSER
유리아쥬 미셀라 클렌징 워터

BEST N IGHT CARE
빌리프 아쿠아 밤 슬리핑 마스크

BEST EYESHADOW
맥 아이섀도우 테테 아 틴트 

BEST FOUNDATION
에스티 로더 퓨처리스트 아쿠아 

브릴리언스™ 파운데이션 SPF 20 
PA+++ 

BEST HAND CARE
카밀 핸드&네일 크림 클래식

디올 미스 디올 오 드 뚜왈렛 조 말론 런던 포피 앤 바알리 코롱 키엘 칼렌듈라 꽃잎 토너 랑콤 뉴 어드밴스드 제니피끄 끌레드뽀 보떼 퍼밍 세럼 수프림 조르지오 아르마니 아르마니 
투 고 쿠션

샤넬 루쥬 코코 플래쉬 92 아무르 시세이도 얼티뮨 아이 파워 인퓨징 
컨센트레이트

클라란스 더블세럼 시슬리 시슬리아 랭테그랄 앙티 
아쥬 퍼밍 컨센트레이티드 세럼

BEST SK IN CARE BR AND

INNISFREE

BEST MEN’S SK IN CARE BR AND

INNISFREE

BEST MAKEUP BR AND

M.A .C

BEST FR AGR ANCE BR AND

JO MALONE LONDON

BEST BODY CARE BR AND

HAPPY BATH

BEST HAIR CARE BR AND

MISE EN SCÈNE

BEST TONER
 숨37° 시크릿 밸런싱 토너

BEST N IGHT CARE
러쉬 코스메틱 워리어

BEST EYEL INER
키스미 히로인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슈퍼 킵 03 브라운 블랙

BEST POWER COMPACT
메이크업 포에버 매트 벨벳 스킨 블러링 

파우더 파운데이션

BEST SHAMPOO
아모스프로페셔널 녹차실감 샴푸 

지성 두피 타입

BEST EXFOL IATOR
 아모레퍼시픽 트리트먼트 엔자임 필 

클렌징 파우더

BEST WASH OFF MASK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카밍 마스크

BEST MASCAR A
메이블린 뉴욕 하이퍼컬 파워픽스 

마스카라

BEST CONCEALER
바비 브라운 인스턴트 풀 커버 컨실러

BEST CONDIT IONER & 
TREATMENT

록시땅 아로마 리페어 헤어 마스크

BEST BOOSTING 
ESSENCE

한율 세살쑥 진정 에센스

BEST SHEET MASK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크림 미스트

BEST EYEBROW
메이블린 뉴욕 디파인&블렌드 

브로우 펜슬 

BEST CUSHION PACT
랑콤 뗑 이돌 롱라스팅 쿠션

BEST HAIR STYL ING
미쟝센 퍼펙트 스타일링 세럼

BEST EYE CARE
AHC 에이지리스 리얼 아이크림 

포 페이스

BEST MIST
눅스 윌 프로디쥬스 멀티 드라이 오일

BEST L IP MAKEUP-
HARD TYPE

맥 파우더 키스 립스틱 

BEST WOMEN’S 
FR AGR ANCE

디올 미스 디올 오 드 뚜왈렛

BEST HAIR ESSENCE
미쟝센 퍼펙트 코코 워터 세럼

BEST TROUBLE CARE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세럼

BEST L IP CARE
바이오더마 아토덤 립스틱

BEST L IP MAKEUP- 
L IQUID TYPE

입생로랑 뷰티 베르니 아 레브르 
워터 스테인 

BEST MEN’S 
FR AGR ANCE

조 말론 런던 잉글리쉬 오크 앤 
헤이즐넛 코롱

BEST SCALP CARE
아모스프로페셔널 녹차실감 토닉

BEST MOISTURIZER
키엘 울트라 훼이셜 크림

BEST MEN’S CLEANSER 
& SHAVING

랩 시리즈 오일 컨트롤 클레이 
클렌저+마스크 

BEST BLUSHER
크리니크 치크 팝 

BEST ROOM 
FR AGR ANCE

조 말론 런던 다크 앰버 앤 진저 
릴리 홈 캔들

BEST INNER BEAUTY
grn+ 분홍이 15플러스 비포 

가르시니아 시즌3

BEST ANTIAGING
SK-II R.N.A. 파워 에어리 크림

BEST MEN’S BB CREAM 
& SUNBLOCK

랩 시리즈 데이 레스큐 디펜스 로션 
SPF 35 PA++++ 

BEST H IGHL IGHTER & 
SHAPER

맥 스튜디오 픽스 스컬프트 앤 
컨투어 팔레트

BEST SHOWER GEL
러쉬 슬리피

BEST UV PROTECTOR
헤라 선 메이트 엑설런스 SPF 50+ 

PA++++

BEST WHITENING & 
BR IGHTENING

구달 청귤 비타C 잡티 세럼 

BEST MEN’S SK IN CARE
랩 시리즈 에이지 레스큐 훼이스 로션

BEST MAKEUP BASE
바비 브라운 프라이머 플러스 프로텍션 

SPF 50 PA+++

BEST BODY 
MOISTURIZER

피지오겔 데일리 모이스쳐 테라피 
바디 로션

BEST BEAUTY DEVICE
페이스 팩토리 LED 테라피 마스크

BEST PRODUCT OF THE YEAR

BEST BRAND OF THE YEAR

ASIA TOP 10 PRODUCT

즐겁고 당당하며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어른 여자들을 위한 매거진 <코스모폴리탄>의 
<코스모 뷰티 어워즈>는 매년 50만 건의 데이터 분석과 1만 명 이상의 서베이 참여 등 
공신력 있는 리서치 결과를 통해 최종 수상 제품을 선정하는 뷰티 시상식입니다.

코스모 뷰티 어워즈 2019

2020
Cosmo’s  

Wa y

Cosmopolitan Beauty Awards 2020

일시 2020년 12월

예상인원 1만명 이상

(2019년 기준 1.1만여명 

서베이 참여)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코스모폴리탄과 메가박스가 만나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딘 20대 여성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부터 일상 속의 크고 작은 고민들에 대한 공감과 위로까지! 

연사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통해 폭 넓은 카운슬링을 제공하는 토크 페스티벌

2020
Cosmo’s  

Wa y

코스모×메가박스의 20주년 기념 강연프로젝트 : 
20살의 성장판

일시 2020년 9월

장소 코엑스 메가박스 

예상인원 약 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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