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MEDIA KIT

ESQUIRE

<에스콰이어>는 취향있는 남자들을 위한 지적인 바이블입니다
THE INTELLECTUAL BIBLE FOR TREND CONSCIOUS MAN

<에스콰이어> 매거진은 7개의 섹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INSIGHT 는 남자의 지성을
STYLE 은 남자의 감각을
VIBE는 남자의 취향을
WAVE는 남자의 성취를
ATTITUDE는 남자의 우아함을
SPORTS는 남자의 투쟁을
PEOPLE 과 SPECIAL 은 남자의 지향점과 이상형을 보여줍니다.
에스콰이어는 매 월 멋지고 새로운 남성상을 재창조하고 있는 남성 미디어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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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No.1 DIGITAL CHANNEL FOR MEN - ESQUIRE
WEB, SNS, YOUTUBE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에스콰이어가 큐레이팅한 디지털 맞춤형 콘텐트 발행.

UV : 258K 이상
PV : 885K 이상
2045남성 60% 이상,
재방문률 80% 이상

63K

*2018년 4Q월 기준

602K

20K

2K

592
*2019년 3월 기준

YOUTUBE ORIGINAL CONTENTS
테크체크

골목서울

폰서트

하비스트

가장 핫한 테크 제품을 구매할 때

호기심 많은 주인공 ‘하나’가 서울의 골목을

‘스마트폰을 통해 펼치는 작지만 소중한 라이브

셀럽의 소확행 또는 취미를

고려해야할 팩트를 재미있게 짚어주는 콘텐트로,

찾아다니는 본격 골목 여행 웹드라마로,

콘서트’를 콘셉트로, 오로지 휴대폰만으로 촬영한

재미있게 다루는 콘텐트

테크 제품 뿐만 아니라 골프 등 다양한

식당, 카페, 갤러리, 책방을 찾아다니며 진짜

영상과 소리로 제작하며, 휴대폰으로 노래 듣는

제품군으로 확장 예정

서울의 맛과 멋을 보여주는 콘텐트

현대인들을 위한 가장 친근한 음악 콘텐트

MARKETING

지적이고 취향이 남다른
남성들을 위한 마케팅 프로젝트
Insight Party

town house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일하며 남다른 삶의 취향을 즐기는

에스콰이어 글로벌의 시그니처 프로젝트로 에스콰이어가

클럽 에스콰이어 인사이트 파티에서 다룬

사람들의 모임으로 각 테마 별 전문가와

큐레이팅한 라이프스타일 액티비티와 다양한 브랜드를

다양한 테마와 강연자, 그리고 모든 멤버가

에스콰이어 에디터의 토크와 파티로 구성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벤트

모이는 연말 컨퍼런스

Insight Summit

MARKETING | 2018 HIGHLIGHT

Insight Party

1회 : MONEY (2018.04)

2회 : HIPHOP (2018.07)

3회 : JAZZ (2018.10)

4회 : MOVIE (2018.12)

트럼프와 한국 경제,
그리고 내 돈

에스콰이어,
힙합을 말하다

에스콰이어와 재즈,
그리고 혁신이라는 시대 정신

완벽주의자들의
영화에 대하여

Program : 머니 토크 & 칵테일 클래스
Speaker : 정철진 경제전문가
Venue : JW 메리어트 동대문 더 그리핀

Program : 힙합 토크 & DJ 파티
Speaker : 김봉현 힙합 칼럼니스트, 뮤지션 기린, DJ 유지성
Venue : RYSE HOTEL

Program : 재즈 토크 & 콘서트, 애프터 파티
Speaker : 황덕호 재즈 칼럼니스트
Venue : ODE MAISON & PORT
Sponsor : ODE, 맥캘란

Program : 무비 토크 & 칵테일 파티
Speaker : 민용준 에스콰이어 피처 디렉터. 박찬용 매거진 B 에디터
Venue : PATIO 7 HOTEL B2 (YG REP by VAULT BAR)
Sponsor : 해밀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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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준 편집장

곽도훈 광고 담당

배경민 마케팅 담당

min.byungjoon@joins.com

kwak.dohoon@joins.com

bae.mina@joins.com

02-3017-2940

02-30 17-2640

02-3017-2306

김재원 광고 팀장

임은정 마케팅 팀장

kim.jw@joins.com

lim.eunjeong@joins.com

02-3017-2950

02-3017-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