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콰이어는

취향 있는 남자들을 위한 지적인 바이블 입니다.

The Intellectual Bible for “TREND-CONSCIOUS MAN”

에스콰이어는 매 월 멋지고 새로운 남성상을 재창조하고 있는 남성 미디어 브랜드입니다.

Since 1995. OCT 

MAN at HIS BEST
CORE



TARGET AUDIENCE
에스콰이어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강한 성취욕을 지닌 이들을 위한 미디어입니다

Esquire is for men who are ambitious in their l ives and 
determined to shape the world 

CHARACTER
 인맥이 넓으며 정보력이 뛰어나다

Well-connected 

 신제품에 대한 정보는 주로 매거진을 통해 얻는다

Trusts magazine for latest product releases 

 자동차, 시계, 잡화의 경우 럭셔리 브랜드를 선호한다 

Prefer luxury watch, auto, fashion brands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많다 

Early adapters to new technology

DEMOGRAPHIC (2020 Apr)

 주요 연령대

Main audience 30-45

 평균연령

Average age 31 
(Digital 27)

 남성 비율

Male ratio 70% 
(Digital 50%)

ESQUIRE FOLLOWERS (2020 APR)

CORE

8K 647K 62K 4.7K 1.1K 17K 2K n/a



 80K monthly circulation
   Bookstores, luxury hotels, airports, hospitals, cafes

 Reaching  605 K Page views, 77 K Unique Visitors (weekly) 
 Interacting with 700K followers  

400+ Club Esquire members ‘ESCREW’
Esquire influencer group ‘ESKY’

 Connecting brands with 
Esquire’s audience via offline events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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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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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MAGAZINE
ESQUIRE IS A LIFESTYLE

COR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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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Off Look 
& Style

Art 
& Culture

Fitness Summer Escape New Start Well Being Time
<300th Issue>

Aging
<Beauty Awards>

Gift

2020 EDITORIAL / MARKETING CALENDAR

CORE_PRINT CONTENT FOR TREND-CONSCIOUS MAN
취향이 남다른 남성들을 위한 

지적인 콘텐츠를 에스콰이어만의 시각으로 제공합니다.

Thought-provoking and useful,  relevant content for men in Esquire’s unique point of view



CORE_PRINT

KEY LOOK JOURNAL FEATURE

THE CODE INTERVIEW SPECIAL FEATURE COVER STROY

STYLE

국내 No.1 남성지 에스콰이어 매거진 
THE CODE는 남자의 취향을, FEATURE는 남자의 지향점과 이상형을, JOURNAL은 남자의 감성을, STYLE은 남자의 감각을 보여줍니다.

Korea’s no.1 men’s magazine, Esquire provides men’s taste in THE CODE, direction and ideals in FEATURE, 
sensibil ity in JOURNAL, sense of fashion in STYLE



CORE_DIGITAL

TECH & CARSTYLE

FOOD & DRINK PEOPLE

LIFECULTURE

NO.1 DIGITAL CHANNEL FOR MEN
프린트뿐 아니라 디지털에 있어서도 에스콰이어의 시각으로 엄선된 콘텐츠를 WEB,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행합니다.

에스콰이어 웹사이트는 감각적인 최신 트렌드 소식과 유익한 정보로 가득합니다.

Esquire’s point of view also translated in digital channels. Esquire website is packed with up-to-date trends and practical content.

ESQUIREKOREA.CO.KR
(Monthly traffic, 2020 Mar)

(desktop + mobile)

PV 5M
UV 558K

SOCIAL AUDIENCE 
(2020 Apr) 7 channels 

753K 
followers



CORE_DIGITAL YOUTUBE ORIGINAL CONTENT
/ESQUIRE Korea

/ESQUIRE Korea

 테크 제품 및 다양한 제품에 대한 리뷰

tech & lifestyle review
Ep4. 17K views

 셀럽 인터뷰, 화보 비하인드 콘텐트

 다양한 형태의 인터뷰 

celebrity interview, 
photoshoot behind the scene

 캠핑과 요리의 에스콰이어식 조합

 Camping recipes by Chef Song

소봉캠섭컬쳐 (Sub Culture) STAR & PEOPLE



INSTAGRAM CONTENT
@esquire.korea

@esquire.korea

CORE_DIGITAL

SPORTSSTAR

ITEMLIFE

AUTOSTYLE

WATCHTECH

에스콰이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소셜 채널로 Feed 뿐만 아니라 Story를 통해 패션, 그루밍, 셀럽, 테크, 클럽에스콰이어 소식을 전합니다

에스콰이어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은 남성 65% 여성 35%, 연령대는 18-34세가 78%를 차지합니다

Instagram is the fastest channel to access Esquire news. Followers consist of 65% male 35% female, 78% of 18-34 age bracket. i



CORE_EVENTS

<클럽 에스콰이어>에서는 예술적, 문화적 시각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 파티(Insight Party)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Club Esquire’s ‘Insight Party’ is a social event that broadens your artistic and cultural perspective. 

MEMBER 취향이 남다른 Escrew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SPACE 모임의 성격에 딱 맞는 공간에서 모이며 그 공간 자체가 테마가 되기도 하고

CONTENT 에스콰이어와 뜻을 함께하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의 경험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공합니다.



CORE_EVENTS

다양한 브랜드와 에스콰이어 커뮤니티가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시즌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모임 활동이 이루어지며, 

모임 성격에 따라 소규모 그룹에서 100명 이상의 대규모 파티까지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Every season, Insight Parties are based on a new theme and varies from small group gathering to large-scale parties over 100 people.

EXPLORE YOUR TASTE



클럽에스콰이어 멤버 “ESCREW (에스크루)”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독보적이고 뚜렷한 시각을 가진 분들입니다.

<클럽 에스콰이어> 는 에스콰이어를 좋아하며 

남다른 삶의 취향을 추구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소셜 클럽 입니다.

멤버 및 행사 참가자 DB 총 524명

25-45세 남녀 누적 멤버 총 400명 (2020년 s/s 100명)

코어 타겟 30-40세 64%
남여비율  80 : 20  (2020년 82 : 15)
미디어, 법률, 의학, 브랜드, IT, 스타트업 CEO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종사자

연 소득 6천만원 이상 48%

ESQUIRE COMMUNITYCORE_COMMUNITY

에스콰이어 공식 인플루언서 그룹 “ESKY”(에스키) 2020년 총 30명

IG 팔로워 30K 이상의 인플루언서 매해 선발

 브랜디드 포스팅 및 행사 참석 

CLUB ESQUIRE MEMBERS

ESCREW

�

ESQUIRE INFLUENCERS

ESKY

�



PARTNERS

에스콰이어는 400여개 이상의 브랜드와 함께 성공적인 캠페인을 진행 해오고있습니다

Esquire Korea has worked with over 400 brands to create successful campaigns



TEAM

Editor in chief, Eric Byungjoon Min  

<에스콰이어>에서 시작해 <아레나>, <루엘>, ‘현대 카드’, <레옹>을 거쳐 다시 돌아온 

<에스콰이어>의 아들, 편집장 민병준.

Director Donghui Ko 

<크로노스>와 <아레나>를 거쳐 <에스콰이어>에서 

스타일리시한 감각의 최정점을 찍고 있는 

패션 디렉터 고동휘.

Editor Eunji Shin

밀레니얼 패션 전문가. 

현재 가장 힙한 감성이 무엇인지 늘 잘 알고 있는 

패션 에디터 신은지.

Editor Ilwoong Lim

패션팀의 젊은 피. 남성 패션의 성지 

밀라노에서 체득한 이탤리언 테이스트의 소유자, 

패션 에디터 임일웅.

FASHION TEAM

EDITOR IN CHIEF



TEAM

Director Sehoi Park

<로피시엘 옴므>, <그라치아> 그리고 <허프포스트>를 거쳐 

<에스콰이어>에 연착륙한, 그리고 2019년 <중앙신인문학상>을 

통해 자랑스럽게 등단한 소설가, 피처 디렉터 박세회.

Director Keon Lim

남성 패션과 쇼핑 ‘덕후’에서 

디지털 콘텐츠 및 플랫폼 전문가로 업그레이드 

중인 디지털 디렉터 임건.

Editor Yoonjin Nam

순발력과 기획력이 돋보이는 

그래서 딱 시기 적절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에디터 남윤진.

Editor  Chungsup Lee

유튜브 오리지널 시리즈 ‘섭컬쳐’의 

그 윌리엄. 테크, 컬쳐 그리고 디지털에 특화된 

디지털 에디터 이충섭.

Editor Junghoon Oh

디지털 콘텐츠 회사 기획 팀장 출신답게 커머셜한

 감각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잘 버무릴 줄 아는 

디지털 에디터 오정훈.

Editor Sungyoon Oh

대학 시절 이미 <에스콰이어> 프리랜스 에디터를 시작으로 

<뮤인>, <맨즈 헬스>, <루엘>, <론니 플래닛>에서 

공력을 쌓고 돌아온 피처 에디터 오성윤.

Editor Eunhee Kim

인물, 사회, 문화, 아트, 인테리어 등을 아우르는 

멀티 플레이어이자 특집 전문

 피처 에디터 김은희.

DIGITAL TEAM

FEATURE TEAM



AD CAMPAIGNS

광고 캠페인 레퍼런스



BASIC CAMPAIGN
GENESIS 2020 JAN

WEB BRANDED EDITORIAL (6p) INSTAGRAM



WEB BRANDED EDITORIAL (8p) BRANDED VIDEO (2) 

INSTAGRAM 

FACEBOOK

KAKAOSTORY

SPECIAL CAMPAIGN 
LONGINES 2020 JAN-FEB



INTERVIEW CAMPAIGN 

BRANDED EDITORIAL + INTERVIEW  (10p) BRANDED VIDEO WEB IG / FB

NAVER POST

KAKAOSTORY

YOUTUBE

GOAL STUDIO 2020 FEB-MAR



DIGITAL FIRST CAMPAIGN 
SAMSUNG GALAXY Z FLIP  2020 FEB-MAR

INSTAGRAMYOUTUBE CONTENT WEB ADVERT PRINT

FACEBOOK

https://www.esquirekorea.co.kr/article/44706
https://www.esquirekorea.co.kr/article/44706
https://www.instagram.com/p/B8cYLIDjO8X/
https://www.instagram.com/p/B8cYLIDjO8X/


COVER CAMPAIGN
ESQUIRE x FENDI x Taeyang  2020 Feb

WEB INSTAGRAM (5)

NAVER POST1BOON

COVER BRANDED EDITORIAL (18p)

FACEBOOK

BRANDED VIDEO (2)

https://www.esquirekorea.co.kr/article/44234
https://www.esquirekorea.co.kr/article/44234
https://1boon.kakao.com/esquirekorea/44234
https://1boon.kakao.com/esquirekorea/44234
https://www.instagram.com/p/B7S1JTiDRyo/
https://www.instagram.com/p/B7S1JTiDRyo/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27964&memberNo=40217187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27964&memberNo=40217187
https://business.facebook.com/esquiremagazinekr/posts/2761972583870082
https://business.facebook.com/esquiremagazinekr/posts/2761972583870082
https://www.instagram.com/p/B7ngrOdDqgW/
https://www.instagram.com/p/B7ngrOdDqgW/


CLUB ESQUIRE CAMPAIGN
SAMSUNG GALAXY x JUUN.J  2019 OCT-NOV  

PRE-PR POST-PR

ONSITE-PR

https://www.instagram.com/p/B3ULm3Pj_b6/?utm_source=ig_web_copy_link
https://www.facebook.com/watch/?v=1171301896392538
https://www.instagram.com/p/B201aRHjvG-/?utm_source=ig_web_copy_link
https://www.facebook.com/1087301308003893/posts/2506288792771797?sfns=mo
https://www.instagram.com/p/B3dvdFWD9zC/?igshid=42ky2do4w29s
https://www.facebook.com/watch/?v=1211994812322048
https://www.esquirekorea.co.kr/article/42904
https://www.esquirekorea.co.kr/article/42877
https://www.esquirekorea.co.kr/article/42877


MARKETING
SOLUTIONS

개별 광고상품소개



TOTAL MARKETING SOLUTIONS

광고 상품 소개 
에스콰이어 프린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Brand Identity & Brand Message를 전하세요

PRINT

제작형 광고 (타이업/애드버)  

비주얼 광고 

변형 광고 

DIGITAL

YouTube 브랜디드 콘텐트

브랜디드 영상 제작

웹 애드버 / 커머스형 애드버 

웹사이트 DA

SOCIAL 포스팅

MARKETING

클럽 에스콰이어 이벤트   

인플루언서 (ESKY)



PRINT CREATIVE AD



PRINT VISUAL AD



PRINT SPECIAL AD



PRINT SPECIAL AD



DIGITAL YOUTUBE / BRANDED CONTENT

https://vimeo.com/jtbcplusstudiodot
https://www.instagram.com/p/B9BNCDWj6g5/
https://www.instagram.com/p/B9BNCDWj6g5/
https://www.instagram.com/p/B9A6jcDDCvL/
https://www.instagram.com/p/B9A6jcDDCvL/


NEW

DIGITAL ADVERTORIAL



▶

▶

▶

▶

DIGITAL DISPLAY AD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Am4EAysOEj4TxMZ7wokNpeQ8XaMwGzQkjMMwFodEvj0/edit#gid=992299525


DIGITAL SOCIAL MEDIA



MARKETING CLUB ESQUIRE EVENT 
/ INFLUENCER 



RATES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Am4EAysOEj4TxMZ7wokNpeQ8XaMwGzQkjMMwFodEvj0/edit#gid=992299525


DIGITAL RATES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Am4EAysOEj4TxMZ7wokNpeQ8XaMwGzQkjMMwFodEvj0/edit#gid=992299525


CONTACT US

mailto:kim.jw@joins.com
mailto:choi.sungjin1@joins.com
mailto:moon.intae@joins.com
mailto:kim.daesun@joins.com
mailto:lee.namseok@joins.com
mailto:lee.jaesung1@joins.com
mailto:park.kwangsu@joins.com
mailto:woo.kwangchae@joi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