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소개서



Company Designhouse

Creative MEDIA Company 

1976년 잡지사로 출발한 디자인하우스는 차별화되는 콘텐츠의 크리에이티브는 물론
미디어 영역에서도 남들과 다른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브를 바탕으로 인쇄 미디어에서부터 교육, 여행, 전시, 디지털, 공간 등

다양한 영역의 미디어 사업을 전개하는 남들과 다른(Something Different)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회사입니다.



We Design Better Life

디자인하우스는 44년의 긴 시간 동안 지속되어진 디자인적 사고를 바탕으로
독자,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 고객의 라이프스타일(Lifestyle)과 다채로운 취향과 관계된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인 문화, 예술, 지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선도합니다.

Mission



월간 <디자인> 창간

1976

<행복이 가득한 집> 창간

1987

‘서울리빙디자인페어’ 개최

1994 2002

‘서울디자인페스티벌’ 개최

2005

<스타일 H> 창간

웅진씽크빅 잡지사업부 인수
<마이웨딩>, <맘&앙팡>, <럭셔리>

ALWAYS BE FIRST
‘디자인’이라는 용어조차 낯설던 1976년, 월간<디자인>을 발행해 국내 디자인 산업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1994년 생활 속 디자인 전시회로 ‘서울리빙디자인페어’를 개최하며 최초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History



Creative Media Company
인쇄 미디어는 물론 디지털, 공간 등 생활 전반의 다양한 채널을 아우르는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기업으로서

41년의 전통과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바탕을 국내 최고의 콘텐츠 미디어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2006 2013 2014 2015 2016

창립 30주년 기념
‘페이퍼테이너 뮤지엄’ 건립

DDP 살림관 구축 및
‘DDP Design Shop’ 운영 사업

벤처 회사 ‘Makewith’
공동 설립

‘부산디자인페스티벌’ 개최 네이버 공동 투자 합작회사
‘DesignPress’설립

‘대한민국 명인명장 한수’ 운영 사업

‘블로터앤미디어’ 투자 및 자회사 투자

<맨즈헬스> 창간,
‘쿨가이콘테스트’ 개최

SM엔터테인먼트 합작 법인
(주)더셀러브리티 설립 ,

<THE CELEBRITY> 창간 ‘슬로푸드페스티벌’ 개최

History



We Design Better Contents
국내외 트렌드 전시회, 이벤트, 공간 개발, 커머스 유통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외 주요 브랜드의 마케팅 프로모션을 돕고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2017 2019 2020 2021

‘크리에이터스 그라운드‘ 개최 ‘인천리빙디자인페어’ 개최 디자인하우스 설립 45주년하나은행 Place 1 문화공간 구축
및 콘텐츠 운영

History

디자인하우스 신사옥 입주



Our Media Properties

PRINT
MEDIA

DIGITAL
MEDIA

EXHIBITION
MEDIA

BRAND
MEDIA

SPACE
MEDIA



PRINT MEDIA Contents Production & AD

EXHIBITION MEDIA Brand & Designer Marketing

DIGITAL MEDIA Website & Mobile Contents Production & Native AD

BRAND MEDIA ATL/BTL Promotion & IMC Campaign

SPACE MEDIA Commerce Platform & Brand/Product Promotion

Our Services



SERVICES
×

MAGAZINE

국내 최초의 디자인 전문지 월간 <디자인>을 비롯해
4개의 매거진 발행하고 있습니다



월간 < 디자인 >

1976년 창간 이래 국내 디자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지로, 제품, 그래픽, 인테리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신
트렌드 및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Magazine

Design & Designer First

1976 1983 67K 81K

MAGAZINE
HISTORY

KOREAN 
DESIGN
AWARD 

HISTORY

MONTHLY
DIGITAL

USER
SOCIAL

FOLLOWER



Magazine



Magazine



생활을 담는 그릇인 집과 그 안에 사는 가족의 소중함을 전하는
고품격 생활 문화지입니다. 의식주 일상을 디자인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알리는 널리 전하는 행복 전파자입니다.

< 행복이 가득한 집 >

Magazine

Designing Better Home&Living

1987 100K 106K 229K
MAGAZINE
HISTORY

MAGAZINE
CIRCULATION

MONTHLY
DIGITAL 

USER
SOCIAL

FOLLOWER



Magazine



Magazine



Magazine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시각에서 명품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합니다. 
패션과 뷰티, 인테리어와 다이닝, 여행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취향을 자랑하는 고급 소비자와 최고의 브랜드가 만나는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의 모범입니다.

< 럭셔리 >

Magazine

2001 60K 63K 140K
MAGAZINE
HISTORY

MAGAZINE
CIRCULATION

MONTHLY
DIGITAL 

USER
SOCIAL

FOLLOWER

High Class Lifestyle



Magazine



Magazine



현대백화점과 최상위 고객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감성적 문화
생활과 쇼핑 라이프를 위한 멤버십 매거진으로, 엄선된 독자를
위한 품격있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안합니다.

< 스타일 H >

Magazine

2005 60K 20K 43K
MAGAZINE
HISTORY

MAGAZINE
CIRCULATION

DISTRIBUTION
SPOT

SOCIAL
FOLLOWER

VIP Members of Hyundai Department Store



Magazine



Magazine



SERVICES
×

EXHIBITION

전시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최상의 네트워크 기회와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생활문화 디자인 전시 ‘서울리빙디자인페어’와
디자이너와 기업, 대중이 함께하는 축제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을 주최하며, 
전시를 통해 트렌드를 선도하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대합니다.

LIVING DESIGN ART FOOD

DH Exhibitions



연간 28만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의 인테리어
디자인&라이프스타일 전시회로, 국내외 리빙 산업을 선도하는
브랜드와 디자이너가 참여해 최신 인테리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Exhibition

서울리빙디자인페어
Seoul Living Design Fair

1994 286K 3K 37K
FAIR

HISTORY
VISITORS

(PER YEAR)
BRAND

PARTICIPATION
SOCIAL

FOLLOWER



Exhibition



Exhibition



Exhibition



Living Trend Seminar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은 국내 최초 디자인 전문지 월간 <디자인>이
주관하는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 역량 있는 디자이너 프로모션과
기업의 디자인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트렌드 및 정보 교류의 장을
지향합니다.

서울디자인페스티벌

Exhibition

Seoul Design Festival

2002 99K 4K 47K
FESTIVAL
HISTORY

VISITORS
(PER YEAR)

DESIGNER
NETWORT
(PER YEAR)

SOCIAL
FOLLOWER

http://seoul.designfestival.co.kr/fairDash.do
http://seoul.designfestival.co.kr/fairDash.do


Exhibition



Exhibition



Exhibition



Design Seminar



디자인스팟

Exhibition

Design Spot

2002년부터 이어온 ‘디자인페스티벌’의 장외전시이자, 
개최 도시의 District(지역) 단위로 디자인스팟을 선정하여 디자인
트렌드를 이끄는 스팟들을 소개하는 디자인컬처 플랫폼입니다.

2002 200+ 150+ 1.6K
EXHIBITION

HISTORY
SEOUL
SPOT

BUSAN
SPOT

SOCIAL
FOLLOWER



Exhibition



시대를 앞서가는 창작자를 위한 오픈 플랫폼으로,
다양한 동시대 이슈를 아우르는 강연과 참여형 액티비티가 융합된
신개념 문화 이벤트입니다. 

크리에이터스 그라운드

Exhibition

Creators’ Ground 

2019 1.9K 1K 3K
FESTIVAL
HISTORY

VISITORS
(PER YEAR)

DESIGNER
NETWORK

SOCIAL
FOLLOWER



국내 최고의 리빙 전시인 서울리빙디자인페어의 명성이
인천리빙디자인페어로 새롭게 이어집니다.
인천의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국 리빙디자인의
국제화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입니다.

인천리빙디자인페어

Exhibition

Incheon Living Design Fair

2020
FESTIVAL
HISTORY



SERVICES
×

DIGITAL MEDIA



종합 콘텐츠 미디어 기업으로 규모와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자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한 타깃 설정 및 콘텐츠 제작, 네이티브 AD, 브랜드 컨설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designhouse M+ Digital Library

Digital Media



323K
MAILING LIST

SERVICE
CLASS∙EVENT

500K
MEMBERS

577K
PAGE VIEW

디자인하우스의 대표 미디어로는 매거진 콘텐츠로 재구성한 ‘designhouse M+’
44년간의 콘텐츠 역사를 집대성한 디지털 도서관 ‘Digital Library’이 함께 합니다.

Digital Media



180만명 설정자 (2017년 6월 기준)
보유한 네이버 디자인판 운영사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콘텐츠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고자
디지털 미디어 회사 인수 및 기발한 벤처 회사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JV Digital Media

http://post.naver.com/my.nhn?memberNo=33788161
http://post.naver.com/my.nhn?memberNo=33788161


SERVICES
×

DH BOOKS
Contents Lab

DH BOOKS는
디자인하우스의 단행본 브랜드입니다



DH BOOKS는 생생한 삶의 숨결과 빛나는 정신의 세계를 열어 보이는 세상에 꼭 필요한 좋은 책을 만듭니다.
유쾌하게, 그러나 가볍지 않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향해 책을 디자인합니다.

Books

For Better Life



맘앤앙팡사업부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2년간 육아 매거진 <맘앤앙팡>을 발행했습니다. 
현재는 그간 쌓아온 부모와 아이 중심의 기획력, 
보장된 콘텐츠 제작 퀄리티를 바탕으로
가치가 통하는 기업에 아이와 부모, 가족을 위한
콘텐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AGAZINE 
HISTORY

DIGITAL
USER

1995~2017 139K

Creative Content Solution



Digital

NEVER POST
22,613

KAKAO STORY INSTAGRAM FACEBOOK
2,9313,448117,596



Event 1
마켓엄마꿈틀

2014년부터 시작한 마켓엄마꿈틀은 임신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엄마들의 꿈과 재능을 응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엄마들이 직접 기획 및 디자인, 제작한 제품을 사고파는 장입니다. 



Event 2
미니 전시 <아이가 자라는 집>

올해 처음 진행된 맘앤앙팡 주최의 미니 전시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집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있어야 할까요?” 각 분야 육아 전문가 50인과 맘앤앙팡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답한 내용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브랜드의 물건을 전시합니다.



Brand magazine

육아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만큼
보장된 퀄리티의 브랜드 매거진 제작이 가능합니다. 



SERVICES
×

BRAND MEDIA

고객과 기업의 입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개발



고객과 기업의 다양하고 입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특별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동영상 제작, 프로모션 및 이벤트 등의 종합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합니다

MARKET
ANALYSIS

CONTENTS
CREATION

CONTENTS 
DISTRIBUTION

RESULT
REPORT

CAMPAIGN
PLANNING

ATL/BTL Promotion&IMC Campaign

Services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가 고객과 만나는 최적의 접점을 만들고자
사내외보 및 인쇄 홍보물 제작은 물론이로 App과 Web, SNS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문화예술 계간지
<KEB 하나은행>

국내 여행 계간지
한국타이어 <굴렁쇠>

유니세프 계간지
<unicef news>

암웨이 월간지
<AMAGRAM>

DESIGN&EDITORIAL SERVICE

Marketing Solution



<행복이가득한집> X <오뚜기> 
<행복이가득한집> 콘텐츠로 구성한

오뚜기 사외보 / 매월 배송

<럭셔리> X <매일경제>
매월 첫째주 수요일, 매일경제와

배송되는 타블로이드 매거진 <럭셔리M>

MAGAZINE× BRAND MEDIA
디자인하우스의 44년 경력의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표 매거진과 콜라보래이션한 기업(브랜드) 미디어를 제안합니다. 

Marketing Solution



WEB&MOBILE PRODUCTION

대림산업 <e편한세상 웹진>현대백화점 <셰프의 한 수> 현대백화점 <JASMIN X LOOKBOOK>

기업의 가치 전달 및 고객과의 소통을 돕고자 기획∙편집∙디자인∙디지털 각 분야의 최고 인력이 모여
웹 사이트 구축 및 모바일 APP 개발 / 사진∙기사∙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합니다. 

Marketing Solution



디자인하우스의 매거진은 철저한 독자 분석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지면 광고와 더불어 웹 & 모바일 배너 광고 및
SNS∙EDM∙디지털 매거진의 통합 바이럴 마케팅 광고 등을 개별 또는 통합 패키지로 구성합니다.

MAGAZINE ADVERTISEMENT

Marketing Solution

주요 독자
디자이너, 디자인분야 경영인, 

디자인 전공 대학생

타깃 마케팅
디자인 관련 오피니언 리더

주요 독자
구독자 67% 월 소득 500만원 이상 소득

수준과 소비 성향 높음

타깃 마케팅
고급 문화 향유하는 35~45세

주요 독자
구독자 중 광고 통한 구매경험 83%

소비 수준 매우 높은 VIP

타깃 마케팅
서울 고급 지역 거주자 및

주요 VIP 스팟 이용자

주요 독자
현대백화점 VIP 고객

블랙자스민20%(연구매액1억이상)
자스민 50%(6천만원 이상)
플래티넘 30%(4~6천만원)

http://www.designhouse.co.kr/cs/adv_custom
http://www.designhouse.co.kr/cs/adv_custom
http://www.designhouse.co.kr/cs/adv_custom
http://www.designhouse.co.kr/cs/adv_custom


헤지스 키즈
매거진 +  영상 제작 + 디지털 채널 바이럴 마케팅

부가부
영상 제작 + 디지털 채널 바이럴 마케팅

스토케
매거진 + 영상제작 + 바이럴 마케팅 + 서울리빙페어 전시

VIDEO PRODUCTION&DISTRIBUTION

Marketing Solution

https://www.youtube.com/watch?v=EtWKZkvjhjw
https://www.youtube.com/watch?v=EtWKZkvjhjw
https://www.youtube.com/watch?v=g_8P-6fch4Q
https://www.youtube.com/watch?v=g_8P-6fch4Q


NATIVE ADVERTISEMENT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플랫폼 이용자에게 최적인 광고 상품을 제작하며

매거진 및 디자인하우스 자회사의 디지털 플랫폼과 연결하여 패키지 광고 & 콘텐츠 제휴를 제안합니다

카카오
다음 모바일 메인과 1boon, 카카오 채

널 중심의 콘텐츠형 광고 상품

네이버
네이버 모바일 메인에 노출되는
네이티브 광고 상품

• 1주일 구좌형, 콘텐츠 광고 상품
• 1일 고정형, 콘텐츠 광고 상품

• 기간 보장형, 콘텐츠 광고 상품
• 노출 보장형, 콘텐츠 광고 상품

Marketing Solution



OFFLINE EVET×EXHIBITION

2016 베이징 디자인 위크 게스트 시티 ‘서울’
전시 운영 대행

<정조, 창경궁에 산다 - 서화취미書畫趣味>
창경궁 특별 전시 (2016)

Marketing Solution



Marketing Solution

OFFLINE EVENT×MAGAZINE

맨즈헬스 쿨가이콘테스트
(2006-2016)

맨즈헬스 어반애슬론 서울
(2015-2016)



<마이웨딩> 웨딩뷰티쇼<맘&앙팡> 마켓 엄마꿈틀

OFFLINE EVENT×MAGAZINE

Marketing Solution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작당
정기구독자 대상 이벤트

OFFLINE EVENT×SPACE

페이퍼테이너 뮤지엄
창립 30주년 기념 건립(2006)

Marketing Solution



SERVICES
×

SPACE

온오프라인으로 고객 접점을 확장한 공간 플랫폼 사업

성수동 대림창고 갤러리

CO:LUMN



종합 콘텐츠 기업인 디자인하우스는 온오프라인 접점을 확장하고
365일 독자 및 고객을 만나며 트렌드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플랫폼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BRAND & DESIGNER
PROMOTION

SEASON EVENT
PRODUCTS

DEVELOPMENT

PRODUCTS & CONTENTS 
DISTRIBUTION

Creative Media Channel : SPACE MEDIA

Marketing Solution



옛 ‘빠고다가구’공장이었던 곳을 개조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150년 된 오동나무를 그대로 살려낸 재생건축으로
전통의 맛과 현대의 멋이 공존하는 인사동 골목길에 디자인과 공예, 개성
있는 숍과 다양한 행사를 여는 공간입니다.

인사 1길

Space

Culture Space Insa 1 gil

TREND
MARKET

ART
GALLERY

EVENT &
EXHIBITION



Space



Space



인사 1길에 위치한 ‘행복한상’은 밥집입니다. 
‘밥맛 좀 제대로 보여드리자’고 작심해 만든 밥집이지요.
원산지 따라 원두커피 고르고, 품종 따라 와인 고르듯,
먹고 싶은 밥의 쌀을 고를 수 있는 ‘행복한상’ 입니다.

행복한상

Space

Kitchen

KOREAN
STYLE

RESTAURANT

FUSION
FOOD

SLOW
FOOD



Space



Space



DDP 살림터에 위치한 디자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디자이너 중심의
콘텐츠 유통을 실현하며 디자인의 가치와 트렌드를 경험하는 공간입니
다.

DDP 디자인숍

Space

Creative Designer Gallery Shop

DESIGNER
EDUCATION

DESIGNER
PROMOTION

TREND
MARKET



Space



Space



한국 공예 무형문화유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예 상품 운영을 통해 공예의 ‘일상화’ 
및 ‘쓰임’을 확대합니다.

대한민국명인명장 한수

Space

Craft Designer & Craftwork Shop

DISTRIBUTION
PLATFORM

CRAFT
CULTURE

KOREAN
STYLE
CAFE



Space



Space



대림창고 갤러리 CO:LUMN

디자인하우스가 공간 사업으로 투자한 성수동 대림창고는 옛 정미소
였던 창고를 개조해 갤러리(CO:LUMN)겸 카페로 재탄생한 곳으로,
성수동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부상했습니다.

JV Space

Vernacular Design Gallery & Cafe

ART
GALLERY

VINTAGE
CAFE

EVENT &
EXHIBITION



JV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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