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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wedding

23년 역사의 국내 유일 웨딩 문화 매거진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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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target print digital

1999.03

‘21세기 웨딩을 논한다’
1999년 3월 창간
배우 이나영 표지 장식
톱스타 김희선의 웨딩 화보로 주목

김사랑, 이요원, 김소연 등
톱스타들의 웨딩 화보로
화제를 모았던 웨딩21 매거진

창간 10주년 기념 
‘미주판’ 창간
LA,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 판매

2008.05

‘21세기 웨딩을 논한다’
메인 주관사로써 ‘독도 결혼식’의 
모든 현장에 발자취 남겨

2006.05

디지털 화 시대에 발맞춰
‘웨딩21 뉴스’ 홈페이지 개설
웨딩 업계 주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로 거듭나

2009

<웨딩21> 공식 서포터즈
웨딩 프렌즈 ‘웨프’ 발족
독자가 참여하는 매거진으로 인기

2013



history| WEDDING21 HISTORY target print digital

2014

공식 인스타그램 개설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웨딩화보, 카드뉴스
행사 라이브로 1만 팔로우 달성

창간 19주년 웨딩 파티
‘A FANTASTIC WEDDING DAY’ 개최
바자회, 배우 왕빛나 소장품 경매 전통혼례 시연 등 
300여 명의 예비 부부가 함께한 파티

<웨딩21> 리뉴얼
독자층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비주얼, 라이브 피처 기사, 
진짜 웨딩 이야기를 담은
유일한 매거진으로 새 단장

2021.10

<웨딩21> 인스타그램 리뉴얼
‘ALL ABOUT WEDDING’
슬로건 아래로 웨딩에 관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재탄생

2022.04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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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21>의 독자들은 
개성 있는 웨딩 문화를 선도하며 
즐길 줄 아는 트렌디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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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발행 부수의 약 50% 정기 구독자 배송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 판매 됩니다.

월 전체 발행부수 약 30,000부

발행부수

정기구독
약 15,000부

웨딩샵 등 업체 배포
약 12,000부

서점 판매
약 3,5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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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90% 이상이 웨딩,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2539 여성입니다.

실 구매층을 겨냥한 최고의 마케팅 접점

90% 이상10% 미만

2539 여성 독자
남성 독자

정기 구독자층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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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국내 웨딩 업계 베테랑 포토그래퍼와 디자이너가 협업하는 
기획/드레스 화보를 제공하며, 커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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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BOOK

국내 웨딩 최고 전문가들이 진행해 다채롭고 퀄리티 높은 화보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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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RITY

화제성 있는 스타들의 웨딩 화보에 브랜드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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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AD 지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광고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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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최신 예물 등 웨딩 쇼핑 트렌드가 담긴 오프닝 섹션을 제안하며, 
결혼 문화와 일반 문화를 다룬 특집/리얼 스토리 등 실용적인 정보를 펼쳐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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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작과 동시에 브랜드들은 흑호 해에 

맞춰 블랙 콘텐츠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마치 

검은 호랑이가 세상을 지배한 듯. 그래서 

준비했다. ‘Black Tiger, Black Dress’

몇 년 전 최소라의 프라다 드레스 이후 꾸준히 

인기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 블랙 드레스는 

과거의 고정관념을 깨고 유니크하고 세련된 

아이템으로 평가받으며 부쩍 소요가 늘었다. 

스튜디오 때나 이브닝드레스로 꼭 한 벌 

입어보고 싶다는 반응들만 봐도.

그 매력은 무엇일까? 어쩐지 생소한 블랙 

드레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웨딩드레스 브랜드들의 옷장을 뒤적여 숨은 

아이템을 꺼내보았다. 더불어 전문가가 말하는 

블랙 드레스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에디터 한혜리 

???????????

      2022
BLACK TIGER, 

BLACK DRESS

하우스 오브 에이미

HOUSE OF AMY

넥 라인부터 가슴라인까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과감함이 돋보이는 

하우스 오브 에이미의 블랙 드레스는 

검은 호랑이만큼이나 강렬한 

임팩트를 발산한다. 바디 라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머메이드 

스타일이 더욱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평소와 다른 이미지로 

반전을 주고 싶다면 하우스 오브 

에이미의 블랙 드레스를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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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O UT  
T H E  D I N K

한국 사회 속 인생에는 보편적인 단계가 있다. 초·중·고를 졸업하면 대학에 입학해야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준생이 되어야 한

다. 취업에 성공하면 결혼을 향해 달려가야 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 많은 이는 이러한 삶을 평범한 삶, 정상 궤도, 보

편적인 인생의 과정이라 한다. 만약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을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우리는 ‘비

정상 궤도’에 올라서 있는 것일까. 같은 맥락으로, 아빠, 엄마, 그리고 정상 자녀로 이뤄져 있는 가족을 우리는 흔히 '정상 가족'이라 

말한다. 사회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가족이라는 뜻이며, 이 중 한 명이라도 부재할 시 '비정상'의 범주로 간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딩크족'의 출현은 꽤나 신선한 충격이다.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로서, 자발적으로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난다. 이 때문인지 그저 선택에 따른 가족의 형태를 구성했을 뿐인데, '딩크족'이라는 신조어로 분류되어 불린다. 과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시하는 '딩크족'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의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딩크족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에디터 한혜리 사진제공 각 출판사 

VARIETY FAMILY  

P A RT  1
‘딩크족’이란?

P A RT  2
딩크족에 

대해 

알고 싶다면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자인 '딩크(DINK)' 족은 선택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를 뜻한다. 1980년대경 미국 베이비

붐 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가족 형태로, 본래는 맞벌이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식을 두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파생된 무자녀 가정의 외벌이를 뜻하는 싱크(Single Income No Kids)족과 맞벌이이면서 유자녀 가정을 뜻하는 듀크(Dual 

Employed With Kids)족이 있지만, 딩크족은 변화하는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관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족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IMF를 거치며 출산,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가족의 형

태다. 당시 물가상승과 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딩크족을 선택하는 이가 많았다면, 현재는 부부 혹은 개인의 행복과 가치관에 따

른 선택이 비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종종 저출산 문제와 거론되지만, 딩크의 본질은 개인의 선택이자 삶의 선택이라는 점

에서 다른 방향성을 띤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은 2020년 기준 88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 중 자녀

를 낳을 계획이 없는 여성은 46만 5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5%나 확대되었다. 불안정한 취업 및 고용난과 수많은 경제적 

문제들, 그리고 비혼족, 1인 가구 등의 소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딩크족의 수도 늘고 있다. 딩크족의 노후 준비, 딩

크족을 위한 주거환경 제공 등 이미 변화에 발맞추는 이들도 생겨나는 세상. 이처럼 '무자녀'의 삶은 인생의 동반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책은 언제나 지침서가 되어준다. 세상의 모든 일은 지침서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딩크족을 위한 지침서와 같은 도서도 존재한

다. 딩크족을 더 알고 싶다면, 딩크족을 더욱 이해하고 싶다면 이 도서들을 주목해보자.

《딩크족 다이어리》
도서 《딩크족 다이어리》는 블로그와 브런치, 그리고 '취미툰'을 그리는 '딩크족' 

곰킨스와 토킨스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딩크 부부 6년 차로서 연애와 결

혼부터, 그리고 딩크를 결심하고 살아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담아냈다. 이 책은 

제목처럼 누군가의 일기를 읽는 듯한 점이 큰 특징이다. 딩크족에 대해 부부와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과 나눈 대화를 사실 그대로 담아냈으며, 그때 부부의 마

음 또한 고스란히 적어 내렸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얘기는 더 피부에 와 닿는다. 

딩크 부부의 삶과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소소

하지만 마음에 묵직하게 남는 일상, 부부의 성향에 따라 그려지는 일상을 낱낱

이 담았다. 선택 이후, 딩크족의 삶과 아이가 없는 일상이 궁금한 예비부부들에

게 '일상 미리보기'가 되어줄 도서. "심사숙고 후 선택한 '아이 없는 삶'도 지지와 

이해를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딩크족 다이어리》는 어쩌면 다정한 말과 

귀여운 그림으로 그려진 치밀한 사실주의 기록이다. 

저자 곰토 | 출판사 지식과 감성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험자 혹은 당사자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만큼 생생한 이야기는 없다. 《엄

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는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작가 최지은이 같은 고민

을 하고 있는 무자녀 여성 17명을 만나 32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책이다. 아

이가 없는 딩크족의 삶을 이야기하며, 그 안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출산과 육

아, 사회적 구조 문제 등 여성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과 해답을 이끌어낸

다. 에세이에 인터뷰를 더한 형식으로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내용은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저자를 포함한 18명

의 여성이 딩크족을 결심한 마음에 관한 성찰과 모성 서사에 대해 나눈다. 2부

에서는 배우자와 부모, 친구들과의 관계와 ‘엄마 됨’에 대한 토크를 이어나간다. 

딩크족을 대하는 시선과 편견도 이야기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무자녀 여성들

의 커리어, 구직,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딩크족을 결심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경제적 이유, 여성의 커리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다. 이처럼 이 책은 '무자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였지만, 각기 다른 삶

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A부터 Z까지 딩크의 모든 것을 담아낸다. 딩크족 삶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중이라면, '딩크족' 선배들의 황금 같은 조언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를 주목해보자.

저자 최지은 | 출판사 한겨레출판

 편집자 주

세상엔 지문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단 한 

명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 결혼, 그리고 가족도 

그렇다. 같은 결혼 생활도 

없고, 같은 가족도 없다. 

모두 제각기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사람들. 보편성의 

시선을 깨고, 가족이라는 

참된 의미 아래 묶인 이들을 

바라본다. 《편집자 주》

딩크에 대하여

WEDDING
|  드레스, 스튜디오, 주얼리 등등 웨딩 트렌드를 반영한 
퀄리티 있는 화보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

|  뛰어난 안목을 지닌 웨딩 전문 에디터들이 조언해 
주는 듯한 큐레이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별한 
순간을 꿈꾸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웨딩 정보를 제공

BEAUTY&FASHION
|  글로벌 패션 & 디자이너 브랜드 관련 심도 깊은 
취재 기사와 트렌드 정보 제공

|  하이 엔드 워치와 주얼리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취재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 있는 기사 구성

FEATURES
|  고객층의 관심사와 니즈를 반영한 인물 소개 

|  웨딩 & 라이프 전반에 걸친 이슈와 트렌드를 
제안하는 신선하고   흥미로운 기획기사 구성

|  결혼을 준비 중인 독자를 위한 다양한 웨딩 
브랜드 및 아이템 소개

LIFE STYLE
|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기 위한 최신 
트렌드 전달

|  결혼 전후에 초점을 맞춰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독자들을 위한 특집 기사 제공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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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DING21 
DIGITA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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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 WEDDING21_MAGAZINE

팔로워 1.4만 
WEDDING21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소셜 채널로 

피드, 스토리즈, 릴스에  브랜드 소식, 이벤트, 행사 스케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피드 포스트 릴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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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wedding21 Magazine

브랜드 광고, 패션 필름, 캠페인 영상부터 웨딩 스케치 등 기획 콘텐츠까지 공개되는 소셜 채널입니다.  
브랜드 협업 채널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브랜드 광고  웨딩 화보 / 스케치 



history| DIGITAL LINE UP target print digital

NAVER POST 
@ WEDDING21_MAGAZINE

팔로워 1.4만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공식 WEDDING21 포스트 계정  전문적인 콘텐츠를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상품으로 텍스트 내 링크 삽입하여 원하는 페이지 연결 가능 

 화보 / 인터뷰  브랜드 소개  비하인드 스토리(인스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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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 21 NEWS 
wedding21news.co.kr

PV  일 10000 / AV  일 7500 
웨딩 시장 전반에 대한 인터넷 뉴스 채널 패션, 뷰티, 리빙, 라이프, 문화, 예술, 연예, 임신, 육아 등 

관련 뉴스 소개 브랜드 소식을 광범위한  타깃 층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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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 21 NEWS 
wedding21news.co.kr

웨딩21뉴스 보도 내용은  다음 뉴스 / 네이트 뉴스 / 줌닷컴 뉴스 / 구글 뉴스 / 
티스토리 / 카카오뷰 / 카카오스토리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다음 블로그 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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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AL MARKETING 

대중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형 커뮤니티에 바이럴 마케팅 진행 
포스팅,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하여 브랜드가 원하는 콘텐츠를 노출 가능하며 

키워드 마케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바이럴 마케팅 실제 사례 :  <블랙 드레스> 콘텐츠 인스티즈에서만 

14만 VIEW 브랜드 및 대표 상품 노출 효과 극대화

커뮤니티 별 
회원 수

도탁스
521,000

더쿠넷
3,000,000

인스티즈
2,000,000

디미토리
300,000

여시는 이사중
148,000

레몬테라스
2,970,000

파우더룸
1,950,000

맘스홀릭
3,080,000

여성시대
820,000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