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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Design your LIFESTYLE
생활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커집니다.

주거문화, 음식문화, 패션 뷰티, 예술과 교양에 관한 참신한
정보와 제안을 담은 예술 가득한 생활 문화 잡지 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집>은 88올림픽을 1년 앞두고 온 국민이 좀 더 멋지고
즐겁게 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될 무렵 세상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1987년 9월 국내 최초로 연예인, 정치인 스캔들  기사가 없는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Lifestyle Magazine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정기구독자를 보유한 
NO.1 Lifestyle 우수 콘텐츠 매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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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ription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정기구독자를 보유한 <행복이 가득한 집>은 
한 번 구독하면 계속 보게 되는 중독성을 지녔습니다. 
나와 가족의 행복을 꿈꾸기에 사고 싶은 것도 사야 할 것도 많은 고급 소비자들 
의식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광고주들이 원하는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잡지가 바로 <행복>입니다.

열독률 1위 정기구독자 , 1.5만명

진정성을 담은 기사와 정선된 광고로 혼자 보는 잡지가 아닌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잡지, 
단행본처럼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은 잡지라는 평가를 받으며 
최고의 광고 효과를 자랑하기에 지난 35년간 발행부수와 판매 부수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발행부수 , 5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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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인테리어 #주거환경 #여행 #문화 #건강 #식생활 #친환경제품
관심이 많으며, 가족화 함께하는 시간과 안정을 추구하는 <행복>의 구독자는

고급문화와 브랜드에 민감한 매체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고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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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거주자

연령대 30 - 40 대

Fandom Profile

81%

67%

78%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오늘을 즐겁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혁신의 멘토가 되는 공간입니다.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이슈를 독자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캠페인성 특집을 연재합니다.

1 innovation 더 나은 삶과 세상을 위한 바꾸기

인테리어 가드닝 요리 패션 뷰티 파트의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전문가의 제안, 독자체험, 유명인사의 노하우 등을 통해 
더욱 친절하게 제안합니다.

2 solution 생활 문제,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트랜드와 교양 및 문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놓습니다.
인물, 문화, 아트를 만나면 일상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3 Community 예술과 브랜드 지식과 마음 나누기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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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lax 노는 것처럼 놀기, 쉬는 것처럼 쉬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에너지를 주는 문화, 체험, 여행 등
다양한 휴식 방법을 소개하며 유명인과 독자의 전원주택과 별장,
해외 유명인사의 집, 한옥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사람과 공간, 예술과 브랜드가 함께하는  



Art cover
<행복>은 2002년 9월호 부터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 건 결국 문화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표지에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Lifestyle design' 이라는 <행복>의 
지향점과 맞아떨어지는 작품 표지는 
이제  다른 잡지와 구별짓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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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전시와 
디자인 행사, 가구제품, 패션 등을 통해 미래의 디자인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그 외 국내 기업들의 디자인 흐름과
브랜드 가치를 볼 수 있는 별책.

Living Trend Book

연말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보석과 시계의
탄생에 얽힌 비밀과  제작 과정 등 브랜드의 가치의 별책.

Jewelry & Watch Book

각 나라의 상징적 브랜드를 경험해보고
읽어보는 나라 별 브랜드의 이슈를 모아 놓은 별책.

Country Style Book

Special Edition



행복을 짓는 집

<행복이 가득한 집> 특별 체험 전시회  행복 
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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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작당이란 행복을 짓는 집이라는 뜻으로 <행복이 가득한 집> 에서 
취재한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사적인 공간을 선정하고 리빙디자인에 특화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임시적으로 만드는 특별한 체험 전시회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집> 의 로열티 높은 고객들만 초청해서 소비력 높은 고객들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다이렉트 마케팅이 가능한 마케팅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에 시작해 2022년까지 7회 동안 북촌과 서촌, 한남동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누적 관광객은 1.8만명, 56개의 누적 브랜드 참가로 VIP와 정기구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체험 전시회입니다. 

since 2016
#행복작당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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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livingkorea
본지 기사를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신규콘텐츠 제작 및 확산으
로 팔로워의 소통과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본지 와도 같은 가치를 매개하고 있습니다.

Instagram

@homelivingkorea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출도를 높여줍니다.

Facebook

@행복이 가득한 집
삶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가 깃든 공간을
공개하고, 일상 속 고수의 노하우를 전합니다.

Youtube

@행복이 가득한 집
일상의 행복을 전파하는 잡지로 진정성을 담은 기사와
정선된 광고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NAVER POST



APPENDIX
발행일 매월 21일
발행 부수 5만부
사이즈 228 X 300 mm
광고 마감일 매월 15일

행
복
이

 가
득
한

 집
 |

 2
02

3

<행복이 가득한 집> 의 Front Cover 은 Art Collaboration의 경우 확인 후 
협의가 가능하오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Advertising rates



APPENDIX
발행 상시
누적디지털팔로워 30만명
광고 마감일 상시

행
복
이

 가
득
한

 집
 |

 2
02

3

 Digital Advertising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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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AD Manager

이혜수 대리 hyesoo Lee
hsoo@design.co.kr
02-2262-7303
+82-10-9388-0756

이혜수 마케팅솔루션 팀

(주) 디자인하우스 서울시 중구 동호로 272 (우)04617
Designhouse, 272 Dongho-ro, Jung-gu, Seoul, Korea, 04617

AD Manager
김재욱 부장  Jaeuk Kim
kju@design.co.kr
02-2262-7302
010-7177-5336

김재욱 

Chief AD Manager
김진만 팀장 hoffman Kim
Hoffman@design.co.kr
02-2262-7301
010-9219-7580

김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