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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콘텐츠가 부족한 서비스는 사용자의 외면을 받기 쉽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사랑 받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방대한 콘텐츠 축적이 중요합니다.  

 

 서울문화사는 고객 사에서 필요한 콘텐츠들을 분류·정리하여  

   재가공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 매체 · 서비스 형태를 불문하고 고객 사에서 원하시는  

    형태와 방법으로 콘텐츠를 서비스합니다.  

 

 문의부터 공급이 완료되고 계약이 종료되는 단계까지  

    늘 고객사의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도, 어떤 환경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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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고객께서 필요로 하시
는 내용을 서울문화사
에 문의 
 

문의 

담당자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제안 및 견적 
등 상세 사항 설명 

컨설팅 

필요 콘텐츠 제공 위한 
기획 및 제작 작업 
 

기획/제작 

서비스 제공 및 피드백  

콘텐츠 
제공 

고객사 

4 

 

 콘텐츠 판매 절차 
Sale  

Process 

 

서울 
문화사 



잡지 콘텐츠 

서울문화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매체의 콘텐츠들을  

매체, 분류 구분 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패션, 육아, 리빙, 여행 등 다양한 콘텐츠 풀 

 서비스 초기 구축 시 다량의 DB 확보에 용이 

 제작 콘텐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 

 

 

 

 

제작 콘텐츠 

경험 많은 인력들이 고객 사에서 필요로 하시는 

양질의 콘텐츠를 직접 기획 및 제작 해 드립니다. 

 

 고객 사가 필요한 콘텐츠 맞춤 제작  

 주제선정부터 제작 인력 섭외,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전략 수립 

 서비스 성격, 채널에 맞는 맞춤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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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센스 리빙센스 베스트베이비 아레나 나일론 그라치아 

여성 타킷  
큐레이션 매거진 

인테리어, 리빙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라이프 매거진 

20년 전통 
 육아 전문지 

남성들의 트랜드, 패션,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한 콘텐츠 수록 

실용적이되 트렌디한  
패션 뷰티 로 구성된  

크로스오버 컬쳐 매거진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트
렌드에 관한 뉴스가 살아있는 

패션 매거진 

스타 인테리어 육아 남성 패션 패션 패션 

패션 피플 교육 그루밍 뷰티 뷰티 

뷰티 라이프스타일 놀이 테크 컬쳐 컬쳐 

인테리어 뷰티 건강 자동차 라이프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푸드 푸드 임신 컬쳐 피플 셀럽 

라이프 스타일 트랜드 출산 라이프트렌드 

재테크 

권당 90~100건 
600p / 1권   

권당 50~60건 
400p 분량 

권당 75~90건 
350p 분량 

권당 85~95건 
400p 분량 

권당 60~80건 
300p 분량 

권당 45~60건 
250p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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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zine 

 서울문화사 발행 매체 



Contents 

Sample 잡지 콘텐츠 샘플 

소품 / DIY 

건축 / 리모델링 임신 / 출산 

육아 / 교육 



요리 / 레시피 

잡지 콘텐츠 샘플 

헬스 / 다이어트 

패션 / 뷰티 스타 / 인터뷰 

Contents 

Sample 



헬스 / 다이어트 

스타 / 인터뷰 

잡지 콘텐츠 샘플 

남성  /자동차 스포츠 

테크 Celub story 

Contents 

Sample 



잡지 콘텐츠 분류 참고 

 

주제 육아 푸드 인테리어 뷰티 / 패션 라이프 칼럼 

세부 
분류 

임신~출산 레시피 평형 별 인테리어 스킨 케어 재테크 법률(이혼) 

연령 별 정보 
(1개월~12개월) 

유명 셰프 레시피 
인테리어 

LookBook 
메이크업 살림노하우 부동산 

연령별 정보 제철 밥상 레시피 한옥 헤어스타일 
라이프  

어드바이스 
뷰티 

이유식 
재료별 정보 

(효능 등) 
DIY 뷰티 TIP 여행 문화 

유아교육 요리 TIP 인테리어 Q&A 패션 TIP 지역 

유아놀이 식자재 정보 남성 패션 

건강 

시즌 별 질병 

 서울문화사 보유 매체에서 발행된 잡지 기사들의 분류 

 과거 고객사의 주문이 있었던 분류들을 위주로 정리 

 협의 시 분류 구분 없이 필요 주제별 복수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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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께서 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며 기본정책과 콘텐츠 제공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립니다.  문의 확인 1 
매체 및 콘텐츠, 내용 별로 고객께 전송 가능한 콘텐츠인지 확인합니다.  
제공 시 발생 가능할 문제 등을 관련 부서 및 각 매체와 협의합니다.  콘텐츠 확인 2 
고객께 전송할 콘텐츠를 취합하여 분류합니다.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경우 전송 일정에 따라 분류하기도 합니다.  항목별 취합 3 
세부적으로 정리된 콘텐츠 목록을 고객께 보여드리고 그에 대하여 제공에 관
하여 의견을 듣습니다. 일부 콘텐츠가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면 대안을 제시하
여 드립니다.  

고객 확인 4 
고객께서 필요로 하시는 콘텐츠 형식에 따라 콘텐츠를 재가공합니다.  
이미지/텍스트, PDF 파일의 형태로 제공이 되며, 분량 조절이 필요할 경우 내
용 분할 작업을 진행키도 합니다.  

제공 준비 5 
약속된 날짜와 형식에 맞추어 고객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제공 및 사용 6 
계약이 종료 시 제공된 콘텐츠에 대한 삭제 절차가 진행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시점부터 1개월 이내의 삭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계약 종료 7 

잡지 콘텐츠  제공 절차 제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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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사 

MAGAZINE CONTACT US 

 

Contact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302 서울문화사 제2사옥 3층 (140-871 ) 디지털 매거진 팀 

Tel. 02-791-0755 

Fax. 02-3278-5502 

E-mail.  cspost@seoulmedia.co.kr 

담당자  이창석 총괄 디렉터 / 팀장 29 

서울문화사  
2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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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쇼핑 기획전  제작 서비스 
정보성 콘텐츠와 쇼핑몰 판매 제품과의 연계 

삼성화재 고객을 위한 라이프 웹진  
자동차, 여가, 육아, 재테크 등 콘텐츠 

롯데닷컴 온라인 웹진 (패션, 뷰티, 라이프, 유아) 
쇼핑몰 판매 제품과의 연계 

삼성화재 라이프캐어 

제작 콘텐츠 샘플 Contents 

Sample 

CJ 캘리오 롯데닷컴 L;ZINE 



롯데 슈퍼 푸드스토리 

롯데슈퍼 ‘오늘 뭐 먹지?’   

제철 식 재료 및 판매 상품으로 콘텐츠 구성 

월간 업데이트  

제작 콘텐츠 샘플 Contents 

Sample 



삼성생명 영삼성 라이프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작업 

월 80건 업데이트 (웹/모바일) 

2030 세대를 위한 제작 콘텐츠 

제작 콘텐츠 샘플 Contents 

Sample 



고객께서 요청하신 내용들 (사업 규모, 원하는 분야, 필요 콘텐츠 형태 등)을 
종합하여 아이엠닷컴의 전문 인력들이 기획회의를 진행합니다.  기획 회의 1 
최종적으로 제안할 사항을 결정하여 고객께 보여드리고 진행에 대한  
피드백을 얻습니다.  기획 확정 2 
저희의 제안에 대하여 고객께서 진행 의사를 보이시면 세부적인 콘텐츠 기
획 및 관련 인력 구성 등 자세한 제작 내용들을 준비, 고객 께 한 번 더  
확인을 받습니다.  

세부 기획 3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요한 외부 인력을 섭외하고 제작 진행에 대한 인
력 별, 제작 단계 별 일정을 조율합니다. 제작 준비 4 
준비한 세부 일정에 따라 제작을 진행합니다.  
취재, 사진 촬영, 일러스트, 디자인 등의 작업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담당자
가 1차 검수 후에 고객께 피드백을 얻습니다.  

제작 진행 5 
고객과 약속한 방식대로 콘텐츠를 제공하게 됩니다.  
운영요소가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고객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 

콘텐츠 제공 6 
진행되는 프로젝트, 트렌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정리하고, 저희의 추가 제안들을 고객께 전달합니다.  운영 보고 7 

제작 콘텐츠  제공 절차 제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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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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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302 서울문화사 제2사옥 3층 (140-871 ) 디지털 매거진 팀 

Tel. 02-791-0755 

Fax. 02-3278-5502 

E-mail. cspost@seoulmedia.co.kr 

담당자  이창석 총괄 디렉터 / 팀장 29 

서울문화사  
2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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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콘텐츠와 제작 콘텐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잡지 콘텐츠의 경우 변경이나 수정이 어렵지만 제작 콘텐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수량의 콘텐츠를 확보하실 때 용이합니다.  

그에 반해 제작 콘텐츠는 고객께서 원하시는 주제나 분류를 저희와 상의하시고 기획부터 제작까지  

새롭게 만드는 프로세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과 주제에 맞춰 콘텐츠를 맞춤 제작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를 통하여 콘텐츠 소유권을 확보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콘텐츠와 잡지 콘텐츠의 가격차이가  큰 이유는? 
투입되는 인력, 제작 단계, 저작권 귀속여부로 인한 차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콘텐츠 모두 고객의 요청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배치 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제작 콘텐츠의 경우 담당자를 기준으로 원하시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들을 

더 투입하게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에디터, 포토그래퍼, 디자이너, 개발자 등 조건과 환경,  

그리고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추가되는 인력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난 콘텐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본적으로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삭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사에서 이용 연장을 원하신다면 별도의 추가 사용금액을 약정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F A Q 
FAQ 

 
F r e q u e n t l y  A s k e d  Q u e s t i o 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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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이 있나요?  
콘텐츠 신청 양식을 통해 문의를 받습니다만, 콘텐츠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

니다. 저희의 경험 많은 인력들이 친절히 제안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공급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요? 

협의되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 DB 구축을 위하여 일괄적인 전달이 필요 할 경우에는  일

괄로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월별 정기적 업데이트를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도 구매를 해야 하는 건가요?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비영리라 하더라도 교육적 목적이 아닐 경우 저작권자에 허락과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콘텐츠는 구매를 하셔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F A Q 
FAQ 

 
F r e q u e n t l y  A s k e d  Q u e s t i o n s 

제공된 콘텐츠를 이용해 재가공(수정, 변형, 다시쓰기)해도 되나요? 
저작권이 고객께 귀속가능 한 제작 콘텐츠는 저작권을 귀속 할 시 변형, 수정, 재 배포 등  

저작권에 관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잡지 콘텐츠는 고객께서 저희 콘텐츠에 대한 일정 기간의 사용권만 획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 배포 등을 하시게 저작권법상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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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나 제작 콘텐츠 중 하나의 유형만 주문해야 하나요? 

프로젝트의 예산 규모와 내용에 따라 저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일부는 잡지로 일부는 제작 콘텐츠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고객 사에서 제작 콘텐츠와 잡지 콘텐츠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공급받고 계십니다.  

웹툰, 인포그래픽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러스트, 인포그래픽 등 시각적 표현물 뿐 아니라  

웹에서 이용 가능한 형태의 모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노출되는 URL이 다르거나 인쇄물로 제작 할 경우? 
콘텐츠 제공 계약 당시 서비스하기로 한 매체나 채널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할 경우는  

2차 저작 및 전송에 관한 계약 필요 사항입니다. 서비스 URL이 다르거나 인쇄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

전 협의가 필요하며, 계약 시 해당 내용을 삽입 할 수 있습니다. 

F A Q 
FAQ 

 
F r e q u e n t l y  A s k e d  Q u e s t i o 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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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SNS채널 운영 및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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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베이비 리빙센스 우먼센스 에쎈 

SNS 
참고 
 

서울문화사만의 SNS 

서울문화사 발행 매거진 별 채널 운영 중 

제작 및 잡지 콘텐츠를 SNS 채널에 맞게 재 가공 

기간 및 동향 별 운영전략 수립 및 제안 

SNS 이슈 발생시 실시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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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콘텐츠 샘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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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프로젝트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리 운영 1 

필요 시 서비스 내 섹션 개편 및 수정 제안 2 

서비스 채널 및 디바이스 별 콘텐츠 최적화  3 

기간별 운영 보고 및 관련 동향 보고 4 

제공 품질유지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상시 배치 5 

“서울문화사가 고객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프로젝트 공통 진행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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