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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sign Award selected 
Deco Journal as Best Design Media

국내 1위 건축 매거진을 넘어,
세계적인 전문지에 걸맞은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2018 에이 디자인 어워드(A’ Design Award)수상

 베스트디자인 미디어 부문(List of Best Design Media)수상

2019 ASIA-PACIFIC STEVIE AWARDS수상

2017년/2018년/2020년/2021년/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컨텐츠 잡지수상

2021년 네이버 뉴스 검색社 선정(www.d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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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 10,000부에서 15,000부로 증간

1999년

- 20,000부 증간

2000년

- 3월 30,000부 

증간

2003년

-  5월 월간 장식저널 제호, 

 - 11월 제 100호 특집 발행

- 월간 장식화보 8월 창간호 

발행 

1995년

2015년

- 감커뮤니티 설립

- 월간 IXDesign 5월 창간호 

발행

- 월간 IXDesign 전국 서점 판매 

- IXDesign 디자인 연구소 설립

2016년

-  월간 IXDesign & 월간 데코저널 인수합병

- IXD & SQUARE 단행본 발행

- 3월 월간 데코저널 리뉴얼

2012년

-  200호 특집 발행

2004년

- 60,000부 증간

- 인테리어전문지 최초 한국 ABC협회 부수인증

2005년

-  8월 창간 10주년 특집호 

2006년

- 디자인 총괄부서 데코디엔피 설립

카다로그, 브로슈어, 사보등 각종 전시 전달물 기획 

및 디자인을 통해 기업홍보 및 마케팅지원

2009년

-  데코저널 1월 전국 서점 판매

-  11월 모아진 전자잡지 디지털콘텐츠 

판매 서비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2021년

-  A’ Design Award 베스트디자인 미디어 선정

   (List of Best Design Media)

-  2021년 네이버 뉴스 검색社 선정

   (www.decojournal.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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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프리미엄 미디어 그룹
The Highest Quality & Retention of Design

Live Fabulous, 멋지게 사는 법!
디자인&건축, 흐름을 빠르게 읽기 위한 최고의 선택

월간 데코저널(DECO JOURNAL)은1995년 8월 창간 이래, 
27년간 국내 최고(最高, 最古)의 건축 . 설계 . 인테리어 . 도시 계획(조경 포함) 분야 

정통 매체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본지는 한국 건축/인테리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구축과 관련 시장의 
투명성, 건전성, 공정한 경쟁 원리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투명성 건전성 공정성



The best design media, Gam community owns high-quality contents & more than 1 million pieces of data. All the 
materials have high academic value. We select world-renowned architects, famous designers, and faculty members to 

provide professional & in-depth information of architecture, design scene.

SINCE 1995 SIZE 230*300mm ON SALE DATE the 30th of the previous month

The Highest Quality & Retention of Design



The best design media, Gam community owns high-quality contents & more than 1 million pieces of data. All the 
materials have high academic value. We select world-renowned architects, famous designers, and faculty members to 

provide professional & in-depth information of architecture, design scene.

SINCE 2015 SIZE 230*285mm ON SALE DATE the 25th of the previous month



The best design media, Gam community owns high-quality contents & more than 1 million pieces of data. All the 
materials have high academic value. We select world-renowned architects, famous designers, and faculty members to 

provide professional & in-depth information of architecture, design scene.

SINCE 2016 SIZE 230*300mm ON SALE DATE the 25th of the previous month



The Highest Quality & Retention of Design

I DECO JOURNAL'S PLATFORMS

❶

❸

❷

 Print Magazine
High-quality 컨텐츠와 100만 장 이상의 
데이터양을 보유하며, 높은 학술적 가치 및 트렌디한 
정보, 미래지향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인테리어 전문지

 Website
최근 리뉴얼을 
통해 더욱 다양한 
데코저널의 컨텐츠를 
만날 수 있는 플랫폼

 SNS NAVER 포스트, INSTAGRAM

불특정 다수를 타겟으로 시각 정보를 강조, 흥미로운 
인테리어, 디자인 및 업계 관련 동향 정보를 제공.
m.post.naver.com/ixdesign7

 @_o_gam_/  @ gonggam.magazine

https://youtu.be/Kv57qcGYQN4



❷

 SNS NAVER 포스트, INSTAGRAM

불특정 다수를 타겟으로 시각 정보를 강조, 흥미로운 
인테리어, 디자인 및 업계 관련 동향 정보를 제공.
m.post.naver.com/ixdesign7

 @_o_gam_/  @ gonggam.magazine

❸

I PLATFORMS

 Print Magazine
High-quality 컨텐츠와 100만 장 이상의 
데이터양을 보유하며, 높은 학술적 가치 및 트렌디한 
정보, 미래지향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인테리어 전문지

❶

 Website
최근 리뉴얼을 통해 더욱 
다양한 아엑스디자인의 
컨텐츠를 만날 수 있는 
플랫폼

https://youtu.be/Kv57qcGYQN4



 Website
최근 리뉴얼을 통해 
더욱 다양한 주락의 
컨텐츠를 만날 수 
있는 플랫폼
ixd.co.kr

❷

I PLATFORMS

 Print Magazine
High-quality 컨텐츠와 100만 장 이상의 
데이터양을 보유하며, 높은 학술적 가치 및 트렌디한 
정보, 미래지향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인테리어 전문지

❶

 SNS NAVER 포스트, INSTAGRAM

불특정 다수를 타겟으로 시각 정보를 강조, 흥미로운 
인테리어, 디자인 및 업계 관련 동향 정보를 제공.
m.post.naver.com/ixdesign7

 @_o_gam_/  @ gonggam.magazine

❸

https://youtu.be/Kv57qcGYQN4



COVERAGE
인테리어 자재 도.소매업체, 대리점 및 총판 포함 60,000 부 배포
- 건축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업체(인테리어 디자인) 및 시공업체 17,850부
- 장식도, 소매업체, 가구 업체 18,770부 / - 벽지, 커텐, 난방재, 패브릭 등 14,680부 / - 서점배포, 유로구독자 9,000부

I PRINT MAGAZINE

건축 및 인테리어 종사자

관련업체 종사자

교육기관 및 학생

일반

기타 

정기구독

서점

기타

증정

73.5%

21.0%

3.5%
2.0%

68%

15%

10%

5% 2%

서울 47%

부산
10%

해외 2%제주 1%

전남 2%

충남 2%

충북 3%

강원 1%

경기 6%

경남.경북 2%

대구 5%

광주 4%

인천.대전 3%

The Highest Quality & Retention of Design



I SNS NAVER 포스트, INSTAGRAM

2020년 2월 300만 뷰(view) 달성



+Promotion

PHOTO / EVENT / EXHIBITION & COMPANY

IDD DESIGN WEBINAR Italian Design Days 2022  



SBS BIZ HOME TRANS SHOW - 주간하우스

+Promotion

PHOTO / EVENT / EXHIBITION & COMPANY



+Promotion

PHOTO / EVENT / EXHIBITION & COMPANY

Souvenir

Brief presentation of Trend color 

Live Fabulous, 
Healthy Everyday, 

Joy of Life

welcome
COLOUR
FUTURES

2018

Web bannner
Inductive banner. 600x1800 mm

Registration

. Check the designer's name and give the name tag

. Introduce and connect 'B to B'

SPAIN In SEOUL 
스페인 대사관 Application Design



I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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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 진행 시 2,000,000원 추가
* 1년 계약 시 : 총 광고료 10% 할인, 기획기사 8P 1회 서비스
* 광고 진행 시 : 신제품 출시에 맞춘 데코저널 NEWS 기사 1P 서비스
* 광고 대행 수수료 별도

ADVERTISING RATE   

1 COVER 1 10,000,000원

2 COVER 2 대면 10,000,000원

3 COVER 3 7,000,000원

4 COVER 4 10,000,000원

5 내지 1p 2,000,000원~

6 DSP 2p 4,000,000원~

7 CONTENTS 대면 2,500,000원

8 기획기사 8p 8,000,000원

9 기사 1p 1,000,000원

* 발행 부수 : 6만부 (VAT 별도) / 직거래 기준
TECHNICAL DATA 

색도. Color                                             올칼라. C, M, Y, K                                           

인쇄. Printting    무선제본. Perfect Binding

편집페이지. Editorial 208페이지. 208page

기사마감. Editorial Close 매달 15일. 18th of each month

광고마감. Ad Close 매달 20일. 20th of each month

판형. Format 4x6 배판 (230 x 300mm )

발행부수 . Circulation    6만부. 60,000copies / month

발행일. In Market 매달 30일. 1th of every month

발행인. Publisher 박 미 경

발행사. Publishing Comany 감 커뮤니티 / Gam community

광고문의. Ad Contact T. 02.6713.0929   H. 010 4707 8043

웹하드. Webhard  ID: decojournal  PW: 2307 / www.decojournal.co.kr



ADVERTISING RATE   

1 COVER 1 10,000,000원

표 광고는 
1년 단위 계약

2 COVER 2 대면 10,000,000원

3 COVER 3 6,000,000원

4 COVER 4 8,000,000원

5 내지 1p 2,500,000원~

6 DSP 2p 4,000,000원~

* 발행 부수 : 5만부 (VAT 별도) / 직거래 기준
TECHNICAL DATA 

I APPENDIX

색도. Color                                             올칼라. C, M, Y, K                                           

인쇄. Printting    무선제본. Perfect Binding

편집페이지. Editorial 112페이지. 112page

기사마감. Editorial Close 매달 15일. 18th of each month

광고마감. Ad Close 매달 20일. 20th of each month

판형. Format 4x6 배판 변형 (230 x 300mm )

발행부수 . Circulation    5만부. 50,000copies / month

발행일. In Market 매달 30일. 1th of every month

발행인. Publisher 박 미 경 Meekyung Park

발행사. Publishing Comany 감 커뮤니티 / Gam community

광고문의. Ad Contact Moonhyung Choi 
T. 02.6713.0929   H. 010 4707 8043

웹하드. Webhard ID: ixdes  PW: ixdes15 / only.webhard.co.kr

* 코팅 진행 시 2,000,000원 추가
* 1년 계약 시 : 총 광고료 10% 할인, 기획기사 8P 1회 서비스
* 광고 진행 시 : 신제품 출시에 맞춘 데코저널 NEWS 기사 1P 서비스
* 광고 대행 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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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계약 시 : 총 광고료 10% 할인
* 광고 대행 수수료 별도

ADVERTISING RATE   

1 COVER 1 10,000,000원

표 광고는 
1년 단위 계약

2 COVER 2 대면 10,000,000원

3 COVER 3 7,000,000원

4 COVER 4 10,000,000원

5 내지 1p 2,000,000원~

6 DSP 2p 3,500,000원~

* 발행 부수 : 5만부 (VAT 별도) / 직거래 기준
TECHNICAL DATA 

색도. Color                                             올칼라. C, M, Y, K                                           

인쇄. Printting    무선제본. Perfect Binding

편집페이지. Editorial 48페이지. 48page

기사마감. Editorial Close 매달 15일. 18th of each month

광고마감. Ad Close 매달 20일. 20th of each month

판형. Format 4x6 배판 변형 (230 x 300mm )

발행부수 . Circulation    5만부. 50,000copies / month

발행일. In Market 매달 30일. 1th of every month

발행인. Publisher 박 미 경

발행사. Publishing Comany 감 커뮤니티 / Gam community

광고문의. Ad Contact T. 02.6713.0929   H. 010 4707 8043

웹하드. Webhard  ID: ixdes  PW: ixdes15 / www.ixd.co.kr



CONTACTS

○●○

부장 박미정 / Mi Jung. Park

D +82 -2 - 6713 - 0999 F + 82 -2 - 508 - 1972 

E ixd.svc@gmail.com

구독, 홈페이지 쇼핑몰, 일반 문의전화번호 

○●○

팀장 윤진기 / Jin Ki. Yoon

+82 10 3256 1725

D +82 - 2 - 6713 - 0928 F +82 - 2 - 508 - 1972 

E ixd.jkyoon@gmail.com 

○●○

이사 최문형 / Moon Hyoung. Choi

+82 10 4707 8043

D + 82 -2 - 6713 - 0929 F + 82 -2 - 508 - 1972 

E ixd.mhchoi@gmail.com 

마케팅 . 홍보 프로모션 제휴 / B2B 제휴 / 사이트 . 잡지 . 광고 제휴

○●○

편집장 박미경 

+82 10 5647 5126 

D +82 -2 -6713-0999 

E ixd.mkpark@gmail.com 

기사 관련 문의

(07545)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5길 42 감커뮤니티빌딩 / (주)감커뮤니티 #42, Yangcheon-ro 65-gil, Gangseo-gu, Seoul, Korea   Webhard.co.kr  ID: ixdes  PW: ixdes15   ixd.co.kr

deco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