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AGAZINE CLUB

< 종이잡지클럽 >      

소개서 

이런 시대에 종이잡지를 읽는다는 건 좀 촌스러운 일이긴 하죠



전 세계의 잡지를 읽고 구매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잡지 전문 공간  
1. 비회원 이용시 잡지 구매 및 둘러보며 서점으로 이용 
2. 일일권 / 계절권 / 반기권 회원들은 매장 내에서 앉아서 잡지를 무제한 열람 
3. 국내외에 보기 드문 인디 매거진부터 다양한 기성 매거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4. 월마다 정기적인 회원 대상의 무료 모임 진행 (잡지 읽기 모임, 해외 잡지 TALK 등)                        
5. 월마다 잡지를 배송해주는 구독 서비스 진행                                                                           
6. 스크랩북을 통해 자신의 영감과 아이디어를 저장                                                                        
7. 국내 잡지의 해외 유통 에이전시 및 해외 잡지 정식 입고처                                                                
7. 기업에 맞춤형 키워드, 트렌드 잡지 서가 구성                                                                             
8. 매거진 컨퍼런스 등 다양한 잡지 관련 외부활동 진행



WE READ MAGAZINES

오프라인 서비스  

> 비회원은 둘러보거나 잡지 구매만 가능합니다 :)   

   > 일일권 : 5.000원                                                                                             
* 잡지 및 스크랩북 일일 무제한 열람  

   > 계간 회원 (3개월) : 25.000원                                                                                  
*  잡지 및 스크랩북 3개월 무제한 열람 (가입일 기준 90일)                                                                                                                                   
*  종이잡지클럽 모임 신청 및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 발송                                                                                                                                                                                     
*  정기 모임 무료 참석 (뉴스레터 공지, 선착순 신청)                                                     
*  방문 일정 예약 가능 (홈페이지에서 신청, 최대 2시간 자리 보장)       

    > 반기 회원 (6개월) : 40.000원                                                                                 
*  잡지 및 스크랩북 6개월 무제한 열람 (가입일 기준 180일)                                                                                                                                   
*  종이잡지클럽 모임 신청 및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 발송                                                                                                                                                                                     
*  정기 모임 무료 참석 (뉴스레터 공지, 선착순 신청)                                                      
*  방문 일정 예약 가능 (홈페이지에서 신청, 최대 2시간 자리 보장)  



해외 잡지 왔습니다 ( 월 1회, 일요일 오후 12시 )                                                                                                      
> 계간, 반기 회원 무료 참석 (선착순 신청)                                                                                                  
> 새로 들어온 해외 잡지를 종이잡지클럽 운영자가 미리 읽고 회원들과 새로운 트렌드와 시각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 

잡지 읽기 모임 ( 월 1회,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 계간, 반기 회원 무료 참석 (선착순 신청)                                                                                                 
> 운영자가 직접 선정한 흥미로운 잡지를 여러가지 질문을 가지고 회원들과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

오프라인 멤버십 컨텐츠

1. 종이잡지클럽 회원 대상 무료 모임



스크랩북 

> 원하는 기사를 복사하여 저장 및 편집,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혹은 영감 파일로 활용                                             
> 복사 & 파일 제공                                                                                                                                 
> 금액 : 10,000원 (흑백) , 20,000원 (칼라) 

번역 마켓 

> 다 언어 가능자가 해외 기사를 번역하여 자신이 금액을 책정하여 비치                                                         
> 번역 기사 열람 필요 회원은 운영자를 통해 번역 기사 구매 & 원하는 기사를 번역 요청도 가능.                            
> 번역자가 금액 측정, 나온 수익은 100% 번역자에게 정산

오프라인 멤버십 추가 컨텐츠



 > 구독 회원                                                                    

* 매 달 1권씩 종이잡지클럽이 선정한 잡지를 보내드립니다   

종이잡지클럽 잡지 구독 서비스 

종이잡지클럽

> 구독 스타터 팩                                                                                                         
* 종이잡지클럽에서 선정한 잡지를 1회 집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
다 (국내 총 3권), 45.000원 

> 혜택 :                                                                                                                     

* 오프라인 회원 가입 비용 50% 할인                                                    

*매장 수령시, 당일 무료 이용                                                                                                                                                                                                                                           

> 형태  (배송비 별도 / 매장 수령 가능)  :                                                                                                                     

* 국내 (국내 잡지 총 10권), 125,000 원                                                                  

*국내외 (국내 총 5권, 해외 총 5권), 250.000원                                                            

*국외 (해외 총 10권), 400.000원     



종이잡지클럽 기업 서비스 및 외부활동 

THE MAGAZINE CLUB

엘리웨이 광교 STROL 매거진 큐레이션                                 
빈브라더스 강남 매거진 큐레이션                                       
패스트파이브 을지로 매거진 큐레이션                     

COSMO 40 매거진 큐레이션

패스트파이브 을지로  
‘해외잡지로 읽은 TREND TALK’ 진행  

COSMO40 1년간 10회 매거진 관련 소모임 진행 
대교 <세상에서 가장 큰 책방> 프로젝트 선정 

종이잡지클럽 컨퍼런스 개최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uni_verse@wereadmagazin
e.com 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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