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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시대의 종이잡지



이런 시대에 종이잡지를 읽는다는 건 좀 촌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잡지를 만들고, 종이잡지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한 종이잡지 시장은 끝없이 침체중이지만,  
콘텐츠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팬을 만들고 있는 종이잡지는 새로운 형태
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책보다는 빠르고,  
웹보다는 정확한 콘텐츠



젊은 감각으로 트렌드를 
잡아내는 콘텐츠



시대를 기록하는 아카이브



해외의 다양한 아트워크와 
저널을 읽을 수 있는 창구



종이잡지는 촌스럽지만  
여전히 읽을만 합니다.



2. 종이잡지클럽 소개



—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유일의 잡지전문공간 

—  국내외 주요 매거진 및 출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장 최신의 컨텐츠를  
출판물과 모임을 통해 소개하는 공간 

—  운영 2년차 (2018.10월 창업) 간 인스타그램 자체 팔로워 1만 이상,  
누적 회원 2,000명 이상, 100명 규모의 컨퍼런스 매진  

—  국내 출판물의 해외 유통 및 마케팅 에이전시 역할 

—  다수 해외 출판물의 국내 유일 정식 입고처  

종이잡지클럽 소개

사진 1 :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매거진 구성 사진 2 : 국내 네트워크와 공조하여  
자체 컨퍼런스 진행

사진 3 : 국내 유일 뉴욕 DAY+NIGHT 입고



종이잡지클럽 운영진 소개

“2030이 좋아하는 콘텐츠 트렌드를 알고, 4050이 원하는 깊이 있는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운영진 구성” 
— 대기업 교육 및 컨텐츠 기획 경험을 통한 기업의 교육/컨텐츠 니즈와 방향에 대한 이해도  
— 독립서점 설립 및 운영 경험을 통한 신선하고 엣지 있는 공간 기획과 큐레이션 역량  
— 해외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독보적 해외 서적 유통 네트워크를 통한 소싱 (sourcing) 우위

* 김민성 (대표) : 북바이북 전지점 서가 공동 기획자, 플레이스 캠프 제주 북바이북 TO GO 1회,2회 공동 기획 
* 이석 : 중앙일보 / 이코노미스트 기자, 금융사 교육 및 컨텐츠 교육 팀장, 교육기업 총괄 임원 
* 유진정 : 금융사 해외사업부서 팀장, 핵심인재 및 임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기획, 교육기업 커뮤니케이션 총괄  

사진 1 : 김민성 대표 사진 2 : 이석 설립자 (좌), 김민성 대표 (우)



3. 종이잡지클럽 서비스 현황



서비스 현황 — 1 
콘텐츠 수요자가 원하는 콘텐츠 공급자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매거진 서가 기획 및 유통

루트임팩트 
매거진 서가 기획 및 유통

코스모 40 
매거진 서가 기획 및 유통

루트임팩트 라이브러리 서가 기획 및 유통 (2020 7.~ ) 
공간 와디즈 매거진 서가 기획 및 유통 (2020 10. ~)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매거진 서가 전체 기획 및 유통  

현대자동차 ZER01NE 서가 기획 및 유통 
엘리웨이 광교 STROL 매거진 서가 기획 및 유통 
빈브라더스 강남 (카페) 서가 기획 및 유통 

마포 문화재단 플랫폼 P 매거진 서가 기획 및 유통 
마포 평생학습관 내 도서관 매거진 기획 및 유통



서비스 현황 — 2 
콘텐츠에 기반한 커뮤니티 플랫폼

루트임팩트 온라인 커뮤니티 이벤트 진행 (2020 7.~ ) 
대교 2019 세상에서 가장 큰 책방 오프라인 컨퍼런스 
코스모 40 오프라인 모임 진행 (2019 - 2020) 
종이잡지클럽 자체 온,오프라인 모임 진행 

2020 온라인 매거진 컨퍼런스 (2020 하반기 예정)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