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매체설명 

ㄱ 제호 

SEOUL 

ㄴ 발행처 

㈜서울셀렉션 

ㄷ 소재지 

· 월간지 
· 유가지 – 권당 5,000원 
· 언어 – 영문(외국인 관광객 및  
           거주 외국인 대상) 
 

ㄹ 발행목적 

외국인 관광객과 거주 외국인에게 
관광, 문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함 

ㅁ 기본사항 

· 판형 – 260 x 380 mm 
· 부수 – 15,000부 
            (부수는 매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페이지 수 – 50페이지 내외 

ㅂ ABC협회 등록 

ABC협회 
등록(인증) 매체 
 



02 콘텐츠 

ㄱ TRAVEL 

“The magazine is a fun read and makes 
for a nice souvenir to take back home 
as well. It has crisp and breathtaking 
pictures that entices a traveler.” 

외국인 관광객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 정보를 함께 담아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함으로써  
시중 어느 잡지보다도 유용한 
가이드북의 역할을 하고자 함 

ㄴ LIVING& 
LIFE STYLE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섹션으로  
음식, 패션, 쇼핑, 레저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함 

ㄷ GOINGS ON  
AROUND TOWN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외국인들이  
각종 이벤트, 공연, 축제,  
전시 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획, 구성함  

“서울매거진은 기념품으로 집에 가져가고 싶을  
만큼 좋은 잡지입니다. 숨이 멎을 듯한 멋있고  
생생한 사진도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찾아오고 싶게 만듭니다.” 

- 2011년 7월 설문조사 중 



03 지도 및 온라인 

ㄹ MAPS & 
COUPONS 

www.seoulselection.com/seoul/ 

서울 시내의 주요 관광지를  
지역별로 나눠서 소개하는  
가이드북으로  
식당, 클럽, 미술관, 관광지 등  
유용한 정보 제공 

ㅁ 
·  매주 화요일 E-mail 발송 
·  구독자 6,000명 
 
온라인으로 발행되며 해당 주의 
주요 이벤트 정보를 소개 및  
외국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꾀함 
(Facebook과 Twitter로도 게재) 

ㅂ WEBSITE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거주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소셜네트워킹 활성화,  
SEOUL 잡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함 

SEOUL WEEKLY 



04 배포처 
분류 배포처 비고 

대형 카페 스타벅스 전지점, 엔제리너스 전지점, 네스카페 전지점 국내 

호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리조트 

Astoria Hotel, SOMERSET PALACE, W Hotel, 김치게스트하우스, 
인천공항호텔퀸, 서울클럽, Blu Guest House, 비원 게스트하우스, 

호텔서교, 락고재, 소피아 게스트하우스, 남산 게스트하우스,  
북촌게스트하우스, 티 게스트 하우스, 예하 게스트하우스,  

홍시게스트하우스, 라온 게스트 하우스, 임피리얼팰리스 호텔, 
조선호텔, 파크하얏트, Vabien Seoul, Fraser Place Central Seoul, 

Fraser Suites, OAK WOOD PREMIER COEX CENTER SEOUL,  
리베라호텔, 스탠포드 호텔, JW메리어트, 고궁호텔, 고려호텔, 그

랜드 앰배서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렉싱턴호텔, 롯데시티호텔, 베스트 웨스턴 강남호텔, 삼정호텔, 

쉐라톤 디큐브시티호텔, 엘루이 호텔, 인천공항 세비아 관광호텔, 
코리아나 호텔, 코업 레지던스,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트래블러스 A 호스텔, 폭스호텔, 프리마호텔, 호텔썬비,  
쉐라톤 브랜드 워커힐 호텔, 앰버서드 이비스 호텔,  

이비스 서울 호텔, 리츠칼튼 

국내 

외국인 거
주 지역  
(이태원/  
해방촌/  

경리단길) 
 

TARTINE, THE BAKERS TABLE, Zelen, TACO CHILI CHILI, 
thunder burger, 글로벌 부동산, 우리 부동산, NOXA, La Suite 

㈜한국인삼공사 이태원역점, KT(종로 프라자), PATTAYA, 
CUP&BOWL, Lazy Sue, 더헝그리독, 숏컷필름, 라떼킹, Bean's 
Village, Flee Flee, Le Saigon, 서울용산국제학교, Indigo, 19st. 

NEAL'S YARD, Ankara Picnic, Gecko's Terrace, Gecko's Garden, 
yale town, Macaroni Market, Berlin, 3 Alley Pub, PETRA 
PALACE, My Thai, smokey saloon, isabelles the butcher, 

Jacoby's Burger, wang thai, Le Saint-Ex, Suji's, Buddha's Belly,  
The Flying Pan Blue, STANDING COFFEE, earl, The concorde, 

미 마드레, noa, BUTTER CUP, RES2GO,  
서울환전소, 갤러리 두루, 나이스환전센터, 모굴 

국내 

교육 

Korea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Asia Pacific International 
School, Korea Kent Foreign School, Seoul International School, 

KIS, 청담어학원, 카이스트 도서관, 한양대학교 국제협력실,  
한국과학기술원, 국립국제교육원, 가나다 어학원, wall street 

하비에르 국제학교, 강남 파고다 어학원,  
홍익대학교 국제교류센터 

국내 

분류 배포처 비고 

관광 안내소 

명동 관광안내소, 잠실관광안내소, 이태원 관광안내소,  
인천공항 관광안내소, 삼일교 관광안내소, 홍대 관광안내소, 

남인사 관광안내소,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소,  
광화문 관광안내소, 서울역 관광안내소, 인사동홍보관,  

남대문 관광안내소, 남대문 움직이는 안내소,  
서대문 관광안내소, COEX 관광 안내소, 동대문 관광안내소,  

KVO북인사동관광안내소, 이태원 움직이는 안내소,  
삼청동 안내소, 서울글로벌문화관광센터, 청계천 문화관 

국내 

해외 배포
(해외문화
홍보원) 

뉴욕, 일본, 로스앤젤레스, 상해, 카자흐스탄,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베트남, 중국, 나이지리아, 오사카 

해외 

식당/ 카페
(서울 대표 
관광지:  

인사동, 홍대, 
강남역 주변, 
신사동 등) 

수예당화과자, Bärlin, 진사댁, Dublin, 뉴욕 랍스타, TG, 고이, 
Lound, KT(Miracle telecom), KT(강남 올레 에비뉴), 썬샤인, 
레게치킨, 토마틸로, 길들여지기, mug for rabbit, uncle 29, 
café papergarden, quarterback, Jenny's Café, yellow pub, 

Tora-B, THE WIN, 만해당, 한국의 집, 온더보더,  
전통와방 사랑방, 광화문 일품당 

국내 

기타 

IP&I 치과, Zen Hair Salon, 트릭아이미술관, Concierge,  
서울시 관광협회, 드래곤힐스파,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NY Wholistic Care, Hair & Joy,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서울글로벌빌리지센터,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강남구청, 
청와대 사랑채, Ongo Food Communications, 하나투어, 
대한불교 조계사, 크라운 리로케이션, 서울파트너하우스,  

아시안타이거즈 모빌리티, 서울글로벌센터, 리로코,  
SEOUL GLOBAL BUSINESS SUPPORT CENTER,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시티투어버스, 뉴질랜드 문화원, 
KOTRA ISC, Level 5, 남산국악당, 한국방문의해 위원회,  

여의도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오미트래블,  
임피리얼팰리스호텔 메디컬센터 치과, Allied Pickfords,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삼성전자 글로벌전략실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