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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VISLA Magazine 2012년 시작된 VISLA 매거진은 지난 10년간 웹진으로부터  

현재는 종이잡지,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라디오 스테이션, 

오프라인 공간으로까지 그 영역과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About VISLA Magazine

문화의 산증인으로서  As a witness to culture

2012년 시작된 VISLA 매거진은 지난 10년간 웹진으로부터  

현재는 종이잡지,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라디오 스테이션, 

오프라인 공간으로까지 그 영역과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VISLA는 하위문화Subculture가 지닌 문화적 특질로부터 

출발해 세계 곳곳에 자리한 문화 기반에서 솟아 오르는 

다채로운 영감과 텍스트를 여행합니다. 우리는 예술, 음악, 

패션 및 현대 문화의 만화경을 통해 대담하고 광범위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About VISLA Magazine

문화의 산증인으로서  As a witness to culture

진보의 전초지  Outpost of progress

2012년 시작된 VISLA 매거진은 지난 10년간 웹진으로부터  

현재는 종이잡지,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라디오 스테이션, 

오프라인 공간으로까지 그 영역과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VISLA는 하위문화Subculture가 지닌 문화적 특질로부터 

출발해 세계 곳곳에 자리한 문화 기반에서 솟아 오르는 

다채로운 영감과 텍스트를 여행합니다. 우리는 예술, 음악, 

패션 및 현대 문화의 만화경을 통해 대담하고 광범위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위 - 대중문화의 상호 관계 속에서 

VISLA는 수많은 원천으로부터 흘러온 정보들을 통합하고 

유동적으로 이동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장르와 주제의 범위

를 넘어 한 분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대 문화의 복잡성을 

긍정으로 수용합니다.  



Audience

Gender Device Age

Male 67% Mobile 79%

18-26
26%

35-44
23%

Etc
12%

25-34
39%

Female
33%

PC 19%

Etc 2%

 •방문객  150,000 /월   •페이지 뷰  280,000 /월   •팔로워 수  Instagram 43k / Facebook 16k / Youtube 5k



Advertise for you

format contents price

VISLA Magazine 
Website

news 2,000,000

feature 4,000,000

editorial 협의

news + (instagram, facebook 미러링) 3,500,000

feature + (instagram, facebook 미러링) 5,500,000

VISLA Magazine 
Official Social Media

instagram (feed posting) 2,000,000

facebook (feed posting) 2,000,000

Instagram (story posting) 400,000/회



Advertise for you

account display price per week format

Banner A Full take Banner 6,000,000 pc mobile

Banner B Main Middle Banner 2,000,000 pc mobile

Banner C Main Mid Highlight 2,500,000 pc mobile

Banner D Contents Bottom 2,000,000 pc mobile

Banner E Main Top 4,000,000 pc mobile



Partners

Fashion

F&B

Entertainment

Etc



Alliance VISLA가 쌓아올린 지난 10년간의 자원을 바탕으로 만들어

진 자매팀입니다. VISLA와 동일한 DNA를 공유하면서 

다른 갈래로 뻗어나간 VISION, VISLA FM, QUEST는 

각각의 집단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유지하되, 공동 작업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문화적인 비전을 달성합니다. 



Alliance VISION

Portpolio Download

Instagram

VISION은 VISLA 매거진과 문화적인 유전자를 공유하는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입니다. VISLA가 지난 10년간 쌓

아온 노하우와 인사이트, 인프라를 통해 근본적인 차원의 

솔루션을 구축합니다. 

https://www.dropbox.com/home/VISION%20%EC%97%90%EC%9D%B4%EC%A0%84%EC%8B%9C%20%EC%86%8C%EA%B0%9C%EC%84%9C
https://www.dropbox.com/sh/2ckd404ys30nnhr/AABJS-HxZ4bMW1ciQSdYo8yKa?dl=0
http://instagram.com/visionbyvisla


Alliance QUEST 우리는 과거 도시의 역동적인 문화를 생산하는 데 큰 역할

을 한 문화 공간, 카바레의 열기에 주목했습니다. 젊은 창작

자와 몽상가, 현대 생활에 지친 도시인으로 혼잡한 은신처 

QUEST를 방문하십시오. 이곳이 술과 음악, 예술을 통한 

창작자들의 교류의 장이 되길 자처합니다.  

Instagram

http://intagram.com/quest.ent


Alliance VISLA FM 인디펜던트 온라인 라디오 VISLA FM은 자신의 매력적인 

취향과 음악적인 재능을 펼치고자 하는 음지의 디거들과 

수준 높은 퀄리티를 고수하는 프로페셔널 뮤지션들이 

한 데 모이는 신비한 놀이터입니다. VISLA FM은 기존 

상업 라디오의 한계를 넘어 창작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숨겨진 원석 같은 음악과 마주하지만, 

역설적으로 결국 좋은 음악은 독립 라디오가 대중과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더 많이 놓아줄 것입니다.

Instagram

http://intagram.com/visla.fm


E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