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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end brunch 
*  TEX-MEX BAKED EGGS
*  BLUEBERRY MUFFINS
*  PULL-APART CHEESE BREAD
*  AVOCADO & SMOKED 

SALMON TOASTS

Good-for-you recipes
*  SUMMER CARBONARA
*  PAPAYA & MINT SALAD
*  GREEN GAZPACHO WITH   

SUMMER SALSA
*  SUMAC CHICKEN WITH  

GREEN BEANS 

MAKE OUR
EASIEST-EVER 
SALMON TACOS

20 MINUTE 
ASIAN S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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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 SEASONAL FRUIT

EAT OUTDOORS
Spiced butterflied leg of lamb | Sicilian aubergine pizzas | Iced green gazpacho 
Maple honeycomb ice cream | Easy prawn & chorizo paella | Courgetti tart

Summer’s
here!

★ BOURBON & BUTTER ROAST PEACHES * CHERRY ICE POPS 
GOOSEBERRY SUGAR CRUST PIE * RASPBERRY TARTS 
CHERRY & ALMOND CRUMBLE CAKE * PEACH & BLACKCURRANT PIE

34 
RECIPES
UNDER
500  
CALS

NEW! Omagazine.com

* Marmite bagels
* Tear-and-share garlic bread
* Apple turnovers
* Really simple muesli loaf

READY IN  
10 MINUTES!
MOROCCAN 
PRAWN RICE

EASY TAPAS
MENU FOR 6

MAKE OUR
Salted maple  

chocolate brownies

FOOLPROOF  
DULCE DE LECHE 
CHEESECAKE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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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T-FREE MONDAYS:

}BRILLIANT Italian sausage stuffed peppers | Quick fish curry 
Ultimate chicken burrito | Chicken noodle soup 
Watermelon and feta salad | Antipasti rigatoni 

Easy 
autumn 
baking

★ * ALLOTMENT BURGER * GINGER-GLAZED SQUASH WITH 
SESAME * GRILLED MUSHROOMS WITH RICOTTA AND PESTO  
* SMOKY CANNELLINI BEANS ON GARLIC TOAST

Britain’s 
brightest  

food  
mag

Omagazine.com

WEEKNIGHT MEALS

* Plum & sesame  
   lamb cutlets
* Barbecued squid  
   with charred lemon
* Spiced corn on    
   the cob

EASY  
SUMMER 
MENUS

GENIUS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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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EVER 5:2 RECIPES

SWEET THINGS!
TEQUILA MOCKINGBIRD COCKTAIL DESSERT  
MELON GRANITA | MATCHA TEA CUPCAKES  
NO-CHURN DOUBLE STRAWBERRY ICE CREAM 
PLUS LAST-MINUTE FOODIE HOLIDAYS 
THE UK’S BEST MEDITERRANEAN RESTAURANTS

Hot BBQ 
trends

★ * AUBERGINE WITH THYME AND HONEY * LOW-CARB ‘RICE’ (P88) 
* 10 MINUTE PRAWN CURRY * RED THAI CURRY SOUP 
* LETTUCE-WRAPPED FISH WITH CITRUS BUTTER   

Britain’s 
brightest  

food  
mag

NEW! Omagazine.com

Cauliflower 
shawarma (p38)

6

* Duck curry
* Crab thermidor
* Brisket rolls
* Treacle 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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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LS IN MINUTES:

ULTIMATE COMFORT FOOD:
Grilled cheese eggy bread | Gamekeeper’s pie  
Braised ox cheek | Marmalade slump cake  
Winter greens and ricotta cannelloni  

 reinvented

★ * BLACK BEAN AND SQUASH QUESADILLAS 
* 5-MINUTE FLATBREAD PIZZAS * SPICED PANEER SKEWERS
* EASY GREEN MINESTRONE * COD WITH SALSA ROSSA

Britain’s 
brightest  

food  
mag

Omagazine.com

Pub food,

DESERT-ISLAND 
DESSERTS 
MUST-TRY PAIN AU CHOC BREAD 
AND BUTTER PUD (P48)

Spooky (and simple!)
Halloween cake
STEP-BY-STEP
CHEESE NAAN

Roast chicken 
gets the Thai 
treatment

매달 7만 부를 발행하며 디지털 매거진, 앱, SNS를 통한 독자가 

20만 명에 이르는 영국의 대표적인 푸드 매거진입니다.

2003년 론칭 이후 지금까지 30~40대 푸드 블로거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푸디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품격 푸드 매거진 <올리브>는 단순히 레시피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 음식을 만들고 나누며 세계의 다양한 외식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한 식품 정보와 트렌드를 위트 있게 전달하며 레스토랑 리뷰, 

음식에 포커싱된 여행을 제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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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s Famous 
Food Magazine



Stylish 
Food Magazine 

왜 요리 잡지는 스타일리시하지 않을까? 

왜 요리 잡지는 따분한 레시피, 지루한 비주얼만 다룰까? 

왜 요리 잡지는 읽을거리가 없을까? 

왜 요리 잡지는 남자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할까?

실용적이고 트렌디하면서 시선을 사로잡는 비주얼의, 재미있는 푸드 매거진 

바로 그 해답이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입니다.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스타일리시한 음식과 미식 여행, 라이프스타일 등 

요리에 얽힌 모든 것을 담은 국내 최초의 본격 푸드 매거진입니다.

    



그들은 먹는 행위를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닌 

음식 자체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도락가, 푸드 얼리어답터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는 잡지와 디지털,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푸디들과 소통하며 함께 식문화를 이끌어나가는 소통의 매개체입니다. 

잡지를 보고 SNS로 공유하며, 클래스를 통해 요리를 배우거나 맛보고, 

페스티벌에 참여해 음식과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며 하나의 식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Food Magazine 
For Foodie 



Reader
25~39

취미와 여가에 지출을 아끼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쇼핑하듯 음식을 소비합니다. 

또한 디지털과 SNS에 익숙하며, 새로 생긴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니고 

서바이벌 요리 프로그램, 페스티벌을 즐기는 세대입니다. 

이와 더불어 명품 식재료, 기호 식품,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남다릅니다.

요리에 관심이 많고 외식을 즐기는 남녀, 쇼핑하듯 내게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싱글턴부터 

일상 요리와 외식, 쇼핑에 관심이 많은 일하는 주부, 

음식 문화 관련 종사자들은 모두 푸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의 독자이자 컨트리뷰터입니다.

 2539      
    



 1
한국 최초의 푸드 라이선스 월간지

영국에서 발행하는 푸드 매거진 <올리브>의 
한국판인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는 
한국 최초의 푸드 라이선스 월간지입니다. 
<올리브>에서 전해오는 트렌디한 식품과 
레스토랑 정보와 글로벌 이슈를 어느 곳보다도 
빠르게 전달하며, 셰프부터 전문 필자까지 다양한 
푸디들이 전달하는 특별한 요리와 
미식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4
해외 미식 여행과 다이닝 정보 강화

미식 여행과 다이닝은 푸디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영국 <올리브>를 통해 트렌디한 
레스토랑 기사를 빠르게 게재하며 
매달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지역 음식, 또는 해외 
미식 여행과 다이닝 기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검색만으로는 찾기 힘든 곳, 유명인의 비밀스러운 
맛집 등 다양한 정보를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 
한 권에서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2
눈으로 맛보고 즐기는 잡지

지금 이 시대의 키워드는 바로 음식입니다. 
패션 피플, 셀러브리티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식재료, 맛있는 음식에 
열광합니다.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는 
세련되고 시크한 요리 화보를 제안합니다. 
심층 취재 기사, 아카데믹한 정보, 새로운 
푸드 이슈를 유니크하게 풀어내 보는 즐거움과 
읽는 즐거움을 더할 것입니다.

 5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에서는 음식을 
공유하고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다양한 직업의 푸디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이 먹는 
것, 즐겨 가는 곳 등을 집중적으로 탐구합니다. 
음식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식문화 트렌드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검증을 거친 쉽고 정확한 레시피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세계 요리 레시피는 보다 특별합니다. 
영국 <올리브> 키친팀에서 세 번의 검증을 거쳐 
완성한 정확한 레시피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폼 나는 요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바로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메뉴를 제안하며, 인터넷 검색으로 찾기 힘든 
셰프의 레시피를 배울 수 있습니다.

 6
글로벌한 푸드 트렌드 전달

국내외의 푸드 이슈와 트렌드를 가장 먼저 
전달합니다. 셰프, 식재료와 제품, 브랜드 등을 
발 빠르게 소개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독자와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재료, 가공 식품, 요리를 
편리하게 완성시켜주는 도구 등 요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6 Editorial Keywords



Editorial Contents Ahn Graphics

Special
매달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가 선정한 테마를 
집중 탐구합니다. 인물, 음식, 정보 등으로 
다채롭게 풀어낸 특집은 단행본처럼 소장 가치를 
높여줍니다.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를 발행하는 안그라픽스는 콘텐츠 파워와 

디자인 크리에이티브를 바탕으로 여행, 디자인을 포함한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해오고 있는 토털 미디어 그룹입니다. 

1989년부터 아시아나항공의 공식 기내지 <아시아나>를 통해 
문화, 예술,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콘텐츠를 제공해왔으며, 
2011년 <론리플래닛 매거진 코리아>를 발행해 한국의 여행 문화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엘지전자, 삼성래미안, 위니아만도, 기아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의 매거진을 중심으로 
매년 100여 종의 각종 온·오프라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론리플래닛> 여행 가이드북의 한국 내 독점 출판권을 가지고 30종의 여행 가이드북을 
선보였으며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유럽 디자인 여행> <명품, 영원한 가치를 꿈꾸다> 등 
디자인 및 여행, 예술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토털 미디어 그룹 안그라픽스는 다양한 방면의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만들어왔던 전문성과 노하우를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에 고스란히 담아 창조적이며 독보적인 푸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식문화 매체로 자리매김해나갈 것입니다.

 Trend
국내외의 식문화와 푸드 이슈를 다루는 
트렌디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글로벌 레스토랑과 이슈, 식품 정보, 
신상품 리뷰 등으로 구성됩니다.

People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만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리와 음식을 사랑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엿보는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셰프의 주방으로, 집으로, 스튜디오로 찾아가 
그들의 음식과 일상,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담아냅니다. 

 Cook
집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인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스타 셰프의 레시피, 도구 활용법, 
다채로운 메뉴들은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며, 많은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전문가처럼 요리를 완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Explore&Dining
세계의 트렌디한 레스토랑부터 지방 맛집까지 
다양한 다이닝 정보가 가득합니다.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만의 특별한 미식 
여행 기사도 놓치지 마세요. 2박 3일간의 식사 
일정을 정리한 미식 여행 코스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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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페이지 
bleed size 236(w)×139(h)mm

1/2페이지 
bleed size 114(w)×281(h)mmInformation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는 온라인으로 독자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매달 디지털 매거진을 발행하고 반응형 사이트를 통해 
데스크톱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통해 각각의 디바이스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이패드,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매거진은 독자 커버리지를 훨씬 넓혀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게 
되므로 광고주의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니즈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Distribution Rates

OFFLINE ONLINE

Bookstore
전국 주요 서점(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등)
주요 온라인 서점(예스24, 교보문고, 인터파크, 알라딘 등)

Public Space
국내 특급 호텔과 고급 리조트
카페 및 레스토랑, 수입자동차 매장
아시아나항공 기내 및 라운지
국내외 취항 항공기 퍼스트/비즈니스 클래스 브리지
고급 주거지와 멤버십 피트니스
백화점 아케이드&면세점
스타벅스 800여 개 매장
KTX 특실

Subscriber
프로모션 및 다양한 이벤트로 정기구독자 확보

Digital Publishing
디지털 매거진 발행
아이패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공

Homepage&SNS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운영

DIGITAL EDITION 

     www.olivem.co.kr
                olivem_korea
      olive magazin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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