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mfoodstylist
[FOOD CREATIVE GROUP]

WE ARE

iamfoodstylist

[아이엠 : 푸드스타일리스트]

[명사] 1. 푸드와 공간을 디자인하는 푸드크리에이티브 그룹
2. 대한민국에 몇 안되는 푸드스타일링 스쿨

3. 기획, 브랜딩, 출판, 식음료등 음식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잡식하는 푸드 크레이지 컴퍼니
4. 요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성충만한 식문화를 제시하는 사람들의 모임

5. 김현학 푸드디렉터를 중심으로 한 100여명의 푸드스타일리스트 네트워크 에이전시

관련어 if스럽다
[형용사] 음식이 맛있어 보이며 그 공간이 또한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데다가 아트하기까지 하다.
활용 : 어머, 이 테이블 셋팅이 참으로 if스럽네!

BUSINESS PHILOSOPHY

MISSION

음식과 관련된 기획, 브랜딩, 출판, 디자인, 스타일링,
레시피 개발 및 컨설팅, 식공간 연출 등의 모든 분야에서 푸드전문가로서
특별한 가치와 경험을 전달하는 푸드 크리에이티브 그룹

사람과 음식이 함께하는 식공간의 기획과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시간과 소통을 만드는 것, 더 나아가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VISION

WHY CHOOS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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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MEMBERS

KIM HYUN HAK
CEO

LEE CHUL WOO
Vice

PARK JA EUN
-

YOON JU WON
-

Food Director & Editor in Chief
ceo@iamfoodstylist.com

Lifestyle Director & Foodstylist
cottonbite@iamfoodstylist.com

ART Director & Foodstylist
parkjaeun@iamfoodstylist.com

Brand Director & Foodstylist
jouryoon@iamfoodstylist.com

" WE CAN MAKE IT TOGETHER "
To creative Food for the people.
Upgrade Your Lifestyle with iamfoodstylist

OUR SERVICES

푸드스타일링 & 디렉팅
food styling & directing

출판 & 컨텐츠 기획, 제작
publising & contents plan

브랜딩 & 마케팅
branding & marketing

강의 & 쿠킹클래스
foodstyling institute

" Food Crazy Group - iamfoodstylist "
푸드에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컨셉 케이터링
conceptual catering

스튜디오 렌탈
studio rental

OUR SERVICES INFO

푸드스타일링 & 디렉팅
[food styling & directing]

브랜딩 & 마케팅
[branding & marketing]

지면, 영상 속에서 보여지는 음식들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더 먹음직스럽게 조리 & 연출합니다.

푸드 관련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에 필요한
컨셉과 이미지를 디자인 & 연출 합니다.

더 나아가 음식이 존재하는 공간을 크리에이티브하게
기획 & 디자인 합니다.
-

SNS 컨셉은 물론이고
이벤트나 쿠킹클래스 기획 및 대행도 가능합니다.
-

출판 & 컨텐츠 기획, 제작
[publising & contents planning]

아이엠푸드스타일리스트의 감성에 맞춘
푸드스타일링 매거진과 단행본 기획, 출판
iamfoodstylist magazine을 독립 출판합니다.
또한 푸드관련 업체들의 레시피북,
홍보물, 브로셔 등을 편집 & 디자인 하여
인쇄물로 제작합니다.
-

OUR SERVICES INFO

컨셉 케이터링
[conceptual catering]

기업 VIP 리셉션, 런칭파티, 이벤트, 소규모 웨딩 등
사람과 음식이 함께하는
공간을 연출하고
각 파티의 정체성과 컨셉에 맞춰
메뉴를 개발하고 디자인한 음식들을 제공합니다.
브랜드에 맞는 메뉴나 공간을 제안합니다.
-

강의 & 쿠킹클래스
[food styling institute & cooking class]

푸드스타일링 강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감성적인 식탁을 만들 수 있기를 꿈꿉니다.
또 푸드스타일리스트로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체 프로모션, 레시피 개발
VVIP 쿠킹클래스도 진행합니다.
-

스튜디오 렌탈
[studio rental]

사진 & 영상 촬영, 레시피 개발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제공합니다.

깔끔한 느낌의 if 스튜디오에서는
원할한 조리와 사진 &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햇살이 비치는 작은 테라스에서는
자연광으로 더욱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 할 수 있습니
다.
보다 더 아늑한 카페 느낌의 DEAR FRESH & DEAR BLANC에서는
따뜻한 느낌의 사진과 영상촬영이 가능합니다.

OUR LATEST WORKS
[food styling & directing]
코렐 아시안 15개국 / 청정원 / 스킨푸드 미국 / 카카듀 / 칠성포차 중국 프랜차이즈 / 립톤 / 삼성카드 / KT 올레 / 웅진코웨이 정수기 / 만나몰 / 대두식품 / 휴롬 / BBQ / 빙그레 / 산림조합 / 페리에

OUR LATEST WORKS
[CF, media & directing]
롯데제과-조인성편(팜온더로드) / 국민카드 - 하정우편(온누리) / 롯데제과-김우빈편(타파스) / 현대약품-박수홍편(마이녹실) / 한샘-키친바흐 / SBS드라마-따뜻한말한마디, 내겐너무이쁜그녀 외 다수

드라마 자문 및 작가님과 대본작업, 공간 스타일링,
주연배우 대역, 메뉴개발, 레시피작업 및 아이디어 공유 작업

OUR LATEST WORKS
[publising & contents planning]

글. 사진. 김현학(푸드칼럼니스트)

앞선 여행지에서 만난 특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차립니다

울진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행객들이 양손 가득

하지만 제철을 맞은 ‘더덕’을 맛보고 나면 택배 주문

건강에도 좋고 향과 맛까지 그윽해 오래도록 사랑

경상북도 울진편

대지의 기운을 가득 담은 한 끼 밥상으로 새해

대지의
기운을
담 은
한 끼

경상북도 울진, 여행길에서 뜻밖의 건강한 식재료 더덕을 만났다. 나지막한 능선을 따라

뿐 다른 약

올라 더덕농장에 들어서니, 지천에 널린 더덕들이 제각각 자신을 뽐내는 듯 여기저기

어 손질하기

고운 순들을 내보인다. 더덕 순을 보고 살살 흙을 긁으면 어른 손가락만한 더덕들이 우

고, 다이어

수수 터져 나온다. 호미질 닿는 곳곳마다 더덕의 향이 폭발하는 듯하다.

지만 사실

산에서 나는 오삼 중 하나라고 불리는 더덕은 사포닌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산삼

진하다.

에 버금간다고들 한다. 인삼과 도라지 그리고 더덕, 이 셋은 사포닌을 듬뿍 담고 있어

한 다발 캐

이 계절에 놓쳐서는 안 될 보약 같은 식재료이다. 특히 조선시대 광해군이 사랑했던 식

들뜬 하루를

재료 중 하나가 더덕이기도 했는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광해군이 더덕을 좋아하여 더

구경도 하니

덕 밀전병을 즐겨 먹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이처럼 더덕은 오래 전부터 우리네 주변뿐

자연이 곁에

아니라 왕가에서도 찾았던, 산이 준 귀한 식재료이자 약재였다.

식재료를 알

더덕을 캐며 어르신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더덕에도 종류가 있다고 한다. 더덕에는 꼭

데 버금갈

사람처럼 성별이 있어 암더덕과 숫더덕으로 구분한다. 길고 곧게 뻗은 녀석은 숫더덕이

도 불리는

고 사람 손가락마냥 여러 갈래로 뻗어 있는 건 암더덕이다. 생긴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

것만 같은

Cooking Tip
더덕향과 함께 즐기는 쫄깃한 떡갈비
| 더덕떡갈비 |
조리 시간
50분

준비물
2~3인분: 더덕 5개, 다진 쇠고기 800g, 파 1대, 잣 1/2큰술
소고기 밑간 청주 3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소금·후춧가루 약간
간장양념

물 5큰술, 간장·설탕 3큰술씩, 청주 2큰술, 매실액 1큰술, 다진 파 1작은술

손질법
1. 더덕은 껍질을 벗겨 7cm 길이로 자른다.
2. 쇠고기는 종이 타월에 펼쳐 올려 핏물을 제거한다.
3. 잣은 종이 타월에 올려 곱게 다진다.
4. 파는 6cm 길이로 잘라 곱게 채 썬 후 찬물에 10분간 담가둔다.

만드는 법
1. 볼에 다진 쇠고기와 밑간 재료를 넣고 치대어 반죽한다.

2016 ENERZINE
JANUARY + FEBRUARY | HUMAN + LIFE MAGAZINE

TRAVEL&FOOD

24 25

iamfoodstylist magazine 1~12호 / 코렐 아시안 15개국 브로셔 및 카달로그 / 아임요 요거트 메이커, 치즈메이커 레시피북 3권 / 대두식품 화과방 레시피북 5권 / 산림조합중앙회 레시피북 등

2. 쇠고기 반죽을 조금씩 떼어 손바닥으로 굴려 둥글게(지름 4cm 정도) 모양을 잡는다.
3. 나누어둔 반죽을 납작하게 누르고 더덕을 올려 모양을 잡는다.
4. 볼에 분량의 간장양념 재료를 넣어 섞어서 준비하고, 파는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5. 팬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 3의 반죽을 올려 약한 불에서 앞뒤를 굴려가며 겉면을 익힌다.
6. 고기 겉면이 노릇하게 익으면 간장양념을 붓고 중간 불에서 끓여 자작하게 졸인다.
7. 그릇에 채 썬 파를 깔고 그 위에 구운 떡갈비를 올린 후
고기 윗면에 다진 잣을 올려 완성한다.

OUR LATEST WORKS
[branding & marketing]
청정원 / SKIN FOOD US / SKIN FOOD KOREA / 삼성카드 / Manna / KT 올레 / 립톤 / 핫텐도 코리아 등 인스타그램 이미지 스타일링 및 페이스, 블로그 컨텐츠 제작 및 파트너쉽

OUR LATEST WORKS
[foodstyling & cooking class]
롯데마트 2년 전속 모델 및 쿠킹클래스 진행 / 타파웨어 2년 전속 모델 및 VIP 클래스 진행 / 제일은행 / 밤부베베 / 청정원 / KBS, SBS, MBC, JTBC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요리 진행 및 라디오 진행

OUR LATEST WORKS
[conceptual catering]
채널에이 Beer day 150명 / LUSH VVIP 200명 / 청정원노하우위크시즌1,2 1000명 / 신세계 위드미 사업설명회 3000명 / LG 시그니쳐 미디어데이 300명 다수의 기업들과 파트너쉽 케이터링 진행

OUR BRANDS

아이엠푸드스타일리스트 매거진
[iamfoodstylist magazine]

디어프레쉬 - 리미티드 주스바
[Dear Fresh limited juicebar]

디어블랑 -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Dear Blanc lifestyle selectshop]

OUR BRANDS

아이엠푸드스타일리스트 매거진
[iamfoodstylist magazine]
-

언제나 우린 새롭고 좋은 것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새것들이 주는 기쁨보다
오래 함께 하는 것들,
소소하게 주변에 있는 것들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성매거진 iamfoodstylist도 그렇길 원합니다.
새롭지만 낯설지 않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시작한 매거진입니다.
두 달에 한 번 발행되는 iamfoodstylist 매거진은
매호 한 가지 식재료로 다양한 시선들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듯 다른 느낌, 그리고 따로 또 같이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어쩌면 새롭게 느껴질 지도 모릅니다. 우
리 곁에 있던 식재료들의 새로운 발견
그리고 푸드스타일리스트들이 펼쳐내는 스타일링이
우리의 눈과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길 바랍니다.
-

OUR BRANDS
Magazine 상세정보

아이엠푸드스타일리스트 매거진

발행인 및 편집장: 김현학 (대표, 편집장)

발행부수: 2000부 / 매호

iamfoodstylist magazine KOREA

간별: 격월. 연 6회 발행 (2달에1번 25~30일 발행)

발행처: iamfoodstylist

(vol o1.egg/vol 03.shrimp/vol 04. rice - 완판)

of the Food, by the Foodstylist, for the People

국내 최초 푸드스타일리스트들이 만드는 푸드 감성 매거진

Magazine 리서치

Gender

남성 34%
여성 66%

여성 독자가 66%로 대부분의 매니아가 여성이며
요리와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이 많음.

Magazine 판매처

가격: 13,800원 / 정기구독 80,000원 (1년)

창간일: 온라인 창간 2011,03 / 오프라인 창간 2014,06,15

Age

Area

13-17세 [1.3%]

서울 [63%]

18-24세 [35%]

경기/인천 [25%]

25-34세 [41%]

지방 [11.8%]

35-44세 [15%]

해외 [0.2%]

45-54세 [5%]

25-34세 독자들이 41%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20-40세 독자들 형성됨.

독자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인천/경기지역이
88%로 대부분에 수도권에 거주함.

iamfoodstylist (온/오프라인-홍대) / 교보문고 (온/오프라인-전국) / 상상마당(오프라인-홍대)

알라딘 (온라인-전국) / YES24 (온라인-전국) / 티켓몬스터 (온라인-전국) / 10 X 10 (온라인-전국)
더 매거진 (온라인-전국) / 스토리지 북 앤 필름 (오프라인-남산점) / 더 폴락 (오프라인-대구)

5km / 달팽이 books & tea / 1984 / 책방 오후 다섯시 / 노말에이 / 르아티크 / 탭진 / 어반차일드 / 짐프리

OUR BRANDS

SNS networking

Website
www.iamfoodstylist.com

Magazine
2000+ ea Published each

Instagram
18000+ Global Followers

Face book
17,000+ Global Followers

Blog
19,000+ Global viewers

문의 - help@iamfoodstylist.com

디어프레쉬 리미티드 주스바
[Dear Fresh limited juicebar]
-

과일과 채소, 그 밖에 어떤것도 첨가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담은 주스와 청 그리고 잼을 만듭니다.
손으로 집적만든 디어프레쉬의 주스와 청을 통해
재료가 담고있는 흙의 에너지와
자연의 향기를 전달합니다.
대단한 맛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지
햇살이 좋은날 가족과 함께하는 이른 점심,
친구와 함께 떠난 도심속의 피크닉,
사랑하는 사람들과 둘러앉은 테이블,
그 속의 작은 주스 한 병으로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신선해지길 바랍니다.
-

디어블랑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Dear Blanc lifestyle selectshop]
-

세상의 모든 기본은 순백에서 시작됩니다.
식사를 담는 그릇에서, 매일 입는 옷에서
그리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도
모두 흰색의 담백함과 깨끗함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기본, 담백, 순수를 컨셉으로보다
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푸드스타일리스트들이 직접 고르고
혹은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선보입니다.

비싸기만 한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제품들과 함께 합니다.
-

입점문의 : help@iamfoodstylist.com

lifestyle selecshop
DEAR BL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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