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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광고 상품

지면 상품 명 크기 예상노출 총 구좌수 구좌당 단가 예상 CTR 비고

VA 메인 헤드라인 별도협의 8,000,000 1구좌 (고정) \ 10,000,000 1.90% 22년 판매완료

DA

메인 팝업 750*880 400,000 8구좌 (롤링) \ 8,000,000 1.63%

종료 팝업 750*880 150,000 4구좌 (롤링) \ 5,000,000 0.66%

메인/종료 하단 띠배너 640*96 600,000 10구좌 (롤링) \ 4,000,000 0.20%

온에어, VOD 프리롤 플러스 1920*1080 150,000 2구좌 (롤링) \ 3,000,000 0.66%

로딩 페이지 로딩뷰 별도협의 1,500,000 1구좌 (고정) \ 10,000,000 클릭불가 22년 판매완료

메인 상단 스폰서바 별도협의 8,000,000 1구좌 (고정) \ 20,000,000 2.08% 22년 판매완료

Message 모바일 PUSH 500*298 300,000 1회 발송 \ 3,000,000 - 오픈율 30%

▷ Mobile

지면 상품 명 크기 예상노출 CPM 최소 집행 금액 예상 CTR 비고

DA

메인

듀얼 스킨 120*553 200,000 20,000 \ 10,000,000 0.78% ※월1주 고정

헤드라인 300*198 200,000 6,000 \ 10,000,000 0.58%

중간 배너 1170*100 150,000 6,000 \ 5,000,000 0.13%

서브

상단 배너 300*250 500,000 5,000 \ 3,000,000 0.05%

날개 배너
95*247
120*600

500,000 3,000 \ 3,000,000 0.03%

메인/ 서브 스폰서 바 별도협의 10,000,000 15,000 \ 20,000,000 2.08%

Message 광고주 DM 720*Free 400,000 1회 발송 \ 5,000,000 1.50%

▷ Online



디지털 광고 상품

구분 광고상품 크기 예상 노출 예상 CTR 클릭 총 구좌수 구좌당 단가 비고

모바일

프리롤

MP4 150,000 1.23% 가능 4구좌 (롤링) \ 7,000,000 15초

온라인 MP4 150,000 0.90% 가능 2구좌 (롤링) \ 7,000,000 15초

모바일
/ 온라인

대체광고
(미드롤)

MP4
3,000,000

(4개 대회 기준)
- 불가

20구좌
(15초 기준)

\ 10,000,000 15초

※ 1개월 기준 / 단위 : 원 (VAT별도)

※ 장기 계약 시 별도 협의

※ 대체광고 상품은 “네이버(PC, Mobile), 카카오(PC, Mobile)” 매체에 동시 생중계

▷ 동영상 광고

※ 동영상 광고 총 구좌 수는, 당사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Mobile AD

모바일 메인 헤드라인 (※ 2가지 타입 中 택1)

〮 사이즈 : 별도협의 (※ 소재 변경 시 2~3일 소요)

〮 독점 운영

〮 10,000,000원 (1개월)

Type 1 Type 1 Type 2

1단계 : 애니메이션 효과와 함께 프리뷰 이미지 노출 2단계 : 터치 시 전체영역으로 확장 4~5초 길이의 동영상 노출

22년 판매완료 22년 판매완료 22년 판매완료



Mobile AD

모바일 메인팝업 (롤링)

〮 사이즈 : 750*880

〮 8구좌 운영 (가변적)

〮 8,000,000원 (1개월)

모바일 종료팝업 (※아이폰 불가)

〮 사이즈 : 750*880

〮 4구좌 운영 (가변적)

〮 5,000,000원 (1개월)

모바일 하단 띠배너

〮 사이즈 : 640*96

〮 10구좌 운영 (가변적)

〮 4,000,000원 (1개월)



Mobile AD

모바일 접속화면

〮 사이즈 : 별도협의

〮 독점운영 (※ 연간 광고주 전용)

〮 10,000,000원 (1개월)

모바일 스폰서바

〮 사이즈 : 별도협의

〮 독점운영 (※ 연간 광고주 전용)

〮 20,000,000원 (1개월)

모바일 프리롤 플러스

〮 사이즈 : 1920*1080

〮 2구좌 운영 (가변적)

〮 3,000,000원 (1개월)

모바일 프리롤 재생 후

이미지 광고 3초 노출

22년 판매완료

22년 판매완료



Online AD

① 온라인 메인 듀얼스킨

〮 사이즈 : 120*553

〮 1주일/월 독점운영

〮 최소집행 10,000,000원 PKG↑

② 온라인 메인 헤드라인

〮 사이즈 : 300*198

〮 롤링운영

〮 최소집행 10,000,000원 PKG↑

③ 온라인 메인 중간

〮 사이즈 : 1170*100

〮 롤링운영

〮 최소집행 5,000,000원 PKG↑

③

① ①

②



Online AD

① 온라인 서브 상단

〮 사이즈 : 300*250

〮 롤링운영

〮 최소집행 3,000,000원 PKG↑

② 온라인 서브 날개

〮 사이즈 : (좌) 95*247 / (우) 120*600

〮 롤링운영

〮 최소집행 3,000,000원 PKG↑

①

②②

※ 서브 페이지의 배너 노출은 “TV&VOD, 부킹, 레슨” 메뉴에 한함



Online AD

① 온라인 서브 스폰서바 (온라인 서브 전체 페이지 內 최상단 브랜딩 광고 고정 노출)

〮 사이즈 : 별도협의

〮 독점운영

〮 최소집행 20,000,000원 PKG↑



Video AD

모바일 프리롤 (동영상 전 CM)

〮 형식 : MP4 (※15초 뒤 SKIP 노출)

〮 4구좌 운영 (가변적)

〮 7,000,000원 (1개월)

온라인 프리롤 (동영상 전 CM)

〮 형식 : MP4 (※15초 뒤 SKIP 노출)

〮 2구좌 운영 (가변적)

〮 7,000,000원 (1개월)



Video AD

『KLPGA대회』 온에어 대체광고

〮 형식 : MP4

〮 20구좌 운영 (가변적)

〮 10,000,000원 (15초)

“네이버(PC, Mobile), 카카오(PC, Mobile)”

매체에 동시 생중계



Message AD

광고주 전용 DM

〮 사이즈 : 720*free

〮 약 40만통 발송

〮 5,000,000원 (1통)

광고주 전용 모바일 PUSH

〮 사이즈 : 500*298 / 아이폰은 제목만 노출 (이미지 배너X) 

〮 약 30만명 발송 (오픈율 약 30%)

〮 3,000,000원 (1건)



Appendix. SBSGolf Introduce

1. 800만 시청자를 보유한 SBS골프채널의 전문 골프 포탈 사이트로 약 140만 회원 보유

2. 경영, 자영업, 전문직 관련 회원 약 30%, 월 400만원 이상 소득자 약 70%

3. 스포츠/레저 > 골프 분야 인터넷 시장 점유율 약 40% (랭키닷컴 2015년 12월 기준)

4. 골프 3C (컨텐츠, 커머스, 커뮤니티)를 구비한 ONLINE TOTAL GOLF SERVICE 제공

5. SBS골프 모바일앱 다운로드 수 125만

최적의 골프 마케팅 플랫폼 >> SBS골프



Appendix. SBSGolf User Profile

• 지역 분포 (수도권 83%)

경상 6%

충청 4%

전라 4%

강원 2%

제주 1%

• 성비 분포 (남성 69%)

여성 31%

• 소득분포

9.26%
12.77%

300만원 미만 400~500만원 600만원 이상

• 연령 분포 (40대 46%)

20대 5%

60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