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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골프 HISTORY
SBS골프 방송
1991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정규프로그램 ‘금요골프’ 방송
1992 마스터스 녹화중계 시작, SBS프로골프최강전 개최
KLPGA 첫중계(중경 하티스트배 한국여자 프로골프 선수권 대회
1993 슈페리어컵 SBS프로고르 최강전 개최
1994 쏘나타컵 SBS프로골프 최강전 개최
1995 LPGA 삼성월드챔피언십 현장 생중계 (국내최초 9홀 생중계)
1996 KPGA 첫 생중계 (필라오픈 최종라운드)
KLPGA 첫 생중계(SBS프로골프최강전, 제일모직 로즈여자오픈 골프대회)
1997 The Open 생중계(~2009)
1998 US오픈 생중계(~2016) . PGA챔피언십 중계(~2009) LPGA투어중계(~2009)
1999 SBS골프채널개국

2008 호심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제작,방송
하이원컴 SBS채리티 여자오픈 개최(~2009) P
GA투어 중계권 독점 계약체결
2010 참마루건설배 한국 미드아마추어 골프선수권 대회(2010~현재)
제1회SBS히든밸리여자오픈개최 (~2012), SBS챔피언십 개최
2011 코오롱 한국오픈 현장 생중계(국내최초 18홀 전홀 생중계)
현대토터먼트 오브 챔피언스 개최(~2016)
KLPGA 공동 주관 방송사(~2013, 라운드당 2.5시간, 9홀 생중계)
2013 베이크리크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제작, 방송(~현재)
한국 시니어 아마추어 골프대회 제작, 방송(~현재)
2014 KLPGA단독 주관방송사 선정(~2016, 5시간 편성)

마스터스 생중계 시작 (~현재), PGA투어 중계

2015 프레지던츠컵 국내 주관 방송사 및 생중계

한국여자오픈 주관방송사 선정 및 중계(~현재)

2016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 (역대 최장시간 생중계 편성, 30시간)

2000 프레지던츠컵중계(~2015)
2004 KLPGA 26경기 생중계(~2010)
2005 SBS코리안투어창설(~2009) / SBS오픈개최(~2009)
/ 태영배 한국여자오픈 개최,(~2011)
/ 박카스배 SBS골프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 대회 개최(~현재)
2006 제주도지사배 주니어 골프대회 제작/방송(~2007)

2007 강민구배 한국여자 아마추어 골프대회 제작,방송(~현재)
허정구배 한국아마추어 골프대회 제작, 방송(~현재) 일송
배 한국 주니어 골프대회 제작, 방송(~현재)

리우올림픽 골프 현지 생중계
2017 SBS코너먼트오브 챔피언십 개최
KLPGA 단독 주관방송사 재선정(~2022년)

SBS골프 HISTORY
SBS골프 온라인&모바일
2000 국내 최초 골프포털 서비스 SBS골프닷컴사이트 오픈
국내 최초 온라인 부킹 서비스 사이트 “골프토피아” 부킹 개시
2002 국내 최초 모바일 골프 서비스_NATE골프 서비스 진행
2004 SBS골프닷컴합병
국내최초 유/무선 융합 골프회원제 서비스 개시
2005 국내 전문몰 최초 SCM 시스템 도입 및
세계최초 골프 전문 오픈마켓 서비스 개시 아시
아 최대 규모 대한민국 골프대전 1회개최

2006 국내최초 골프전문 블로그 서비스 개시
2008 SBS골프시청자 초청 골프대회 진행 (중국 북경)
SBS골프아카데미 사업 론칭
PGA투어 한국어사이트 구축/서비스 제공
2010 임진한 골프 레슨 아카데미 레슨 사업 론칭
2011 제 1회한국골프용품전 개최(일산,킨텍스) 안성현 골프 아카데미 사업 론칭
2013 TV전자상거래 서비스 오픈
2014 SBS골프모바일 앱 누적 다운로드수 50만 돌파
김홍기 프로 골프 아카데미 사업 론칭
2015 SBS골프온라인 회원 수 100만명 돌파
캠핑 예약 전문 사이트 론칭
2016 중고 스포츠 거래 전문 사이트 ‘중고의 신’ 론칭

SBS골프온라인&모바일 소개
골프의 모든 순간 SBS골프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골프부문 독보적 1위점유
•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 골프 서비스 시작!!
• 국내 골프 전문 플랫폼으로 골프 부문 1위점유
WEB golf.sbs.co.kr mobil
MOBILE e.golf.sbs.co.kr

(국내 골프 인구의 1/3 이상이 사용, 세계 3대 골프 서비스 플랫폼)
• KLPGA 독점 대회 중계, 부킹, 골프샵 등 골퍼들의 니즈를 100% 충족시키는 골프 전문 서비스 제공

• 온라인과 모바일에 이어 골프 방송 최초 스마트워치 등 새로운 서비스 지속 개발

1
위

SBS골프온라인&모바일 소개
SBS골프온라인/모바일 사용자 분석

(※2022년 기준 140만 온라인 회원, 110만 모바일앱 누적 다운로드수 보유)

• 지역 분포 (수도권 83%)

• 성비 분포 (남성 69%)

경상 6%
충청 4%

여성 31%

전라 4%
강원 2%
제주 1%

• 연령 분포 (40대 46%)

• 소득분포

20대

9.26%

300만원 미만

5%

12.77%

400~500만원

600만원 이상

60대

3%

스포츠의 모든 것, 스포츠사업팀 소개
방송,온라인,모바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 진행!!
스포츠 관련 토탈 마케팅 사업 가능
커머스사업

부킹사업

• SBS골프샵(PC+모바일)
• T커머스

• 부킹 플랫폼 제휴
• 부킹플라자
• 1박2일골프여행사업

부킹 사업

뉴미디어광고
• KLPGA 대체광고
• 온라인/모바일 광고

뉴미디어
광고

커머스
사업

스포츠
사업팀

골프&스포츠
전방위마케팅

전시
사업
전시사업

기타
제휴사업
기타제휴사업
• 아카데미 사업
• 해외 골프여행 사업
• 콘텐츠 판매 / 보험 사업

• 대한민국 골프대전(봄시즌)
• 한국 골프 용품전 (가을시즌)

스포츠사업팀 사업 소개
골프장 부킹 사업

1박2일 골프 여행 사업

2000년 7월국내최초골프장부킹서비스시작,

국내골프여행전문운영사업

22년역사와전통, 운영노하우를지닌부킹서비스제공

합리적!가격의국내1박2일골프여행패키지 및 맞춤골프여행

- 국내최초 온라인 부킹 서비스 제공(2000년 7월 ~ 현재)
- 국내 최초 모바일 예약 서비스 제공( 2004년 4월 ~ 현재)
- 누적 예약 건 400만 건 / 누적 골프장 방문객 1,500만 명 달성
( 2022년 현재)
- 국내 최다 유료회원 가입 예약 사이트(2022년 현재 1.5만 명)
- 골프장 내장 결제 객단가 압도적 1위 예약 사이트
- 회원권 확보를 통한 명문 골프장 온라인 독점 예약 타임 제공

부킹제휴/연계사업문의

임종현 부장, 6938 -1470
primus@sbs.co.kr

• 국내 모든 지역 (강원, 전라, 충청, 제주, 경상, 경기권) 골프 여행을 편리
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구성하여 제공
• 1박2일36홀 + 골프텔 + 식사, 2박3일 골프 여행 패키지등 원스톱
예약 지원 서비스 제공
• 고객의 니즈 따라 다양한 맞춤 골프 여행 상품 제공
• 최적화 된 모바일과 웹 서비스 제공으로 편리한 예약 지원

1박2일골프여행사업제휴문의
권순재 차장, 6938-1475
ceoenter@sbs.co.kr

스포츠사업팀 사업 소개
골프 아카데미 사업

해외 골프여행 제휴 사업

SBS골프 레슨 아카데미 누적 참가자 1만명 이상!

해외골프여행전문여행사와의제휴를통한

레슨의 대가 임진한 프로 및

연20,000 명의 해외골프고객모객및마케팅지원사업

SBS골프 방송 출연 프로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내외 골프 레슨 아카데미

• 동남아, 사이판/괌, 일본, 중국, 미주, 유럽 등
전세계 골프투어 상품 제공

임진한 프로(2010년~), 허석호 프로(2021년) ,김형주 프로(2020년)

아카데미/ 레슨사업문의

장창환 차장, 6938-1481
bluesee74@sbs.co.kr

• SBS골프 회원 대상 5% 할인혜택 제공

투어제휴사업문의
장창환 차장, 6938-1481
bluesee74@sbs.co.kr

스포츠사업팀 사업 소개
콘텐츠&회원 제휴사업

보험&금융 제휴 사업

• 세계최고수준의KLPGA대회와골프방송시청률1위의
레슨프로그램VOD 유통.

홀인원 축하금, 골프용품 파손 보장 등
골퍼들의 필수인 골프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보험상품,

• 시장점유율1위의부킹서비스제휴
• 전국200여개 골프장일1회부킹, 대회실시간시청및 방
영프로그램고화질무료시청의SBS골프유료회원제제
휴사업등다양한진행

금융컨설팅을 비롯한 금융상품을
우수한 보험, 금융 전문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SBS골프회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판매

회원제휴사업문의

장창환 차장, 6938-1481
bluesee74@sbs.co.kr
콘텐츠제휴사업문의

천세준 부장, 6938-1482
andrewchun@sbs.co.kr

보험제휴사업문의
장창환 차장, 6938-1481
bluesee74@sbs.co.kr

스포츠사업팀 사업 소개
골프전문 온라인 쇼핑몰

아시아 최대 규모 골프 전시 행사
매년3월아시아최대규모(32,000㎡)의골프전문전시회개최

국내최대골프전문쇼핑몰로써
400개의 공급업체와40,000개상품보유
브랜드사직거래를통한독점판매및특가판매 운영
• 2001년 오픈, 국내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골프 전
문몰

국내/외200개 업체(2,500개부스)참가, 5만명의참관객방문
• 캘러웨이, 테일러메이드, 미즈노, 젝시오, 혼마, 브리지스톤,
핑 등 국내/외 유명 골프 용품사 참가
• 골프클럽 시타 체험을 위한 50m의 대형 드라이빙 레인

• 브랜드사 직거래 및 대형 유통사 입점

지와 골프 세미나, KLPGA 프로의 팬 사인회, 원포인트

• 상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최적의 마케팅 플랫폼

레슨 등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쇼핑몰입점/광고문의

천세준 부장, 6938-1482
andrewchun@sbs.co.kr

골프전시행사/참가문의
김호수 부장, 6938-1476
lake@sbs.co.kr

스포츠사업팀 사업 소개
SBS골프온라인/모바일 광고
대한민국 골퍼 5명 중 3명이 사용하는 SBS골프온라인+모바일 사용자 대상 광고/이벤트프로모션 집행
•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 전문 프리미엄 마케팅 플랫폼으로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광고 및 이벤트 프로모션 집행
• 국내 매체 중 가장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배너, 특수기법광고, 동영상광고, DM 등의 광고상품 라인업을 통해 효율적인 광고 집행
지원 (※상품 안내 및 연간/월간 광고 패키지는 별도 문의)
• 골프용품/웨어, 자동차, 금융상품, 분양, 건강, 회원권 등 프리미엄 타켓 마케팅에 최적화된 광고 집행 사례 보유

모바일 동영상광고

광고/ 프로모션문의
이상민 차장, 6938-1485
lsmhero@sbs.co.kr

온라인배너 (특수기법광고 포함)

회원대상 e-DM

스포츠사업팀 사업 소개
SBS골프GSPI 유통사업
SBS골프는 자체 보유한 강력한 홍보 마케팅으로 GSPI와 함께 새로운 개념의 실내외 골프 연습장 골프 장비를 함께 고민하
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기존 골프장비와는 다른 차별성으로 신규 창업 및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검색방법 : GSPI /네이버,
유튜브) 또한 GSPI를 함께 발전시킬 제휴사 및 딜러도 모집중입니다.
* 스크린 골프 레인지 시스템
골프 레슨과 개인 연습을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레인지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스윙모션 분석 시스템
볼이 날라가는 예측을 가지고 분석하는 시대는 끝! 내 스윙과 내 체중이동을 분석하여 레슨을 해주는 새로운 시스템!
스윙 3D 모션 분석, COP 지면반력 무게이동 분석, 고속 영상 분석 시스템을 통합 프로그램으로 제공합니다.
• 리얼플레이트
한국의 골프장의 90%는 산악 지형! 실내외 골프연습장에서 실제 필드와 동일하게 지면을 구현시켜드립니다.
• 퍼팅플레이트
오르막, 내리막, 훅라이, 슬라이스라이등의 다양한 퍼팅그린을 동일하게 구현해드립니다.

제품문의
최홍락 차장, 6938-1487
choi3535@sbs.co.kr

리얼플레이트

퍼팅플레이트

스윙모션분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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