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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단가 및 정책



SG골프를 소개합니다

스크린골프의 핵심기술, 현실인 듯 빠져드는 ‘몰입감’, ‘SG골프 필드’

필드에서 직접  골프를  치는 것 같은, 필드 환경 그대로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술력의 ‘SG골프 필드’입니다. 

16:9 비율 커브드 화면은 남다른 선명함을 구현하는 SG골프의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최상의 화질로 업데이트되는 국내 최다 골프 코스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SG골프만의 현금성 S포인트 혜택을 통해 

SO와 유저 모두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혁신적인 스크린골프입니다. 

골프에 대한 즐거움이 무한대가 되는 진짜 골프 ‘SG골프 필드’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이게 진짜 필드다!



최고의 스크린골프를 만드는 SG골프

 누적 회원 수 : 60만명

 매장 수 : 1,480개

 센서수 : 5,800개

 월 라운드 : 80만회

 보유코스 : 370개

주요 서비스 지표
(2021년 12월 기준)

SG골프 매장 장비수 증가 추이 (2021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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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골프 회원분석

SG골프를 소개합니다

누적 가입자 수 이용자 남녀 비율 연령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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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노출을 통한 브랜드 메시지 전달

 전면 풀 스크린 영상 플레이, 사운드 ON

 연습장 입장 전 / 라운드 전 / 9홀 종료 후 

 직관적인 브랜드 노출

 지속적인 브랜딩

 고해상도 전면 이미지 광고 노출

 스크린 대회 스폰서로서 친숙한 브랜딩 가능

 장타 챌린지 이벤트

 S포인트, 홀인원, 잭팟 이벤트

SG골프 스크린 광고상품

동영상형 이미지형 스폰서쉽

- 월 평균 약 70만 라운드          - 광고 리프토 주간 및 월간 제공



SG골프 스크린 광고상품 
|
 동영상형

연습장 동영상

 연습장 진입 전 로딩 영상 

 스크린 골프 이용자 대부분 연습장을 이용함

 구좌 당 월 기준 1,000만원/15초 

인게임 라운드 동영상

 라운드 홀진입 로딩 영상

 풀스크린 영상으로 집중도가 높음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는 메시지 전달 가능

 구좌 당 월 기준 600만원/5초

로그인

연습장

게임설정

1홀

2홀

3홀

16홀

17홀

18홀

스코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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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게임 후반홀 로딩 동영상

  라운드 중 홀 사이에 노출되는 가장 주목도 높은 동영상 광고

 9번 홀 종료 10홀 진입 전 노출

 홀 로딩 이미지 광고와 동시 집행 시 할인 적용

 구좌 당 월  1,000만원/15초

로그인

연습장

게임설정

1홀

9홀

10홀

11홀

18홀

스코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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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형 

|
 배너

연습장 및 인게임 홀 로딩 이미지

 라운드 중 홀 사이에 노출되는 전면 이미지 광고

 총 18개 구좌 운영 (1홀 ~ 18홀)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는 메시지

 구좌 당 월 기준 400만원/5초

인게임 스코어카드 하단 배너 (Renewal)

 매 홀 종료 시 노출되는 스코어카드의 하단 배너 광고

 총 3개 구좌 운영 (1홀 ~ 18홀, 롤링)

 구좌 당 월 기준 200만원/5초

로그인

연습장

게임설정

1홀

2홀

3홀

16홀

17홀

18홀

스코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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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너

인게임 나스모 스킨

 라운드 중 굿스윙 노출 시 영상 스킨 광고

 총 2개 구좌 운영 

 구좌 당 월 기준 500만원/5초

로그인

연습장

게임설정

1홀

2홀

3홀

16홀

17홀

18홀

스코어카드

인게임 가상 광고

 각 홀 별 PAR기록 홀 아웃 시 가상 브랜드 노출 (홀당 1회) 

 총 2개 구좌 운영 (홀수홀, 짝수홀 별도노출)

 구좌 당 월 기준 500만원/5초



스폰서쉽 대회

 스폰서 타이틀 대회 진행

 SG골프 모든 코스를 활용한 대회 개최 가능(최대 30개 선택 가능)

 대회 개최를 통한 브랜드 홍보 및 이미지 상승

 예상 라운드수 : 3만 라운드

 광고영역 : 

 - In Game : 로비, 홀 중간광고 1개, 브랜드 이미지광고 1개

 - App : 메인배너, 푸쉬 1회

 - Homepage : main배너

 단가 : 2,000만원

 ※ 대회 시상품 별도

 ※ 대회 홍보 포스터 제작 필요 시 별도(제작 및 배송 비)

SG골프 스크린 광고상품 
|
 스폰서쉽



S포인트 베팅 챌린지 (19홀 이벤트)

 모든 코스 라운드 종료 후 이벤트 진입

 전광판, 그라운드 로고, 비행선 래핑, 폴배너 등

 월 기준 비용은 별도 협의

 매장 포스터(인쇄) 제작 일정 및 추가 비용은 별도 협의

 집행 3개월 전 논의 필수

S포인트 홀인원 잭팟 이벤트

 지정 코스 라운드 중 파3홀에서 이벤트 진행

 로딩 이미지, 팝업 배너 등 노출

 월 기준 비용은 별도 협의

 집행 1개월 전 논의 필수

SG골프 스크린 광고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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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및 볼 노출

 SG골프 시스템(스크린 골프, SDR연습장비) 샷 정보 시 클럽 및 볼 노출

 SG골프 스크린 연습장 내 매 샷마다 클럽 노출 

 브랜드 신제품 클럽 적용 및 노출 가능

 클럽 사 연간 광고 계약 시 적용 가능

 1년 독점 운영 및 노출(클럽, 볼, 브랜드 로고)

SG골프 스크린 광고상품



SG골프 스크린 광고상품 
|
 모바일 APP

메인 중앙 배너

 MAX 4구좌 롤링

 구좌당 150만원/월

팝업 이미지

 MAX 2구좌 랜덤

 구좌당 200만원/월

□ 오늘은 그만 보기 X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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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재규어랜드로버시승이벤트

SG골프 × 재규어 랜드로버 시승 이벤트

Safety Driving & Special Experience.

2021년 재규어 랜드로버가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전시장 방문 시승부터 온라인 
영상 시승 및 비대면 상담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재규어 랜드로버를 체험하시고 특
별한 추첨 경품의 혜택까지 누려보세요.

전시장 방문 시승은 COVID-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서 진행 예정입니다.

■ 특별한 경품 혜택이 가득!

① 이벤트 참여 고객 선물 증정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500명)

② 이벤트 참여 고객 추첨 선물 증정

모바일 LMS발송

 SG골프 프리미엄 타깃 총25만 회원 발송가능

 건당 100원 / 1인 / 최소 5만건 이상 발송 가능

 지역, 성별, 연령에 따른 타깃 마케팅 가능



광고 집행 정책

광고주 업종별 가이드

 집행 불가 업종 : 위법 콘텐츠/제품/서비스 등

 그 외 SG골프 내부 운영정책에 따라 광고 집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

 집행 중이더라도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

광고 소재 전달 (평일 근무일 기준)

 배너형 : 라이브일 기준 2일 전

 이미지형 : 라이브일 기준 5일 전

 동영상형 : 라이브일 기준 5일 전 전달 요망

기타

 SG골프 스크린 광고 소재는 업무시간 중에 게재/교체 가능함 (광고 소재의 예약 설정 불가)

 광고 캠페인에 앞서 계약조건 협의 후 ‘광고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며, ‘광고 게재 신청서’를 통해 개별 집행함

 SG골프가 허용하지 않은 광고 지면 점유 또는 제3자 대상 광고 재판매는 금지되며, 적발 시 광고 거래가 중단될 수 있음

 상품별 광고 소재 가이드를 준수해야 하며, 소재의 수정 요청으로 인한 게재 지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AD 지면 별 단가

※ 공시 단가이며, 패키지로 집행 시 할인가 적용
※ V.A.T 별도

매체 사이즈 광고방식 구좌 수 단가 비고

In Game

인게임

라운드

후반홀 로딩 동영상
1600×1200 

1920×1080
9홀 종료 후 광고 동영상 2구좌 ₩10,000,000 15초

스코어보드 하단배너 1480×125 2H ~ 18H 스코어보드 노출 배너 2구좌 ₩2,000,000 롤링

홀 진입 이미지
1600×1200 

1920×1080
1H ~ 9H, 10H ~ 18H 진입 시 광고 이미지 18구좌 ₩4,000,000 

홀 지정 

5초

홀 진입 동영상
1600×1200 

1920×1080
1H ~ 9H, 11H ~ 18H 진입 시 광고 동영상 17구좌 ₩6,000,000 5초

가상 광고 600×450 각 홀 별 홀 아웃 시 가상 브랜드 이미지 2구좌 ₩5,000,000 5초

나스모 270X736 나스모 노출 시 날개형  브랜드 이미지 노출 2구좌 ₩4,000,000 5초

연습장

연습장 로딩 동영상
1600×1200 

1920×1080
연습장 로딩 시 광고 동영상 2구좌 ₩10,000,000 15초

연습장 로딩 이미지
1600×1200 

1920×1080
연습장 로딩 시 광고 이미지 2구좌 ₩4,000,000 

APP

메인배너 590×150 앱 메인배너 6구좌 ₩1,500,000 롤링

메인 팝업이미지 1000×1193 앱 실행 시 팝업 배너 2구좌 ₩2,000,000 롤링

푸쉬 메시지 - 앱 미실행 시 푸시 메시지 1회 ₩2,000,000 진행 시 사전 협의

LMS - 이벤트  진행 문자 서비스 1회 ₩100 1인 기준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