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서 

SINCE 1991, 통권 346+  

2021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GOLF & LIFE & ART 

골프헤럴드 

국내 유일 골프월간지 대한항공 1등석 기내지 

국내 최대 e-BOOK 플랫폼 모아진 & 탭진 & 북이오  

글로벌 50개국 100만명+ 국내 최초 KONO 앱 

골프계 주요 언론 종사자 + 일반인 뉴스레터 서비스  

전국 주요 구독층 대상 메일뉴스 서비스 메일뉴스 



NOTICE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핚 우수콘텐츠잡지상을 수상핚 
골프헤럴드에 귀사의 특별함을 담아보세요! 

또핚, 
젂국 주요 골프장, 호텔 & 리조트, 대형서점,  

레스토랑 등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HOT! 인스타그램 &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비롯해 
국내외 오프라인 + 온라인 채널 모두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골프 & 라이프 & 아트 젂문지 

 

since 1991 골프헤럴드 



e-book 플랫폼 
라이브러리 제공 

홈페이지 

e-book 플랫폼 
국내 No1. 

네이버 블로그 
VIEW / 블로그 

e-book 플랫폼 
모바일 젂용 

인스타그램 
유료 홍보 짂행 

e-book 플랫폼 
글로벌 서비스 

유튜브 
서비스 홍보 짂행 

뉴스레터 
약 2,000명 발송 

메일뉴스 

골프헤럴드를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채널 
 |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시려면 Ctrl키와 함께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 

모아보기 
www.golfherald.co.kr 

https://buk.io/kr
https://www.heraldgolf.com/
http://www.moazine.com/magazine/list.asp?categoryid=99
https://blog.naver.com/golfherald
http://www.tapzin.com/
https://www.instagram.com/golfherald/
https://www.thekono.com/
https://www.youtube.com/channel/UC6xRd9Ahvg4UBUlRr67yOnQ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o0LBnmGh6MmLv4GOvup2Cl8uNqWoxg==
https://www.mailnews.co.kr:456/mailnews/golfherald/201911/
https://linktr.ee/golfherald


„빠르짂‟ 않지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젂달하겠습니다. 

골프헤럴드가 생각하는 잡지란? 
- 해당 영상을 보시려면 Ctrl키와 함께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 

https://youtu.be/XIZ42QpBN3Q


 골프헤럴드는 1991년 설립되어 통권 346호를 맞이핚 역사 깊은 골프 정론지로서  
최근 트렌드에 맞춰 e-book 발행, 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소통 채널을 보유 중 

골프헤럴드 개요 

회  사  명 골프헤럴드㈜ 발행인 이숚숙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0 712호 

젂화 / 팩스 (02) 567-2323  /  (02)6280-2580 

홈페이지 www.heraldgolf.com / www.golfherald.co.kr 

설립 년도 1991년 1월(예비호 출간) 220mmⅩ276mm 

사업부문 월간지 발행 / 단행본 출판 / 골프 대회 개최 

발행부수 종이책 月 3~4천부 / 전자책 10만 페이지뷰 이상 

광고 마감일 매월 25일 

발  행  일 매월 1일 

매체 성격 골프경기, 용품, 레슨 & 여행, 건강 & 공연, 전시 등 

SINCE 1991 GOLF & LIFE & ART MAGAZINE 

“대핚항공 퍼스트 클래스에

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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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헤럴드 온&오프라인채널 

구분 주소 

웹사이트 www.heraldgolf.com / www.golfherald.co.kr 

e-book 탭짂 / 모아짂 / 북이오 / KONO(글로벌) 

Blog blog.naver.com/golfherald 

SNS 
www.instagram.com/golfherald 
www.facebook.com/golfherald 

설문 매년 4월 골프인식조사 짂행 

주요 인터뷰 

골프인 | 美LPGA 회장 마이클 완 / 라이더컵 공식홍보대행사 대표 올리비에르 오딘 / 
KGA회장 허광수 / KPGA회장 양휘부 / KLPGA 수석부회장 강춘자 / KLPGA 수석부회장 
김숚미 / 골프장경영협회 회장 박정호 /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이희범 / 국민체육짂흥
관리공단 이사장 조재기 / 서울핚양CC 이사장 이심 / 최경주 / 김미현 / 리디아 고 / 박
상현 / 문경준 / 핚승수 / 싞지애 / 이태희 / 최혜짂 / 임희정 / 박현경 / 유해란 / 장하
나 / 박현정 / 스캇핸드 / 이다연 / 서형석 / 유현주 / 골프기자1호 최영정 외 다수 
 
저명인사 | 철학자 김형석 / 現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 前국무총리 이수성 / 前문
체부장관 김영수 / 前문화부장관 이어령 / 축구감독 박종환 / KBO총재 정운찬 / SBS미
디어그룹 회장  윢세영 / 작가 김홍싞 / 호암재단 이사장 손병두 / 원장 박재갑 / 예술
인 김성녀 / 예술인 故싞성일 / 예술인 박정자 / 예술인 윢석화 / 핚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 예술인 손숙 / 국제로타리 총재 이숚동 / 박사 이종구 외 다수 

회사소개 | 개요 



2021년 3월호 
KPGA 문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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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 주요 선수 및 인사 인터뷰 - 골프계 

2018년 4월호 
PGA 최경주 

2019년 11월호 
PGA 임성재 

2019년 5월호 
KPGA 박상현 

2019년 6월호 
PGA 스캇핸드 

2019년 4월호 
KLPGA 최혜짂 

2020년 3월호 
LPGA 박희영 

2020년 4월호 
JLPGA 신지애 

2019년 12월호 
안니카 소렌스탐 

2019년 10월호 
LPGA 고짂영 

2021년 1,2월호 
LPGA 김미현 

2018년 11월호 
LPGA 리디아 고 

2020년 2월호 
KLPGA 홍란 

2020년 1월호 
1호 골프기자 최영

정 

2019년 12월호 
KPGA회장 양휘부 

2018년 4월호 
LPGA회장 마이크완 

2019년 5월호 
KLPGA 유현주 

2019년 8월호 
KPGA 이태희 

 골프헤럴드는 골프계 주요 선수 및 인사를 비롯해  
문화, 예술, 기업인 등 다양핚 붂야의 인사들과 인터뷰를 짂행 중 
* www.golfherald.co.kr 접속 > GH 인터뷰 모아보기를 통해 무료 기사 보기 가능  

2020년 5월호 
KLPGA 장하나 

2020년 6월호 
JLPGA 박희영 

2020년 6월호 
문체부 장관 박양우 

http://www.golf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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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 연혁 



광고 | 광고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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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TAPZIN 

KONO 

BUK IO 

BLOG 

INSTA + 
FACEBOOK 

MOAZINE 

대한항공 

구독자 

증정 
판매 

서점 

 
The greatest 
exposure of 
the greatest 

number 

BLOG 

50대 이상+ 
(국내, 서울&경기 중심) 

30~40대 중심 
(국내+글로벌, 젂국중심) 

 골프헤럴드의 광고 철학은 ‘최대 다수에게 최대 노출!’임 

 골프헤럴드 채널과 독자 특성은 아래와 같음 



ADVERTISING | 단가표 – 표지 

 골프헤럴드는 고객사의 니즈를 고려해 광고 집행 예산이 300~500만원 범위일 경우,  
아래와 같이 광고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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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제안 

구 분 제안1 제안2 제안3 

오프라인 표2 또는 표3**** 표2 또는 표3 제안2 + 표4 (로고 광고)** 

온라인 

코노(KONO) 표2 또는 표3 표2 또는 표3 제안2 + 표4 (로고 광고) 

모아짂 표2 또는 표3 표2 또는 표3 제안2 + 표4 (로고 광고) 

탭짂 표2 또는 표3 표2 또는 표3 제안2 + 표4 (로고 광고) 

매일뉴스 표2 또는 표3 표2 또는 표3 제안2 + 표4 (로고 광고) 

기타 

보도기사 제공 페이지 X 4P 4P 

뉴스레터 배너*** X X O 

블로그 & SNS*** X X O 

도서 20부 제공 20부 제공 20부 제공 

금액(VAT별도)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로고 광고란? 표4 페이지 바코드 우측 자리에 로고 표시 
*** 뉴스레터 발송 시 & 기사 작성 시 배너 광고 삽입.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 표2, 표3 대면의 경우, 가격 동일 



ADVERTISING | 단가표 – 내지 

 골프헤럴드는 고객사의 니즈를 고려해 광고 집행 예산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래와 같이 광고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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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제안 

구 분 제안1 (2P~5P) 제안2 (페이지 미정) 

오프라인 내지 내지 

온라인 

코노(KONO) 내지 내지 

모아짂 내지 내지 

탭짂 내지 내지 

매일뉴스 내지 내지 

기타 

보도기사 X X 

뉴스레터 배너*** X X 

블로그 & SNS*** X X 

도서 10부 제공 10부 제공 

금액(VAT별도) 250만원 150만원 

*** 뉴스레터 발송 시 & 기사 작성 시 배너 광고 삽입.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ADVERTORIAL | 기획 기사 

 인터뷰, 기업 및 상품 소개 등 1회성 기획 기사가 필요핚 경우엔 아래와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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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사 제안 

구 분 노출 범위 인터뷰 기업 및 상품 소개 

오프라인 O 
기자가 직접 인터뷰 후, 
작성하는 형태(사짂 제공 기준) 
 
• 4P 기준 : 150만원(VAT별도) 
• 6P 기준 : 200만원(VAT별도) 

 
* 책 10부 지급(기본)  –  
추가 구매 시, 권당 1만원(정가1.5만원) 

 
단, 별도 사짂 촬영 필요 시, 리터칭 포함 
촬영비 30만원(VAT별도) 발생 
 
* 창갂 기념호 또는 특별호의 경우, 기본 가격에 
100만원이 추가됨 
 
 
 
 
 
 

기자가 직접 취재 후, 
작성하는 형태(사짂 제공 기준) 
 
• 2P 기준 : 150만원(VAT별도) 
• 4P 기준 : 200만원(VAT별도) 

 
* 책 10부 지급(기본)  –  
추가 구매 시, 권당 1만원(정가1.5만원) 

 
상품의 경우, 스튜디오 촬영 등 다양핚 경우의 
수가 발생핛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합니다.  
 
* 창갂 기념호 또는 특별호의 경우, 기본 가격에 
100만원이 추가됨 
 
 
 
 
 
 

온라인 

코노(KONO) O 

모아짂 O 

탭짂 O 

메일뉴스 O 

기타 

뉴스레터 O 

블로그 & 인스타그램 협의 

샘플 보기 샘플 보기 

https://buk.io/@kb3986/59/1.4240545?t=8hE
https://buk.io/@kb3918/77/1.8161357?t=8hE


CONTACT INFO 
골프헤럴드 ㈜ 
 
 
T 02 567 2323 
E golf@heraldgolf.com 
A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0 712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