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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91, 통권 331+  

광고 제안서 

국내 유일 골프 월간지 대한항공 1등석 기내지 

국내 최대 e-BOOK 플랫폼 입회 모아진 & 탭진 & 북이오  

글로벌 50개국 100만명+ 국내 최초 입회 KONO 앱 

골프계 주요 언론 종사자 + 일반인 대상 뉴스레터 

전국 주요 구독층 대상 매일뉴스 서비스 제공 매일뉴스 



광고 제안 | 표2 & 표3 

 골프헤럴드는 각 예산에 따른 광고 집행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 광고 예산 범위 300만원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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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제안 

구 붂 제안1 제안2 제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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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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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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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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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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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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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도기사 총 12P내 연간 자유롭게 사용 총 20P내 연간 자유롭게 사용 총 32P내 연간 자유롭게 사용 

뉴스레터 배너*** X O O 

블로그 & SNS*** X X O 

도서 월 20부 제공 월 20부 제공 월 20부 제공 

금액(VAT별도)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상기 내용은 3개월 이상 계약 조건으로 세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로고 광고란? 표4 페이지 바코드 우측 자리에 로고 표시.  
*** 뉴스레터 발송 시 & 기사 작성 시 배너 광고 삽입. 



광고 제안 | 내지 

 골프헤럴드는 각 예산에 따른 광고 집행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 광고 예산 범위 100만원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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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제안 

* 상기 내용은 3개월 이상 계약 조건으로 세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내지(6~)은 상기 금액 -50만원으로 진행. 
*** 뉴스레터 발송 시 & 기사 작성 시 배너 광고 삽입. 

구 붂 제안1 제안2 제안3 

오프라인 내지(2~5)** 내지(2~5) 내지(2~5) 

온라인 

코노(KONO) 내지(2~5) 내지(2~5) 내지(2~5) 

북이오 내지(2~5) 내지(2~5) 내지(2~5) 

모아진 내지(2~5) 내지(2~5) 내지(2~5) 

탭진 내지(2~5) 내지(2~5) 내지(2~5) 

매일뉴스 내지(2~5) 내지(2~5) 내지(2~5) 

기타 

보도기사 총 6P내 연간 자유롭게 사용 총 8P내 연간 자유롭게 사용 총 12P내 연간 자유롭게 사용 

뉴스레터 배너*** X O O 

블로그 & SNS*** X X O 

도서 월 10부 제공 월 10부 제공 월 10부 제공 

금액(VAT별도)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골프헤럴드를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채널 

e-book 플랫폼 
라이브러리 제공 

홈페이지 

e-book 플랫폼 
국내 No1. 

네이버 블로그 
VIEW / 블로그 

e-book 플랫폼 
모바일 전용 

인스타그램 
유료 홍보 진행 

e-book 플랫폼 
글로벌 서비스 

유튜브 
서비스 홍보 진행 

뉴스레터 
약 2,000명 발송 

메일뉴스 

B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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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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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노출, 최대 효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