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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생활체육축제한마당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라운드수

참가자수

2018년





Amateur TOUR 오프라인결선( 2, 4, 6, 8차)

 온라인예선 -> 오프라인전국결선(조이마루)

 결선인원:  남 72명 / 여 28명 (남녀별도시상)

 JTBC Golf 방송중계

챔피언십 TOUR

1회~9회랭킹포인트상위랭커총 100명(남 72명 / 여 28명)  ->  오프라인 INVITATIONAL 챔피언십진행(조이마루)

Amateur TOUR  온라인결선 (1, 3, 5, 7, 9차)

 온라인대회운영

 온라인예선, 온라인결선진행

 결선인원남 72명 / 여 28명

* 운영안은변경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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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라운드수 평균 참여자수

구분 2018년 1차생활체육대회 2018년 2차생활체육대회

골프존

시물레이터
15,300,000 imp 13,400,000 imp

닷컴 1,400,000 imp 1,200,000 imp





구분 내용

대회명 2019 브리지스톤골프생활체육스크린골프대회 1차

대회기간

지역예선 6~ 7월 5주간진행

지역결선 7월중 진행

전국결선 8월중 진행

참가대상

지역예선 17개 권역 지역별골프존온라인회원

지역결선 지역별 50명내외진행 (17개지역별오프라인 결선진행)

전국결선 지역별선발인원 4인내외 * 17개지역

대회장소

지역예선 전국 골프존설치매장

지역결선 17개 권역매장

전국결선 조이마루(방송경기)

총시상규모 약 1억원

주관방송 JTBC GOLF (미정)



구분 상품 공시단가 횟수 기간(개월) 집행금액

네이밍권리
네이밍활용권리 30,000,000 - 30,000,000 

30,000,000 30,000,000 

스폰서쉽
광고

스크린골프내배너노출 20,000,000 1 20,000,000 

골프존닷컴 배너노출 5,000,000 1 5,000,000 

모바일전면팝업_2회 5,000,000 2 10,000,000 

50,000,000 35,000,000 

기업광고
(스크린골프존미디어)

156 SPOT 10,000,000 1 12 120,000,000 

10,000,000 120,000,000 

기업광고
(대회코스)

코스브랜딩_9개홀

15,000,000 1 - 15,000,000 
로딩창_이미지형 9개홀

스코어보드 상단_9개홀

메뉴상단_9개홀

15,000,000 15,000,000 

대회장브랜딩&미디어노출

대회장브랜딩 5,000,000 1 - 5,000,000 

미디어노출 50,000,000 1 - 50,000,000 

55,000,000 55,000,000 

Total 255,000,000 







예능 시사/교양 다큐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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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가득한오리지널콘텐츠

∙ 예능, 교양, 경기등 다양한프로그램자체제작

참여형스포츠채널지향

스페셜챌린지

찾아라! 우리동네고수

게릴라레슨

심쿵! 스크린연구소

청춘스크린

모녀골프투샘골프 심짱무적골프

스크린브런치 골판지

밀착다큐멘터리골프人 스크린골프경기중계



예능 교양 레슨 대회











예능 교양∙다큐 레슨 대회

가족골프왕 Team KL 일본장타리그도전기 여윤경의One Month 2016 GTOUR

도전! 스퀴즈 Team KL 재팬파이널을가다! 골프좀잘치자 2017 GTOUR

두루두루퍼펙트 개국기념토론-골프의현재와미래 스크린100배즐기기 2017 골프클럽리그

명랑직장생활프로젝트김과장VS이대리 골프판지식토크 <골판지> 1분레슨 2016 골프존라이브토너먼트

명랑골프대잔치 밀착다큐멘터리! 골프人 게릴라레슨 2016-17 WGTOUR

모녀골프 서민교기자의클럽하우스 게릴라레슨시즌2 2017 골프존라이브토너먼트

무작정스크린골프 스크린황제김홍택, 필드의황태자로 골프 1분레슨 BEST5 2017 WGTOUR

미녀골퍼의초대 월간스크린 마스터스크린코스 2017 GTOUR

부자골프 인사이드스크린골프 마스터스크린코스W 2018 생활체육전국스크린골프대회

스크린브런치 장비열전NEW GEAR 2017 GDR 한국장타리그

스크린브런치시즌2 Let's Practice 2017 체육회장배스크린골프대회

스크린탐구생활 2017 골프존오픈투어

심짱무적골프 도전! 유러피언투어

심짱무적골프시즌2 제2회& 제3회골프존국제토너먼트

심쿵! 스크린연구소 2017 GEA 프로-아마최강전

심쿵! 스크린원정대 2018 GEA 프로-아마최강전

여왕의클럽 2019 GEA 프로-아마최강전

장비열전NEW GEAR 2017 골프존파크페스티벌

장타자들 GTOUR 왕중왕연승전

청춘스크린 2017 한국장타리그장타비법

청춘스크린시즌2 2018 한국장타리그장타비법

클럽대항전 아마추어스크린골프대회

투샘골프 인사이드스크린골프

하기원을이겨라 2018 GATOUR



판매방식 : time slot 판매

판매단가 : 50/ 30 / 20 / 15 (SA/A/B/C) 별도협의

프로그램별전체구매시별도문의요망



판매방식 : 프로그램별별도판매

판매단가 : 별도협의

유튜브및 VOD 판매등다양한채널을통한추가바이럴가능

판매방식 : 프로그램별별도판매

판매단가 : 별도협의

유튜브및 VOD 판매등다양한채널을통한추가바이럴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