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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 쉬워지는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THE NO.1 MAGAZINE IN GOLF
국내 최고의 발행부수와 열독률을 자랑하는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을 통해 골프의 참 맛을 느껴보세요!!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은 세계 최고의 골프전문지로 

손꼽히는 미국 타임사의 <Golf Magazine> 한국판입니다. 

<Golf Magazine>은 미국 내에서만 143만부를 발행해 

골프전문지 중 가장 높은 열독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골프전문지의 대명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서울경제신문이 미국 타임사와 

<Golf Magazine>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발행하고 있는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은 최상의 국내 골프 기사를 

더해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유용한 레슨은 물론 화제의 인물, 

최신 골프클럽, 골프 코스 소개 등 다방면을 다룹니다. 

또한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은 2년마다 

‘한국 10대 코스’와 ‘한국 10대 퍼블릭 코스’를 선정해 

최고 잡지로서의 권위와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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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 ANALYSIS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은 각계각층 오피니언 리더들의 필독 골프전문지로 

국내 최고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사를 제공합니다.

성별 연령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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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은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합니다.

PERFORMANCE CENTER
국내 정상급 프로골퍼 및 

교습가들의 생생한 실전 레슨, 

미국 100대 교습가들의 심층 

레슨 수록으로 골퍼들의 기량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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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뜨거운 골프계의 이슈, 

전 세계 프로골프투어 토너먼트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FEATURE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은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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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매달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과의 

생생한 만남. 프로골퍼, 유명 

인사, 화제의 인물 등을 직접 만나 

그들이 풀어놓는 골프 이야기를 

담습니다.

PEOPLE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은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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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골퍼들의 관심을 받고 새로운 

콘셉트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최신 클럽 및 용품 정보를 

총망라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직접 진행하는 

‘클럽 테스트’와 기자 체험기 

등을 통해 클럽 구매의 실질적인 

가이드를 합니다.

THE SHOP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은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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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한국 최고의 골프 코스는 물론 

미국 및 세계 최고의 골프 코스, 

골프 여행지를 매달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2년마다 선정, 게재하는 

‘한국 10대 코스’, ‘미국 100대 

코스’, ‘세계 100대 코스’ 특집 

기사는 명문 골프 코스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BEST TRIP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은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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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필드 라운드 패션에 관심이 많은 

골퍼들을 위해 골프웨어 브랜드 

및 패션 브랜드의 시즌 신상품을 

화보로 소개합니다.

FASHION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은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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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PLATFORM

매체명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창간 1999년 9월 20일

간별 월간

발행부수 6만8,000부

평균면수 200p

광고면수 50p

광고사이즈 209mm X 273mm

광고면 면수 단가 비고

표4 1 14,000,000

표3 1 7,000,000

표2~대면 2 14,000,000

4~5 Page 2 11,000,000

목차 전 DPS 2 8,000,000

목차 First 1 7,000,000

목차 1 5,000,000

판권 1 4,000,000

편집장칼럼~64 Page 1 3,500,000

65~100 Page 1 3,300,000

101~150 Page 1 3,000,000

150 Page 이후 1 2,500,000

내지 DSP 2 6,000,000

Book in Book - 2,000,000 면당 단가 / 제작비 별도

Tap - +1,500,000 권당 100원 별도

1/2광고 1/2 2,000,000

1/2광고 1/2 1,500,000

삽지 DSP 2 10,000,000 UV코팅

삽지 SP 1 5,000,000 UV코팅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광고 단가표

※연간 계약: Special AD 등 기타 사항 협의

단위: 원(부가세 별도)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은 동종업계 내 최대 부수를 자랑합니다. 

권위와 전통을 갖춘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은 광고주의 다양한 니즈를 향해 늘 열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