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G FAMILY / XGOLF

INFORMATION / HISTORY  회사정보/회사연혁

설 립 일

대 표 이 사

상 시 인 원

주 요 사 업

2003년 4월 25일

조성준

110명

골프장 부킹 서비스, 골프연습장 가맹점 사업,

광고/프로모션/DB마케팅, 선수매니지먼트, 골프 대회 운영 

골프 전시회 주최&주관 등

2019

2018

2003
(주)그린웍스 설립

2017
YG 계열사 편입

2016
골프장 및 골프 연습장 위탁 경영

2015
보고펀드(VIG파트너스) 지분 참여

벤처기업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진행

서울시 우수 기업  브랜드 선정

네이버 골프서비스

라쿠텐 골프서비스(日本)

골프 부킹 업계 1위

웹사이트

iOS 앱

Android 앱



YG FAMILY / XGOLF

YG GROUP  YG 그룹

1대 주주

2대 주주

3대 주주

조성준

펀드

L Catterton 

(9.5%) 
Sept. 2014

HS Yang & MS Yang 

(19.4%)

 China Partners (11.6%) - June 2016

Weying  
(7.5%)

Tencent 
(4.1%)

 Naver 

(8.5%) 
March. 2017

JAPAN (99.8%) 

BEIJING 

USA 

ASIA 

100%

YG STUDIO PLEX 
Contents Production

49%

NATURAL9 
Fashion

38.2%

YG PLUS

70%

YG X

1

58.3%

YG FOODS 
F&B

75.1%

CODECOSME 
Cosmetics

YG SPORTS 
Golf MGMT 

XGOLF
GREEN WORKS

100%

YG K+ 
Model MGMT

100%

YG INVESTMENT  
Investmant

100%

51%

YG Ent. : 38.06% 
HS Yang : 7.52% 
MS Yang : 3.76%

Seungri 21.0% 

THE BLACK 
LABEL

45% + 1 share

Teddy : 45% 

PSY : 16.7% 
Teddy : 8.3% 
HY Noh : 16.7%

Cosmax : 18.1%  
Coson : 5.2%, RCPS 

Naver fund : 43.4% 
 

YG
ENTERTAINMENT

55.3%



팀

일반 부킹 및 골프패키지 국내 1위

2018.12 기준

319,350

YG FAMILY / XGOLF

RESERVATION  부킹 팀 수



명

1년 간 누적 이용객 수

2018.12 기준

1,229,498

YG FAMILY / XGOLF

ANNUAL USERS  연간 이용객



20.4% 43.8% 28.2% 7.6%

남                여

+10%

+15%

+10%

+36%

+5%

+14%

+3%

+17%

2015 2016 2017 2018

2012 2014 2016 2018

30대 40대

64.61%

69.0

72.1

77.1
79.8

23.99% 11.40%

모바일 웹 유선

50대 60대 이상

단위 : 만명 연령 별 분포 현황XGOLF 누적 가입자 수

성별 부킹 성장률채널 별 이용 현황

YG FAMILY / XGOLF

MEMBER ANALYSIS  회원분석



골프장 평점보기

, 골프장 평점보기

YG FAMILY / XGOLF

NAVER GOLF BOOKING  네이버 부킹 및 검색 서비스

네이버 골프 부킹 및 골프장 정보 제공

골프골프

골프, 골프장명 등 검색 시

XGOLF 부킹을 통해 실시간 부킹 가능예약 골프장 관련 정보 및 이용 후기 XGOLF 제공검색

예약

예약

예약



120여 개 기업 솔루션 제공 (업계 1위)

YG FAMILY / XGOLF

BOOKING SOLUTION  부킹 솔루션 B2B

삼성카드

씨티카드

하나투어

신한카드

유니온페이

KB손해보험

BC카드

이지웰페어

G마켓

NH농협카드

삼성화재

한미약품

롯데카드

삼성생명

한화손해보험

우리카드

더케이손해보험

자생한방병원

하나카드

롯데백화점

GS&POINT

현대카드

명문제약

삼성증권 외 다수



기업 전용 골프 부킹 서비스

YG FAMILY / XGOLF

BOOKING CONCIERGE  信(신)멤버스

신멤버스 상품

예치금

서비스 운영비

서비스 기간

20,000,000원

15%

1년

40,000,000원

13%

1년

단위 : 원/VAT 별도

회원제 명문 골프장

주말 골든 타임 부킹

200개 골프장 제휴를 통한 

안정적인 부킹 서비스 제공

골프 부킹 업계 1위

기업의 재무안전성

4인 무기명 부킹과

예약자 익명성 보장

전문 인력이 운영하는

부킹 및 정산 대행 서비스

XGOLF 홍보모델
KLPGA 유현주 프로



WEB / MOBILE APP 

YG FAMILY / XGOLF

ADVERTISEMENT  광고

리얼 골퍼

XGOLF 약 80만 명 회원은 실제 필드 골퍼로 100% 구성
하이앤드 마케팅 / DB 마케팅

타겟 마케팅

연령, 성별, 골프라운드 횟수, 선호 골프장 등 타겟팅 세분화 
LMS / APP PUSH / eM

광고 상품 

XGOLF 온라인 / 모바일 APP 채널
DA배너 / 동영상 광고 / 브랜딩 광고 / 프로모션 



골프장 오프라인 광고   

YG FAMILY / XGOLF

ADVERTISEMENT  광고

DB 마케팅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DB 수집 후 2차 마케팅 진행

X TABLET 

XGOLF 제휴 골프장 및 연습장 42개소 운영 중
2018년 기준



골프장 오프라인 광고    

YG FAMILY / XGOLF

ADVERTISEMENT  광고

카트 광고

XGOLF 독점 운영 채널

라운드 내 수시 노출(최소5시간 이상)되며 광고 집중도 향상



골프연습장 프랜차이즈  

YG FAMILY / XGOLF

GOLF FRANCHISE  골프 연습장 

XGOLF 연습장 1호점 (논현)

논현점  3F, 30타석 / 77 YD 

일 평균 내장객 약 400명(주중 약 350명, 주말 약 500명)

XGOLF 연습장 2호점 (장한평)

장한평점  3F, 72타석 / 250 YD 

일 평균 내장객 약 800명(주중 약 700명, 주말 약 1,000명)

서울 시내 가장 긴 전장 보유



무인 결제 시스템    

YG FAMILY / XGOLF

GOLF FRANCHISE  골프 연습장 

NHN한국사이버결제(KCP)와 공동 개발 및 영업·운영 

전국 골프연습장 타석 무인 자동 시스템 제공 (ERP+키오스크)



YG FAMILY / XGOLF

GOLF CAMPAIGN  캠페인 / 골프문화를 선도하는 XGOLF 

 

반바지 캠페인 Since 2014

서울경제 2018.05.29 “XGOLF, 2018 여름철 반바지 라운드 캠페인”

이데일리 2018.07.05 “XGOLF, 반바지 캠페인과 함께 경품 이벤트 진행”

전국 150여개 골프장과 함께하는 반바지 라운드 캠페인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캠페인 Start in 2019

전국 골프인구 600만 명 / 전국 캐디수 6만 명

미세먼지 장시간 노출되는 골퍼와 캐디 마스크 착용 참여를 통한 선진 골프문화 기대

레저신문 2019.03.13 “고객 서비스 때문에 캐디마스크 착용 안된다니”

동아일보 2019.03.15 “희뿌연 하늘에도 캐디는 눈치 마스크”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 Since 2014

스포츠동아 2018.08.06 “내장객들이 손꼽는 최고의 골프장은?”

동아일보 2018.08.17 “주말골퍼들의 골프장 평판 듣습니다.”

21만 건의 이용후기를 바탕으로 한 고객 중심 골프장 선정



TEL 1544-9017 /  FAX 02-563-1893

www.xgolf.com

42, Jadongchasijang-gil, Seo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