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골프인증서 개발 관련  

사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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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패 Awar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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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현장에서의 성과를 즉시 골프인증서로 1시

간 이내에  보상하는 Award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용을 제안드

립니다. 

1. 사업 제안 개요 

가.  골프장 Award System 골격 

Digital Award 

상패 Award 

 Figure Award 

 Digital Award  골프인증서 

 Model 상패 개발 및 판매 

 Model Figure 상패 개발 및 판매 

 골프장 Award  
System 골격 

나. 골프장 Award 이익 공유시스템 구축 

골프장 이용자(회원) 운용자 ㈜포앰 

Digital Award 
(수익배분) 

5000 ~ 10000원 
(포인트 적립) 

Model 개발및 판매 
(수익배분) 

상패 Award 
이용 

(포인트 사용) 
Model 개발및 판매 

(수익배분) 

 Figure Award 
이용 

(포인트 사용) 
Model 개발및 판매 

(수익배분) 



판매 및 정산방법 

1. 사업 제안 개요 

Digital Award : 건당 40% 
상패 Award : 건당 15% (수량에 따라 변동) 
Figure : 건당 20% (수량에 따라 변동) 

판매  

수수료 

기존 Kstaraward, kstarfigure 를 이용하여 
운용편리 장점 

홍보마케팅 함께 극복 필요 단점 

㈜포앰 사이트 kstaraward.com 에 

제휴 골프장 코너를 만들어 

판매 및 정산  



2. Digital Award System 

 Digital Award Method 

골프 player 가 골프게임을 통하여 홀인원, 이글, 알바트로스, 사이클버디, 싱글, 우승과 같은 

성과를 달성하였을 때, 신속한 보상 실현 방안으로 Mobile Digital Award Method 을 개발 

하였습니다. (국내외 최초) * 제휴 골프장에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개발 가능 

개발기술과 유형 

-개발기술도구 :  포토샵, Gif, 애니메이션 

Digital Award Basic type  인증서 + 상패샘플사진/ 소비자가 5,000원 (동반자 무료) 유형 1 

인증서 화면 (1장) 트로피와 문구 합성 화면 (1장) 

Digital Award Photo type 인증서 + 사진 (3~5장) + 상패샘플사진 

/ 소비자가 10,000원(동반자 무료) 

유형 2 

인증서 화면 (1장) 사진 화면 (3~5 장) 트로피와 문구 합성 화면 (1장) 



2. Digital Award System 

Digital Award  종류 

HOLE IN ONE 

EAGLE MEDALIST 

SINGLE 

ALBATROSS CYCLE BIRDIE 



2. Digital Award System 

Photo Frame 종류 

제휴 수수료 40% 지급 
판매금액은 회원 포인트로 적립 

주문절차 

1) 디지털 상장 모델을 선택합니다. 

2) 디지털 상장에 들어갈 문구를 해당란에 기입합니다. 

3) 포토형으로 구매하실 경우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첨부합니다. 

4) 받으시고자 하시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카카오톡 아이디, 밴드, 또는 문자 수령 등을 선택합니다. 

6) 주문서 작성 및 결제를 완료합니다=> 10분 – 1시간 이내 공급 

A B C D 



3. 상패 Award System 

상패 Award Method 

제휴 골프장 전용 상패 model을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System을 구축, 

상패 model 개발에서 판매 운용까지 ㈜포앰에서 제안 드립니다. 

제휴 골프장 Award Model 개발 및 판매 

Specifications 

제품분류 우드상패 

상품코드 HB-7367 

사이즈 120×245×30㎜ 

소재 우드.금속 

케이스 고급융케이스 

가격 120,000원 

Specifications 

제품분류 크리스탈 골프 트로피 

상품코드 HB-7381KG 

사이즈 130×215×50㎜ 

소재 블랙크리스탈.금속 

케이스 고급융케이스 

가격 135,000원 



Specifications 

제품분류 크리스탈 골프 트로피 

상품코드 HB-9241 

사이즈 140×175×95㎜ 

소재 블랙크리스탈.금속 

케이스 고급융케이스 

가격 165,000원 

Specifications 

제품분류 크리스탈 골프 트로피 

상품코드 HB-1211 

사이즈 70×185×70㎜ 

소재 크리스탈.금속 

케이스 고급융케이스 

가격 100,000원 

3. 상패 Award System 



Specifications 

제품분류 크리스탈 골프 트로피 

상품코드 HB-7138 

사이즈 105×175×35㎜ 

소재 블랙크리스탈.금속 

케이스 고급융케이스 

가격 140,000원 

KstarAward 사이트 별도 제휴골프장 코너운용 

제휴 골프장 Award Model 을 판매 
제휴수수료 품목별 15% 지급 

( 수량에 따라 수수료는 변동됩니다. ) 

Specifications 

제품분류 크리스탈 골프 트로피 

상품코드 HB-9212G 

사이즈 95×210×85㎜ 

소재 블랙크리스탈.금속 

케이스 고급융케이스 

가격 180,000원 

3. 상패 Award System 



4.  Figure 상패 System 

제휴 골프장 Figure Method 

제휴 골프장 전용 Figure 상패 model 을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System 
을 구축, 피규어 상패 개발에서 판매 운용까지 ㈜포앰에서 제안드립니다.  

제휴 골프장 Figure Model 개발 및 판매 

Real 22cm Golf figure 

Real 22cm Golf figure + 가죽케이스 + 골프티 

사이즈 180 x 100 x 300 mm 

가격 250,000원 

제품 특징 

가죽케이스는 펼쳐서 보관하는 전시용 케
이스로서, 피규어를 안에 넣고 닫았을 경
우에 발판이 내부 폭보다 넓은 골프 피규
어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완전히 닫히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왼편 동판에는 다양
한 문구와 기념하실 사진1장 삽입 가능하
십니다. 

옵션 

모자 : 없음., 썬캡, 야구모자 

골프백 : 화이트, 블랙 

※ 골프백과 모자에 로고삽입 가능 

의상색상 (기본색상 외 단색 변경시 2만원 추가) 



Real 22cm Golf figure + 아크릴케이스 + 골프티 

사이즈 180 x 130 x 300 mm 

가격 260,000원 

제품 특징 

투명 아크릴케이스에 뒤 배경을 사진만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배경을 넣어드립니
다.  
아래 검은색 받침대에는 문구를 자유롭게 
삽입 가능하며, 문구 정렬방식이나 글자
체 변경도 가능합니다. 
골프장 혹은 동반자들과의 사진을 넣어 
선물용으로 인기있는 상품입니다. 

옵션 

모자 : 없음., 썬캡, 야구모자 
 
골프백 : 화이트, 블랙 
 
※ 골프백과 모자에 로고삽입 가능 

의상색상 (기본색상 외 단색 변경시 2만원 추가) 

4. Figure 상패 System 



   

Real 22cm Golf figure + 아크릴케이스 + 골프기둥 

사이즈 200 x 150 x 250 mm 

가격 270,000원 

제품 특징 

고급스러운 유광골드색 표면의 골프공 조
형 기둥에는 기념 사진과 문구를 자유롭
게 삽입 가능하며, 문구 정렬방식이나 글
자체 변경도 가능합니다. 
피규어 트로피의 멋스러움이 더해지는 상
품입니다. 

옵션 

모자 : 없음., 썬캡, 야구모자 
 
골프백 : 화이트, 블랙 
 
※ 골프백과 모자에 로고삽입 가능 

의상색상 (기본색상 외 단색 변경시 2만원 추가) 

디오라마 (남) 디오라마 (여) 

4. Figure 상패 System 



   

Real 22cm Golf figure +크리스탈 받침대 
 + 금도금 골프공 

사이즈 160 x 80 x 250 mm 

가격 280,000원 

제품 특징 
크리스탈로 제작된 받침대로 위에는 크리
스탈 골프티, 금도금 골프공이 올라가 더
욱 고급스럽게 느껴지시는 상품이십니다. 

옵션 

모자 : 없음., 썬캡, 야구모자 
 
골프백 : 화이트, 블랙 
 
※ 골프백과 모자에 로고삽입 가능 

의상색상 (기본색상 외 단색 변경시 2만원 추가) 

4. Figure 상패 System 



   

Real 22cm Golf figure + 메모리얼 케이스 

사이즈 310 x 130 x 300 mm 

가격 280,000원 

제품 특징 

검은색 명판에 간단한 골프 기념 문구
를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골프티는 바
닥에 부착되어있어 기념 볼을 올려놓을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뒤 배경은 지우
거나 변경이 불가능하십니다.. 

옵션 

모자 : 없음., 썬캡, 야구모자 
 
골프백 : 화이트, 블랙 
 
※ 골프백과 모자에 로고삽입 가능 

의상색상 (기본색상 외 단색 변경시 2만원 추가) 

4. Figure 상패 System 



SD 15cm Golf figure 

   

SD 15cm Golf figure + 아크릴 받침대 + 골프티 

사이즈 150 x 100 x 200 mm 

가격 230,000원 

제품 특징 
대두형 골프피규어 상품입니다. 과한것을 
거부하시는 고객께 선물해드리기 좋은 상
품입니다. 

옵션 

모자 : 없음., 썬캡, 야구모자 
 
골프백 : 화이트, 블랙 
 
※ 골프백과 모자에 로고삽입 가능 

의상색상 (기본색상 외 단색 변경시 2만원 추가) 

4. Figure 상패 System 



   

SD 15cm Golf figure +크리스탈 받침대 +  
금도금 골프공 

사이즈 160 x 80 x 180 mm 

가격 280,000원 

제품 특징 

대두형 골프피규어 상품입니다. 아크릴 받침
대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셨다면 귀여운 대두
형 골프피규어에 크리스탈 받침대로 고급스
러움을 선물하시기 좋은 상품입니다. 

옵션 
모자 : 없음., 썬캡, 야구모자 
골프백 : 화이트, 블랙 
※ 골프백과 모자에 로고삽입 가능 

의상색상 (기본색상 외 단색 변경시 2만원 추가) 

KstarFigure 사이트에 별도 제휴골프장  코너 운용 

제휴 골프장 Figure Model 을 판매 
제휴수수료 품목별 20% 지급 

( 수량에 따라 수수료는 변동됩니다. ) 

4. Figure 상패 System 



  이기수  /  차장 
 
  T. 070.7777.3125    
  F. 02.857.0904  E. kslee@kstarhit.com 
  08381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705호 
  F7-705, Ace Techno Tower Ⅱ, 19, Digital-ro 31-gil, Guro-gu, Seoul ,   
  Republic of Korea 

김재현  /  주임 
  
T. 070.4437.3078  M. 010.9925.9503  
F. 02.857.0904  E. kjhyun@kstarhit.com 
08381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705호 
F7-705, Ace Techno Tower Ⅱ, 19, Digital-ro 31-gil, Guro-gu, Seoul, 
Republic of Korea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