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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전문매거진 [점프볼] 창간

유로바스켓 (eurobasket.com)에 콘텐츠제공업무제휴
[네이버]와 농구뉴스콘텐츠공급 계약

한국중고농구연맹과 홍보업무협약체결

[다음]과 농구뉴스콘텐츠공급 계약
NBA ASIA와 미디어 파트너십체결

대한농구협회 [100년사] 발간
대한농구협회 [100주년사진전] 주관

KBO 월간지 [더베이스볼] 편집제작계약
제 1회점프볼직장인 농구리그개최

대학농구리그 인터넷생중계계약

점프볼제정 [올해의 농구인] 시상식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대한체육회 사보 [스포츠코리아] 편집제작계약
KBL과 프로농구통합사진 촬영및운영용역계약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배구전문매거진 [더스파이크] 창간

대한민국농구협회와 국내•국제대회 미디어홍보협약

[KBL 20년사] 편집제작
[KBL 20주년사진전]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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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회사 연혁



JUMPBALL / THE SPIKE

㈜제이앤제이미디어

문복주

02) 511-5799

02) 511- 5502

서울송파구송이로 97, 3층㈜제이앤제이미디어

매체명

발행사

대표자

전화번호

FAX

주소

210mm * 275mm

한국프로농구, NBA 등세계 농구에대한심층취재, 보도
한국프로배구, 아마추어, 세계리그에 대한심층취재, 보도

매월 30일

월간

1999. 12. 20.

www.jumpball.co.kr

www.thespike.co.kr

규격

성격

발행일자

간 별

창간일

웹사이트

회사 소개 매거진 소개



❖ <점프볼>은 2000년 1월 창간하여 통권 200호 이상을 발행 중인 전통과 권위의 농구 언론매체입니다.    

❖ 점프볼은 '농구의 모든 것'을 모토로 10여 명의 농구전문 기자가 국내프로농구 및 미국프로농구, 아마 · 동호회 · 해외 농구

등, 농구 계의 다양한 정보와 화제, 그리고 다이나믹한 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스포츠 애호가들에게 매력적인 매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공신력 있는 매체로서 대기업과 프로스포츠 구단의 구독은 물론, 각급 초․중․고․대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비치되며, 

많은 청년층 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 포털사이트, NBA, 유럽농구협회 등과도 미디어 파트너십을 맺은 국내 최고의 농구 미디어입니다. 

점프볼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어, 온라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매체입니다.

그리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체의 장점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점프볼 소개



타 매체나 잡지에 비해 광고비가 저렴

다른 스포츠전문지나 매체보다 광고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광고비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광고비를 현금 대신 현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고주의 부담을 더욱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와의 제휴 효과

전문취재기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홍보 기사를 작성해 드립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게재해 드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홍보도 가능 합니다.

높은 메시지 수용도

특정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들은 이미 잡지 자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잡지에 나온 광고까지 신뢰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홍보 가능

잡지 광고는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화질 인쇄로 인쇄의 품질이 우수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

점프볼 소개



점프볼

평균발행 15,000부 / 월

최고발행 20,000부 / 월

최저발행 10,000부 / 월

독자층

연령별
18세이하 19 ~ 29세 30 ~ 39세 40세이상

24% 36% 34% 6%

성별
남 여

65% 35%

❖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 연령대(20~30대) 많은 독자 분포

❖ 스포츠 관심층의 직접적인 타켓 마케팅 가능

❖ 프로농구 시즌인 10월~4월까지 최대 부수를 발행하여 광고노출 증대

❖ 대기업 및 프로농구 구단 정기 구독 (삼성, LG, SK, KT, 모비스 등)

❖ 교보문고, 영품문고 및 10대 대형 서점 판매

❖ 초. 중. 고 대학교 및 공공 도서관 비치

점프볼 발행 현황

및 독자 분석



구분 위치

표 4
뒷표지

Back Cover

표 2
표지안쪽 면

Inside Front Cover

표 3
뒷표지안쪽면

Inside Back Cover

표 2 대면
표2 옆면 (내지 1p)

Single Page Facing

목차대면
목차옆면

Single Page Facing T.O.C

내지
내지

Single Page Between Feature

표 4 목차 대면

표 3표 2

오프라인 광고
- 매거진

매거진 광고 형태



표3 광고 페이지의예 PR 서비스 페이지의예

업체 스포츠토토

지면 위치 표3 광고

형식 연간 광고

조건 표3 지면광고 + PR 페이지2면 (서비스)

오프라인 광고
- 매거진

매거진 광고 사례



업체 아디다스 코리아

지면 위치 표2, 대면광고

형식 연간 광고

조건
표2, 대면 + PR 페이지2면 (서비스)
점프볼, 네이버, 다음 등에 기사 전송

아디다스 광고의 예 (표2, 대면) PR 서비스 페이지의 예

(2페이지, 직접 취재 후 기획기사로 꾸민 형태)

오프라인 광고
- 매거진

매거진 광고 사례



광고 형태 뉴스 박스 광고

노출영역 초기화면 및뉴스 섹션內 전체 페이지 우측에 게재

사이즈 320 * 250px

파일형식 Jpg, gif, swf

진행방식
초기화면 및서브 섹션, 뉴스 본문 페이지

오른쪽에 고정 배너

진행기간 1개월

비고 집행 3일전에 소재검수 필수.

★ 예상 노출량 :  50만 PV 이상

★ 광고주 홍보 기사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에 1회 이상 기사제공 및 게재

온라인 광고
- 홈페이지

홈페이지 광고 형태



★예상 노출량 :  50만 PV 이상

★광고주 홍보 기사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에 1회이상 기사제공 및게재

광고형태 메인 광고

노출영역 초기화면 및뉴스섹션 內 헤드라인 하단 게재

사이즈 630 * 160px

파일형식 Jpg, gif, swf

진행방식 초기화면 및서브 섹션에 고정 배너

진행기간 1개월

비고 집행 3일전에 소재검수 필수.

온라인 광고
- 홈페이지

홈페이지 광고 형태



광고형태 뉴스뷰 박스 광고

노출영역 기사 클릭 후, 우측상단 영역 게재

사이즈 320 * 250 px

파일형식 Jpg, gif, swf

진행방식 뉴스 본문 페이지 오른쪽에 고정 배너

진행기간 1개월

비고 집행 3일전에 소재검수 필수.

박스 광고

온라인 광고
- 홈페이지

홈페이지 광고 형태



★공유를 통해 농구 팬들에게 높은 도달률 기대

★점프볼 자체 상품 + 업체 물품을 통한 이벤트 진행

광고형태 점프볼 페이스북 광고

노출영역
동영상 영역

게시물 영역(필요시 고정)

진행방식
홍보 영상 업로드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이벤트 진행

진행기간 1개월

비고 집행 3일 전에 소재검수 필수.

온라인 광고
- SNS

SNS 광고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