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2018 유스호스텔 가이드북 후원 제안서2017-2018 유스호스텔 가이드북 후원 제안서

                                            

(사)한국유스호스텔연맹
Hostelling International KOREA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16층
16F Gusegun Bldg., Chungjeong-ro 7,
Seodaemun-gu Seoul
T  02-725-3031 / Fax  02-725-3113

www.kyha.or.krwww.kyha.or.kr



ContentsContents

Ι 유스호스텔 가이드북 1

Ⅱ 해외 유스호스텔 & 호스텔 환경 분석 4

Ⅲ 유스호스텔 가이드북 후원 제안 5



Hostelling International KOREA / www.kyha.or.kr / hostel@kyha.or.kr1

Ι  유스호스텔 가이드북

 출판물명 : 2017-2018 유스호스텔 가이드북

◦ 발행인 :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총재 임성준

◦ 편집인 :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사무총장 신용우

◦ 발행처 : 한국유스호스텔연맹

 발행부수 : 책자식 10,000부

 배포대상

◦ 교육기관 (주요 전국 초·중·고·대학교, 도서관, 학술단체)

◦ 관계기관 (국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시․군․구청, 교육청)

◦ 관련단체 (한국관광공사,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여행사, 주요민간단체 등)

◦ 산하단체 (고등부,대학부,동우회)

◦ 주요 기업 홍보 담당자

◦ 유스호스텔 회원시설

◦ 유스호스텔회원증 발급 회원

◦ 해외유스호스텔연맹 (국제연맹 산하 90개국)

◦ 산하단체 (지방연맹)

◦ 기타

 발간목적

◦ 초, 중,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유스호스텔을 소개함으로써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시 유용한 시설 이용을 안내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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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유스호스텔 가이드북

 출판물 발간 기대효과

◦ 학교 등 교육기관 대상 유스호스텔 소개 

◦ 건전 청소년육성을 지원하는 이미지 홍보

◦ 국내 유스호스텔 회원, 학교, 청소년단체, 여행업체 등에 배포해 마케팅 효과 극대화

◦ 청소년, 성인, 가족 등 회원층이 다양하므로 실질적인 고객과 미래의 고객시장 개척

◦ 세계 90개 회원국과 연계로 국제적인 인지도 및 이미지 홍보

 가이드북 발간 형태

◦ 가로 10cm * 세로 21cm / 중앙 고정형 64페이지 Color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스호스텔 가이드북 주요 내용

     

◦ 국내 유스호스텔 소개

◦ 가이드북 광고 업체 전면 광고

◦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추천 지역별 유스호스텔 정보 제공 

◦ 회원가입방법

◦ 유스호스텔회원증 발급처

◦ 유스호스텔회원 할인업체 소개



Hostelling International KOREA / www.kyha.or.kr / hostel@kyha.or.kr3

Ι  유스호스텔 가이드북

 유스호스텔 가이드북 주요 광고

                                                

    <서울국제>                 <올림픽파크텔>               <하이서울>                    
        

                                   

    <신한은행>                  <TSA 에듀>                <스마텔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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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 유스호스텔 & 호스텔 환경 분석

 해외 유스호스텔 현황 및 유스호스텔 회원 현황

◦ 전 세계 90개국 국가협회

아시아 28개국
유럽 41개국

아프리카 9개국

오세아니아 3개국 남아메리카 6개국

북아메리카 3개국

◦ 최근 5년 유스호스텔 회원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87,501 명 197,771 명 209,535 명 218,313 명 225,850 명 3,800,758 명 3,850,283 명 3,910,061 명 3,970,211 명 4,011,825 명

<국내 회원 현황> <해외 회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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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스호스텔 가이드북 후원 제안 - 홍보 방법

 국내 주요 기관 배포 통한 홍보

◦ 전국 초·중·고·대학교, 주요 도서관, 학술단체 등의 교육기관에 배포 예정

◦ 관계기관인 국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시․군․구청, 교육청에 배포 예정

◦ 한국관광공사,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청소년단체, 여행사, 주요 민간단체 등 관련 단체에 배포 예정

◦ 주요 중소기업 홍보 및 복지 담당자에게 배포 예정

 국내 유스호스텔 회원 홍보

◦ 2017년 한해 신규로 가입하는 약 1만명의 회원에게 배포 예정

 해외 국가연맹 및 회원 홍보

◦ 국제연맹(Hostelling International)에 가맹되어 있는 전 세계 90개 국가협회 및 국가 관광청과의 Global Network 체계 구축을 통

해 외국인 회원이 국내 여행 시 후원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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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스호스텔 가이드북 후원 제안 - 홍보 방법

 유스호스텔 가이드북 Partnership

Sponsorship
with Hostelling 
International 

KOREA

Sponsorship
with 

Hostelling 
International 

KOREA

Global Marketing

Value Public Benefit

○ 건전청소년 육성을 지원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극대화
○ 국내 외 배포되는 가이드북을 통한 기업홍보로 고객
 시장 확대

○ 기업이미지, 기업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
○ 세계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유스호스텔과
의 
 공조로 기업이미지 향상 기대
○ 양질의 고객층 확보

○ 국내외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교육기관 배포를 통해 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등의 단체 활동에 시설을 이용
○ 국내 및 해외 유스호스텔회원의 층이 다양해 실질적인 고객과 미래의 고객시장, 국제적인 고객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 세계 90여개 회원국과 밀접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제적 인지도 상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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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스호스텔 가이드북 후원 제안 - 후원 비용

 유스호스텔 가이드북 후원 비용

구 분 페이지 크기 (가*세) 후원 비용 비 고

앞표지 안쪽 광고 2p 10cm*21cm  5,000,000 원 접지식

내지 1면 광고 3p 10cm*21cm 3,000,000 원

내지 2-3면 광고 4p-6p 10cm*21cm 2,000,000 원

뒤표지 광고 64p 10cm*21cm  5,000,000 원

뒤표지 안쪽 광고 63p 10cm*21cm 2,500,000 원

내지 뒤쪽 광고 59p-62p 10cm*21cm 2,000,000 원

내지 추천유스호스텔

공동 광고

2개p 10cm*21cm 1,000,000 원 유스호스텔에 

한정1개p 10cm*21cm 70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