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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SIMULATOR / KAKAO VX

카카오 VX가�만든�웰메이드�골프�연습장 
카카오는�새로운�연결을�통해�더�편리하고�즐거운�세상을�꿈꿉니다.

사람과�사람, 사람과�기술을�한층�가깝게�연결함으로써
세상을�어제보다�더�나은�곳으로�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Kakao VX
with Total Golf Life

FUNTECH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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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게임과 숏게임 연습이 한 공간에서 가능합니다. 

고퀄리티 그래픽 환경은 외부에서
연습하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실제와 다른 의미 없는 훈련은 그만,
필드 느낌 그대로의 물리를 구현합니다.

유의미한 데이터만 선별하여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보기 쉽게 제공합니다.

유저에게 최적화된 구성으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정확도 분석력 편리성

멀티 드라이빙 레인지 Multi Driving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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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SIMULATOR / KAKAO VX

퍼팅 연습장 
키패드로 간단하게 퍼팅 연습장으로 이동, 거리 설정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Putting Range

주니어 모드 
아이들을 위한 ‘주니어모드’에서 온가족이 즐겁게 연습하세요.

클럽 측정
내 클럽의 거리를 알고 연습하여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Junior Mode  Club Test

9홀 라운드 
실전 감각을 익히는 ‘9홀 라운드’로 연습 효과가 배가 됩니다. 

Cours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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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게임과 숏게임 연습이 한 공간에서 가능합니다. 

볼 플라이트 Ball Flight Analysis

클럽 패스, 페이스 앵글을 한눈에! 

업그레이드 된 데이터 Uprraded Stat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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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SIMULATOR / KAKAO VX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그리기 도구로 스윙 영상 분석을 즐겁게스윙 비교 분석 Swing Analysis

연습한 나의 데이터가 스마트폰 앱에 저장스마트 앱 Smart APP

스윙 HISTORY를 한눈에 프로 선수 스윙과 비교 분석

골프가 쉬워진다
이제 골프연습하고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스마트한 기록관리
다양한 연습기록이

한눈에 쏙쏙!

정교한 스윙분석
스윙분석을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한눈에 보는 변화추이
연습만큼 변화되는

나의 비거리!

간편한 매장찾기
내 주변의 TR연습장을

찾아보세요! AR SPORTS 37



Touch 
Screen

Depth 
Camera

Camera Sensor

Key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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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센서
  3,800FPS 초고속 

카메라 센서로 볼의 
속도, 방향, 스핀을 
측정하여 정확한 
거리와 구질을 표현

 프로젝터
  3400안시, 명암비 

15,000 : 1로 
선명하고 깊이있는 
화질 구현  

  키오스크 
(모니터 & 콘솔)

  직관적인 터치 스크린 
모니터로 마우스와  
키보드 없이 편리하게 
정보 확인 및 설정 
변경 가능

 뎁스 카메라
  스윙을 3D 화면으로 

실시간 표현하여  

더 정확한 영상 구현

 LED 키패드
  심플한 디자인으로  

직관성을 높인 6구형 
키패드

 페어웨이 매트
  자연 질감을 그대로 

살린 매트로 실감나는  

플레이 구현

 타석매트
  최적의 설계를 통해 

개발된 충격 흡수  

매트로 실제와 비슷한 
타구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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