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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이콘 실행

5

바탕화면의
게임 실행 아이콘을 클릭

하여 게임을 실행합니다.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업데이트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업데
이트를 합니다.

1.2 런처 실행

6

런처에 있는 라운딩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 합니다.

  설정 아이콘 입니다.
센서, 해상도, 언어, 스윙모션 카메라
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1.3 런처 실행 (3)

7

    센서 모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게임 해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920*1080과 1024*768 2가지가 있습
니다.

게임에 지원되는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윙 분석툴 셋팅 팝업(5번 팝업)이
열립니다. 



게임 실행 후 노출되는
인트로 화면입니다.

1.4 인트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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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회원 로그인 화면

9

   회원 로그인 영역으로
회원카드를 터치 하거나

회원 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이

됩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틀릴 시 나오는 문구입니다. 
‘확인’을 누르고 다시 입력하
여야 합니다.



1.6 비회원 로그인 화면

10

   비회원 로그인 영역으로
회원카드를 터치 하거나

비회원 비밀번호를 입력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이

됩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틀릴 시 나오는 문구입니다. 
‘확인’을 누르고 다시 입력하
여야 합니다.



1.7 모드 선택

11

   스트로크 플레이와
필드 트레이닝, 연습장, 숏게
임 컴플렉스, 중 하나를 선택
하여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 시
게임 종료 팝업이 뜹니다.
(다음 페이지)



1.8 게임종료 팝업 (이전 버튼 클릭 시)

12

종료 버튼 클릭 시 출력되는
게임종료 팝업 입니다.

예 를 클릭하면
바탕화면으로 나갑니다.



1.9 게임 진입 로딩 화면

13

게임 실행 전 로딩 페이지입
니다.

게임 로딩에 다소 시간이 소
요됩니다.

3분 이상 현재 페이지에 머
물러 있을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니, 프로그램 강
제 종료 후 재실행을 권유합
니다.



스트로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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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스트로크 이동

모드 선택 화면에서
   스트로크 플레이를   
선택하면 플레이어 세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5



   이전 버튼 클릭 시 모드
선택 이동 팝업으로,   다음
버튼 클릭 시 CC 선택 화면
으로 이동합니다.

2.2 플레이어 설정

16

   플레이어 이름 또는 닉네
임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한
글/영문 12자까지 입력 가능
합니다.

   티위치, 티높이, 난이도, 
좌우타 설정을 할 수 있습니
다.



2.3 플레이어 설정 취소

17

플레이어 설정 화면에서 이
전 버튼을 누르면   모드 선
택 이동 팝업이 뜹니다. 여기
서 ‘예’를 누르면 모드선
택창으로 이동하며 설정되
었던 플레이어 설정 데이터
는 초기화 됩니다.



2.4 CC 선택

18

   선택할 수 있는 CC의 썸네
일 리스트입니다. 등록된 CC
가 현재 페이지에 노출된 CC
보다 많을 경우 상하 버튼
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한 CC는 체크됩니다.   
   선택한 CC에 대한 추가정
보는 좌측에 노출됩니다.
- CC 소속 국가

- 필드 난이도

- 그린 난이도

   이전버튼 클릭 시 플레이
어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버튼 클릭 시 CC설정
으로 넘어갑니다.



2.5 CC 설정

19

코스를 나타냅니다. 타석형
은 9홀 Out course만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홀 별 PAR 정보입니다.

   CC의 홀컵 위치 등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튼을 누르면 CC선
택창으로 돌아갑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
을 시작 합니다.



미니맵 정보입니다. 홀의
OB 라인과 함께 AIM까지의
거리와 높이 풍향과 풍속 정
보가 노출됩니다.

  현재 샷을 할 플레이어 정
보입니다. 샷 순서 및 남은
거리 정보가 노출됩니다.

2.6 시작화면 (1)

20

CC및 현재 홀 정보입니다.
PAR, 홀까지 남은 거리가 표
시됩니다.



  플레이리스트 정보입니다.
현재 현재 샷 하는 자세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2.7 시작화면 (2)

21

메뉴 버튼입니다. 설정을
변경 및 게임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부분에 노출된
  붉은색 아이콘은 홀컵 위
치.   푸른색 아이콘은 AIM
입니다.



  샷을 치기 전, 에임을 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
치를 더블클릭 시, 클릭한 방
향으로 에임이 변경 됩니다.

2.8 에임 이동

22

  샷을 치기 전, 미니맵에 원
하는 위치를 클릭 시, 클릭한
방향으로 에임이 변경 됩니
다.



   비거리 + 런거리 = 총거
리. 홀컵까지 남은거리입니
다.

2.9 샷 쳤을때 화면

23

   현재 날아가고 있는 샷 데
이터 입니다. 볼 속도, 상하
좌우 발사 각도, 볼의 스핀
값을 제공합니다.

   공의 수직 아래 지형 정보
를 표시합니다. 현재는
ROUGH 위를 지나고 있습니
다.

공이 공중에 있을 때
크로스 헤어로 위치를 알

려 줍니다.



그린 상태 및 기울기를 보
여주는 미니맵 입니다. 그
린 위   그리드를 통해 기울
기와 그린 빠르기 등도 알
수 있습니다.

파 이상의 찬스일 때 노출되
는   찬스 알림 입니다.

2.10 퍼팅

24

   홀컵까지의 거리 및 높이
값을 출력합니다.



랜드 판정 화면입니다. 샷
을 친 후 공이 멈춘 곳의 랜
드 판정을 알려줍니다.

2.11 판정화면 (1)

25



   찬스 판정화면 입니다. 
퍼팅 시작 시, 파 이상의 찬
스 일 때 나오는 화면 입니
다.

2.12 판정화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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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과 판정 화면입니다. 홀
컵에 공을 넣거나 컨시드, 더
블 파 일 때 나오는 판정화
면 입니다.

2.13 판정화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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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컵 근처 5m 이내로 공
이 들어왔을 시, 그린밖에 다
른 플레이어의 공이 있어도
계속 이어서 칠 수 있습니다.

2.14 퍼팅 이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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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점수표

29

점수표 입니다.
한 홀이 끝날 때 마다 표시
됩니다.

  홀의 판정 마다 색을 다르
게 나타내어 줍니다.



   스트로크 메뉴 팝업 입니
다. 멀리건, 점수표보기, 다
음홀로 이동, 스윙분석툴과
볼클럽분석툴 열기 기능, 플
레이어 순서넘기기, 설정, 게
임종료 후 모드선택 화면으
로 가기, 메뉴 닫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2.16 메뉴 팝업

30



2.17 메뉴>설정

31

메뉴 팝업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설정 팝업 입니다.
스윙 플레이트, 바람, 단위, 
속도표시 옵션 설정 기능 및
스윙모션 볼클럽분석
ON/OFF 기능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스윙 플레이트는 타석에 설
치되는 별도 구매 제품입니
다.



스트로크 게임 도중 정상
종료를 하거나 게임이 비정
상적으로 종료 되었을 경우, 
플레이 중이었던 게임을 이
어 할 수 있습니다.

2.18 이어하기

32

아니요를 누를 시 이어하기
정보가 사라지고 플레이어
세팅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정상적으로 스트로크 게임
을 종료 후, 클라이언트 종료
시에도 이어하기 정보가 사
라집니다.



2.19 라운딩 종료 팝업

33

라운딩이 종료된 후 현재 플
레이어 설정으로 새 라운딩
을 할지 묻는 팝업입니다.
- 한게임더!! 는 현재 플레이어 설

정으로 한게임 더 플레이 합니다.

- 그만할게요 는 플레이어 설정을

초기화하고 게임 종료를 합니다.

- 대기시간이 다 되면 플레이어 설

정을 초기화하고 게임 종료를 합

니다



필드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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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필드 트레이닝 이동

모드 선택 화면에서
   필드 트레이닝을    
선택하면 필드 트레이닝 CC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5



3.2 CC 선택

36

   선택할 수 있는 CC의 썸네
일 리스트입니다. 등록된 CC
가 현재 페이지에 노출된 CC
보다 많을 경우 상하 버튼
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한 CC는 체크됩니다.   
   선택한 CC에 대한 추가정
보는 좌측에 노출됩니다.
- CC 소속 국가

- 필드 난이도

- 그린 난이도

   이전버튼 클릭 시 모드 선
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버튼 클릭 시 CC설정
으로 넘어갑니다.



3.3 CC 설정

37

   CC의 홀컵 위치 등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와는 다르게 멀리

건 설정과 날씨 대신 시간
설정과 좌타/우타 선택 옵션
이 추가되었습니다.

홀별 PAR 정보입니다.
스트로크와는 다르게
  원하는 홀을 선택하여 시
작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튼 클릭 시 CC 선
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시작 버튼 클릭 게임을 시
작 합니다.



   미니맵 정보입니다. 홀의
OB 라인과 함께 AIM까지의
거리, 높이, 풍향과 풍속 정
보가 노출됩니다.
해당 영역을 클릭 시, 위치
선택을 위한 큰 미니맵이 나
옵니다.

3.4 시작화면 (1)

38

   CC및 현재 홀 정보입니다.
PAR, 홀까지 남은 거리가 표
시됩니다

메뉴 버튼입니다. 사용자
추가 등 설정을 변경 및 게
임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홀변경 팝업이 출력됩니다.

- 홀반복 ON/OFF. ‘ON’ 상
태일 시 다음홀로 이동하
지 않고 현재홀에서 반복
연습을 진행합니다.

- 샷반복 ON/OFF. ‘ON’ 상
태일 시 그 자리에서 반복
연습 진행합니다.

3.5 시작화면 (2)

39

    현재까지 친 타수와
남은 시간을 보여줍니다.



3.6 위치이동

40

   미니맵을 클릭하면 위치
이동을 위한   큰 미니맵이
출력되며 여기서 원하는 장
소를 클릭하면 해당 장소로
이동합니다.
원하는 티위치도 선택 가능
합니다.



   아웃코스와 인코스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홀은
색이 변합니다.
코스의 다른 홀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선
택한 홀로 이동합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
재 홀에 남습니다.

홀변경 아이콘을 클릭 하
면 홀 변경 팝업창이 나옵
니다.

3.7 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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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샷 결과 화면

42

볼클럽영상과 스윙모션 영
상이 출력됩니다. 옵션에서
ON/OFF 설정이 가능합니다.



3.9 메뉴

43

왼쪽 하단 MENU 버튼을 선
택하면 해당 MENU 팝업
이 출력됩니다. 
스윙분석툴과 볼클럽분석툴
열기 기능, 설정, 게임종료
후 모드선택 화면으로 가기, 
메뉴 닫기 기능을 제공합니
다.



3.10 메뉴>설정

44

메뉴 팝업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설정 팝업 입니다.
스윙 플레이트, 바람, 단위, 
속도표시 옵션 설정 기능 및
스윙모션 볼클럽분석
ON/OFF 기능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스윙 플레이트는 타석에 설
치되는 별도 구매 제품입니
다.



Driving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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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연습장 이동

모드 선택 화면에서
   연습장을 선택하면
연습모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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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습장 선택

47

   연습장 리스트 썸네일
입니다. 연습장이 추가 돼 아
래 페이지가 생성 된다면 옆
의 스크롤바로 아래 페이지
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연습장 시간을 세팅할 수
있으며, CRM이 연동될 경우
비활성화 됩니다.

거리 단위를 meter, yard 등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타석위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속도 단위를 mph, yd/s, m/s, 
km/h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튼 클릭 시 모드 선택
화면으로 돌아가고,    시작 버튼

클릭 시 연습장이 시작됩니다.



4.3 시작화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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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개 샷의 상하, 좌우
궤적을 보여줍니다.
Clear 버튼을 눌러 궤적 정보
를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샷에 대한 비거리, 런
거리, 총거리를 보여줍니다.

현재 샷 데이터가 노출
됩니다.

- 스매시 팩터
=볼스피드/클럽데이터

- 볼의 출발 시점의
   상하좌우 각도

- 볼의 백스핀과 사이드스핀

- 클럽 패스와 임팩트 시점
의 클럽 앵글

    현재까지 친 타수와
남은 시간을 보여줍니다.



4.4 시작화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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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버튼 영역입니다. 연
습장 이동 및 종료 등 기능
이 있는 팝업이 노출됩니다.  

센서 상태를 보여줍니다.
[WAIT]은 센서가 공을 인식
하기 전이며, 센서가 공을 인
식하면 “O.K”라는 음성과 함
께 WAIT 마크가 사라집니다.

   현재 볼의 위치를 보여주
고, 클럽을 선택 할 수 있으
며 티높이를 변경 할 수 있
는 영역입니다.  좌우 버튼은
티높이를 조절하는 버튼이며,
가운데 수치는
현재의 티높이를 나타냅니다.

현재 샷에 대한 스윙분석
과   볼클럽 이미지를 다시
볼 수 있는 버튼입니다.



4.5 연습장 메뉴 팝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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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 내 다른 구장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별 다른 제한이 없는 드라이
빙 레인지, 일정한 거리를 치
기 위한 어프로치 연습장, 퍼
팅연습을 위한 퍼팅 연습장
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볼클럽 분석 레이어 팝업, 
또는 스윙분석 툴을 열거나
볼클럽 영상, 스윙 모션 영상
을 샷 후 팝업으로 확인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클릭 하면 메
뉴 팝업 창이 노출 됩니다.

  연습장 종료를 누르면
모드선택 화면으로 나가집니
다.



4.6 연습장 메뉴 팝업 (2)

51

메뉴 버튼을 클릭 하면 메
뉴 팝업 창이 노출 됩니다.

  샷 히스토리를 볼 수 있습
니다.

고정뷰 사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하면 다른 연습장으

로 이동을 하더라도 해당
설정값은 유지됩니다.

   거리 및 속도 단위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설정 이후
샷부터 변경됩니다.

   그린 빠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린이 있는 어프로치, 퍼팅
연습장에 적용됩니다.



4.7 고정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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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버튼을 클릭 하면 메
뉴 팝업 창이 노출 됩니다.

   고정뷰 ON/OFF버튼을
ON 으로변경 시키면 고정뷰
가 활성화 됩니다.



4.8 고정뷰

53

카메라가 공을 따라가지 않
고 정지된 상태에서 보여줍
니다.

공이 도달한   최고높이를
알려줍니다.



4.9 클럽 및 티높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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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아래의 클럽 선택
버튼을 누르면 클럽 변경 팝
업창이 노출 됩니다.
   선택된 클럽 윤곽선의 색
이 바뀌며
   드라이빙 레인지와 어프
로치는 퍼터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키는 티높이를 낮추는
버튼, ‘▷’키는 티높이를 높
이는 버튼입니다.
티높이는 키패드와 연동되
어 있습니다.



4.10 샷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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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에서 볼클럽영상과 스
윙모션을 모두 On상태로 하
였을 때 영상입니다. 해당 영
상들은 모두 첫 타를 쳐야
활성화 됩니다.



4.11 볼클럽 분석 (1)

56

메뉴 버튼을 클릭 하면 메
뉴 팝업 창이 노출 됩니다.

메뉴의   볼클럽분석 OPEN
을 클릭 하거나 오른쪽 아래    
  볼클럽 분석 아이콘을 클
릭하면 볼클럽 분석 팝업이
노출됩니다.



4.12 볼클럽 분석 (2)

   볼클럽 분석기 레이어 팝
업입니다. 클럽 영상과 클럽
데이터, 볼 영상과 볼 데이터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X] 버튼 클릭 시 해당 레이
어 팝업이 닫힙니다.
   임팩트 시의 각종 데이터
를 보여줍니다.

   볼클럽 영상 재생/멈춤,
1프레임씩 앞으로 가기/뒤

로 가기 버튼으로 볼클럽 영
상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영상 재생 속
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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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스윙분석 툴 (1)

58

메뉴 버튼을 클릭 하면 메
뉴 팝업 창이 노출 됩니다.

메뉴의   스윙분석 OPEN을
클릭 하거나 오른쪽 아래    
  스윙분석 아이콘을 클릭하
면 스윙분석 팝업이 노출됩
니다.



4.14 스윙분석 툴 (2)

59

스윙 분석 프로그램 매뉴얼
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4.15 SHOT HISTORY (1)

60

메뉴 버튼을 클릭 하면 메
뉴 팝업 창이 노출 됩니다.

메뉴의  샷 히스토리 OPEN
을 클릭 하거나 왼쪽 위의
  샷 히스토리 아이콘을 클
릭하면 샷 히스토리 팝업이
노출됩니다.



4.16 SHOT HISTOR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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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히스토리 화면입니다.
샷 히스토리에서 샷의
비거리, 런 거리, 총 거리, 높
이, 볼스피드, 클럽스피드,
스매시 펙터, 사이드 앵글,
런지 앵글, 백 스핀, 사이드
스핀, 페이스 앵글, 클럽패스
를 볼 수 있습니다.

.  Video 버튼을 선택하면 볼
클럽분석 팝업이 열립니다.

나온 데이터 값들의
Average를 볼 수 있습니다. 



4.17 어프로치 이동

연습장 메뉴팝업의  
  APPROACH를 선택하면
어프로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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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어프로치

63

   어프로치 상하, 좌우 궤적
입니다. 가운데 원은 그린의
위치입니다

어프로치와 퍼팅은 거리설
정 기능이 있습니다. 거리설
정 버튼을 누르면   거리 설
정 팝업이 나옵니다.



4.19 거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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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설정 버튼을 누르면
거리 설정 팝업이 뜹니다.

거리설정 팝업에서    설정
된 거리는 윤곽선이 바뀌며
  랜덤거리 선택을 누르면
랜덤거리 설정 팝업이 출력
됩니다.(다음페이지에서 설
명하겠습니다.)



4.20 랜덤거리 설정

65

  거리설정 버튼 클릭 후
거리설정 팝업창에서

랜덤을 클릭하면    랜덤거
리 설정 팝업이 출력 됩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하
면 그 범위 안에서 홀컵까지
의 거리가 랜덤하게 출력
됩니다.



4.21 퍼팅 이동

연습장 메뉴팝업의
  PUTTING을 선택하면
퍼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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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퍼팅

67

PUTTING RANGE 입니다.
퍼팅을 연습 할 수 있습니다.

   총거리와 남은 거리입니
다.
   거리설정은 어프로치와
동일합니다.



4.23 시간 종료 팝업

68

   설정한 시간이 종료되면      
   종료 팝업이 출력되며 게
임이 종료됩니다.

확인 버튼 클릭 시 모드
선택창으로 이동합니다.



Driving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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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드라이빙 컴플렉스 선택

70

연습장 선택에서    
  드라이빙 콤플렉스를 선택
하면 드라이빙 콤플렉스에
입장 할 수 있습니다.



5.2 시작화면

71

DRIVING COMPLEX 시작
화면입니다.

DRIVING RANGE와는 다른
구장이며 원하는 위치에 공
을 올리는 연습을 할 수 있
습니다.



Shortgame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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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1 숏게임 콤플렉스 모드 선택

숏게임콤플렉스 모드 선택
화면 입니다.
어프로치와 퍼팅으로 나뉘
어집니다.
퍼팅 모드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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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위치 선택>기본위치

   정해진 위치들 중 원하는
연습위치를 선택하거나 해
제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위치의 정보를 보
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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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위치 선택>프리셋

   FreeSet 연습 시 정해진
연습위치 외에 장소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FreeSet 연습 시 Pin 선택
영역입니다.

  FreeSet 연습 시 미니맵에
서 원하는 위치를 직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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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위치중 원하는 위치
를 선택/해제할 수 있으며
플레이 횟수를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세팅된 연습의 반복 횟수
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세팅된 연습을 순차적으
로 진행할지 랜덤으로 진행
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반복 횟수의 진행
상황과 진행율을 알려 줍니
다. 

6.4 세팅연습>기본위치 세팅



77

   홀의 플레이 횟수 및 반복
연습 진행율을 알려줍니다.

   각종 설정 팝업이 다시 출
력됩니다.

6.5 세팅연습>게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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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세팅연습>메뉴 팝업

공략보기, 둘러보기, 그리드
보기, 리플레이, 볼클럽 및
스윙분석, 다른 모드로 이동, 
샷 히스토리 및 옵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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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샷 관련 설정 영역입
니다.

   각종 게임 설정 영역입니
다.

OK를 눌러야만 변경된 설
정값이 저장됩니다.

6.7 세팅연습>메뉴 팝업>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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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히스토리 화면입니다.
샷 히스토리에서 샷의
비거리, 런 거리, 총 거리, 높
이, 볼스피드, 클럽스피드,
스매시 펙터, 사이드 앵글,
런지 앵글, 백 스핀, 사이드
스핀, 페이스 앵글, 클럽패스
를 볼 수 있습니다.

.  Video 버튼을 선택하면 볼
클럽분석 팝업이 열립니다.

나온 데이터 값들의
Average를 볼 수 있습니다. 

6.8 세팅연습>샷히스토리(나머지 모드들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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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평가모드>게임시작

평가모드의 한 위치당 3번
의 샷 기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샷 카운트와 획득 점수
를 보여줍니다(총 8개의 위
치가 존재합니다.)

샷 히스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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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은 10점, 홀 컵 주변
3m는 3점, 홀 컵 주변 1.5m
는 5점으로 처리합니다.
해당 창을 닫으면 모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core 등급

110 ~155 Master

91~109 Diamond

71~90 Platinum

51~70 Gold

31~50 Silver

16~30 Bronze

0~15 Iron

6.10 평가모드>점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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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옵션>비밀번호 입력

시스템 옵션>GameSetting

시스템 옵션>PassWord

시스템 옵션>Ball Alignment

시스템 옵션>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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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옵션>비밀번호 입력

Tab 키를 누르면 관리자용
시스템 옵션 비밀번호 입력
팝업창이 나옵니다.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선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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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옵션>Game Setting (1)

   스트로크 모드 배정시간
미적용 기능 입니다. 배정한
시간을 전부 이용 하여도 스
트로크 게임이 끝날 때 까지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 입니다.

이 기능은 룸형에서만 이용
이 가능 합니다.

  슬립모드 시간설정 및 배
정시간 설정 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터넷 연결이 안되
어 CRM연동이 끊어졌을 경
우 admin에서 설정한 시간
을 따라갑니다. 

CRM에 연결 되어 있을 경우
비활성화 상태로 나타납니
다.



  로그인 시 NFC 카드이용을 가능

하게 하는 기능 입니다.

  연습장 모드에서 샷 데이터와 스

윙분석 프로그램 ON/OFF 기능 입니

다. 체크를 할 시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룸형에서만 이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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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옵션>Game Setting (2)

  스트로크 게임이 끝난 후 나오

는 팝업창을 띄우는 시간 설정 입
니다.



  Tab 관리자 모드 입장 비
밀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
다.

  게임 모드 입장 비밀번호
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체
크를 할 경우 모드 입장시에
비밀번호가 걸리게 됩니다.

이 기능은 룸형에서만 적용
됩니다.

  비회원 모드 입장 비밀번
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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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옵션>Game Setting (2)



시스템 옵션>Ball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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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에 나타나는 볼의 위
치를 타석의 볼 위치로 이동
시키는 기능 입니다.

1. 티 위에 공을 둔 후 Tee
Position을 타석 볼의 위치와
스크린 볼의 위치가 일치하도
록 설정 합니다.

2. 공을 아이언 영역에 놔둔 후
Iron Positoin을 타석 볼의 위
치와 스크린 볼의 위치를 일
치 하도록 설정 후 SAVE를 누
릅니다.

3. 설정이 완료 되면 스크린의
볼의 위치가 자동으로 타석의
볼 위치로 이동 합니다.



시스템 옵션>Test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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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을 치지 않고 샷을
칠 수 있습니다.

각각
-  좌우각

- 각도

- 백스핀

- 사이드 스핀

- 볼 스피드

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TEST SHOT을 클릭 하면, 설정
한 값으로 샷을 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옵션>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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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ID 및 버전을 알려줍니
다. 기기 ID 는 CRM에 연동
되어 있는 ID 입니다.



최종 작성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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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윙 분석 프로그램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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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처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누르면, 설정 팝업이 나옵니다.  
설정 팝업의    세팅 버튼을 누르면,
   스윙 분석 프로그램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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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불러오기 및 저장 기능. 저
장아이콘을 직접 클릭 시, 앱에도
저장이 됩니다.

   연결된 카메라가 나오는 화면입
니다. 선택된 화면은 빨간색 테두
리가 표시 됩니다. 하단의 링크
버튼( )을 누르면 두 영상이 동
시에 선택 됩니다.

   선택된 화면의 영상을 조작 할
수 있습니다.

  샷 영상을 프레임 세팅 할 수 있
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지원 합니다.
  설정버튼 클릭 시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으로 변경 됩니다.



3. 카메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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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저장되는 폴더를 설정합
니다.
영상 불러오기 및 저장 시 설정된
폴더가 열립니다. 

   스크린샷이 저장되는 폴더를 설
정합니다.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실행파일
이 있는 드라이브 루트에 저장됩
니다. ( C:\ or D:\ 등 ) 

   Select box 에서 연결된 카메라
중 사용할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사용할 카메라 디바이스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정상 작동합니다. 

   Save 버튼을 눌러야 설정이 저
장됩니다.

스윙 분석 프로그램의 우측상단
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눌러 설정
화면으로 변경 시킬 수 있습니다.



4. 화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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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화면에 다음과 같은 설
정을 할 수 있습니다.
- Brightness : 명도
- Contrast : 명암
- Hue : 색조
- Saturation : 채도
- Sharpness : 선명도
- Gamma : 감마
- White Balance  : 색조화
- BacklightComp : 역광
- GAIN : 게인
- Exposure : 노출

설정 화면에서 Video Setting 을
누르면 선택한 화면의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선택한 화면을 회전 시킬 수 있
습니다.
- Flip Horizontal : 좌우 대칭
- Flip Vertical : 상하 대칭
- Rotation : 90도 회전

   설정할 화면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스윙분석기기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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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화면을 영상으로 설정 한
경우, 설정한 영상의 파일경로가
나타납니다.

* 2번 화면이 동영상으로 설정된 화면

1. 저장 및 동영상 불러오기

화면에 설정한 카메라 디바이
스의 이름이 표시 됩니다.* 2번 화면이 카메라 디바이스로 설정된 화면

    저장버튼 입니다. 저장버튼을
눌러 영상을 저장 하거나 앱에 영
상을 전송 할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 버튼 입니다. 사진이
나 저장했던 영상을 불러 올 수 있
습니다.

저장하기 버튼과 파일 버튼
을 클릭 하면 불러오기 창이

나옵니다.

100



1번 2번 화면 동시 표시

2번 카메라 화면 및 동영상 플레이

2. 화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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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통하여 화면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번 카메라에서 찍힌 화면이
전체화면으로 표시됩니다.

2번 카메라에서 찍힌 화면 또는 동영상이
전체 화면으로 표시 됩니다.
 

1번 화면은 카메라에서 찍힌 화면이 , 
2번 화면은 자신이 설정한 2번 카메라
화면 또는 영상이 표시됩니다. 



클릭 시 영상이 링크 되고
링크된 상태에서는 두 영상을 동
시에 조작 할 수 있습니다.

        클릭 시 선택한 화면의 영
상을 반복 플레이 합니다.

        클릭 시 선택한 화면을 반
전 시킵니다.

플레이 버튼

정지 버튼

한 프레임 전으로 이동

한 프레임 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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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 조작 기능

플레이 속도 설정기능
플레이 속도를 설정하여 줍니다.
속도 부분을 클릭하면 Select box
처럼 위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보여집니다.
{ 0.2, X0.4 , X 0.6, X0.8 , X1 ,
X1.5 , X2 }



   상단의 번호를 클릭 한 후 DELETE 버
튼을 누르면 세팅 된 프레임이 삭제 됩
니다. 

세팅되어 있지 않은 프레임

세팅된 프레임

프레임 표시

103

4. 프레임 세팅

   상단의 번호를 클릭 한 후 SET 버튼을 누

르면 현재 선택된 화면의 프레임이 해당 번

호에 세팅 됩니다. 

   8개 프레임이 자동으로 세팅 됩니다.

   세팅 된 프레임이 지워집니다. 



UNDO

REDO

CAPTURE

• 그리기 툴을 이용하여 바로 전에 그린 오브젝트를 지울 수 있습니다. 

• 특정 오브젝트를 지우개를 통하여 지우셨을 경우에는 UNDO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UNDO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 (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거나, 지우개를 사용했을 때 ) 

일때는 Undo 버튼이 비활성화 됩니다.  

• UNDO 회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Undo 기능으로 지운 Object를 되살리는 기능입니다. 

• 새로운 object를 그리거나, 지우개 등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Redo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

니다.

• Redo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Redo 버튼이 비활성화 됩니다.

• 스크린 샷 기능입니다.

• 영상 화면 영역을 스크린 샷을 찍어서 설정된 폴더에 저장됩니다. ( 설정에서 설정 가

능합니다.) 

• 영상에 그리기 툴을 이용하여 그린 object 도 같이 캡쳐 합니다. 

A. Undo, Redo,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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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기 기능 (1)



선택 요소를 선택하여 이동 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직선 마우스를 클릭 한 후 드래그 하면 선이 그려집니다.

화살표 마우스를 클릭 한 후 드래그 하면 화살표가 그려집니다.

양방향
화살표

마우스를 클릭 한 후 드래그 하면 양방향 화살표가 그려집니다.

자유곡선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자유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시계툴
마우스를 화면에 클릭하면 시계툴이 표시 되며 해당 요소를 클
릭하여 요소를 이동할 수 있고,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
절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원
마우스를 화면에 클릭하면 원이 표시 되며 해당 요소를 클릭하
여 요소를 이동할 수 있고,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화면에 클릭하면 사각형이 표시 되며 해당 요소를 클
릭하여 요소를 이동할 수 있고,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
절할 수 있습니다.

5. 그리기 기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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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클릭하면 해당 위치에 TEXT를 입력 할 수 있는
TOOL 이 뜹니다.
TOOL 에 TEXT 를 입력한 후 Enter 를 치면 Text가 보여집니
다. ( ESC 키를 눌러 TOOL 을 닫을 수 있습니다 )

화면에 클릭하면 각도선이 표시 됩니다.
선 끝을 잡고 움직이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두 선 사이의
각도가 표시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으면 해당 부분이 확대 됩니다.

화면에 그린 것을 모두 지워주는 기능입니다.

ERASER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그리드가 표시됩니다.
한번 더 누르면 그리드가 사라집니다.

화면에 클릭하면 자세의 각도를 잴수 있는 선이 표시됩니다. 
선 3개와 그 사이각 2개가 표시됩니다. 
선 끝을 클릭하여 드래그하면 선의 크기 및 각도를 조절 할 수 있습
니다.

지우개 기능, 지우개 기능을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에 그린 것을
선택하면 해당 요소가 지워집니다. 

CLEAR 

돋보기

그리드

각도선

자세각도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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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기 기능 (3)



펜 굵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펜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번 카메라 영상을 크게 보여 줍니다. 

2번 카메라 영상을 크게 보여 줍니다.                                        

동영상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동영상을 불러와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1번 영상과 2번 영상을 분할하여 보여 줍니다. 분할 뷰에서는 영상의 양쪽 옆은 안보
이고, 가운데 부분만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영상이 잘리거나, 너무 작을 경우 영상 확대 축소 및 이동 등을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
습니다. 

클릭을 하면 선택된 영상이 확대 됩니다.

클릭을 하면 선택된 영상이 축소 됩니다.

선택된 영상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화면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하여 화면을 이동할 수 있습
니다.

화면확대

화면축소

화면이동

1번영상

2번영상

분할 화면

C. 선 굵기 및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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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 굵기 및 색

프레임 영상을 8등분 한 프레임화면을 화면에 보여 줍니다.



최종 작성일: 2017.10.24
이재민

QED CRM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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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로그인페이지

메인화면

매장정보 및 정책 설정하기
    매장 정보
    정책 정보

-회원 멤버쉽
        - 타석 활성화기능
    휴일 정보

관리자정보 –매장 마스터,매장 운영진, 코치

회원관리
기간제 및시간제설정
NFC카드 등록

스케줄>예약 관리
          예약자배정

스케줄>배정 관리



Miofesta CRM은
www.miofesta.com또는
Miofesta 프로그램으로입장 할 수
있습니다.

Miofesta프로그램은 miofesta
페이지의 CRM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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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설치

QED에서 발급받은
매장 마스터 ID혹은 매장에서 등
록한 운영진/코치들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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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ofesta 일산아이파크

메인화면

로그인한 운영자의 정보영역입
니다. 운영자가 접근할 수 있는 센
터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다른
센터를 클릭하시면 해당 센터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화면 페이지 전체를 refresh하거
나 로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메뉴영역입니다. 로그인을하면
스케줄 > 배정관리메뉴로 이동합
니다. 현재 관리자, 매장,회원, 스
케줄을 관리할 수 있고, 추후관리
포인트의 증가/수정/감소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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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정보및정책설정하기 - 매장정보

메뉴의 매장을 클릭하면매장 설
정 창으로 입장이 가능 합니다.

매장,운영 정책, 타석 등 공간,

라커, 매장 갤러리 등 매장에대한
정보 및 운영 정책에 대한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장 정보:매장 ID,매장명, 대
표자 이름, 사업자번호 등 매장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변하지
않는 매장 고유 정보를 입력합니다.

운영자가 관리하는매장의 리스
트가 표기됩니다. 관리를 원하는
매장을 클릭하면 우측 매장 정보
섹션에 선택한 매장의 정보가 노출
됩니다.



타석 활성화기능 적
용 여부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이용회원의 부재 가능시간을 설정 합니다.
설정시간 초과 시 게임이 로그아웃 됩니다. 부재
시간은마지막 샷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모드사용여부를설정할수있습니
다.모드사용여부설정시모드를입
장할때,비밀번호입력창이나옵니다.
룸형에서만적용됩니다.

당일 예약 취소가능여부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취소 가능최소 제한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예약 가능 최소제한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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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의 운영시간 및 요일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입장마감시간
설정 시, 마감 전 입장 가능한 최
소 제한시간을 설정 합니다.

매장정보및정책설정하기 - 정책정보

게임 기본 이용시간을설정 할
수 있습니다. 게임 로그인 시, 설정
시간만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셀프체크인매장의경우이용할수있
습니다. 다음순번 손님의로그인가능시
간을 설정할수있습니다.설정 시간이
초과 되면그다음 순번의손님으로순서
가넘어갑니다.

회원들의 시간제, 기
간제의적용여부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



매장정보및정책설정하기 - 정책정보 - 회원멤버쉽

정책 설정에서 회원 멤버쉽 적
용을 ON 시키면 회원들에게
회원권을 부여 할 수 있으며, 회원
권의 이용기간 설정 및 하루 입장
횟수를 제한 시킬 수 있습니다. 
게임 이용시간은 정책 정보에서
설정 한 시간을 따라 갑니다.

회원 멤버쉽 적용이 OFF일 경
우, 기간의 제한 없이 입장이 가능
합니다. 게임 이용시간은 정책정
보에서 설정 한 시간을 따라 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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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정보및정책설정하기 - 정책정보 – 타석활성화기능

타석 활성화 기능을 ON 시킬
경우, 기기를 잠금상태로 만들 수
있는 기능 입니다. 

기기가 잠금 되어 있을 시, 기기에
서 직접 잠금을 풀 수 없습니다.
카운터의 CRM에서 게임 사용여
부를 ON 시키거나, 자리를 배정
하면 잠금이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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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석 활성화 기능이 OFF일 경
우, 게임 사용여부의 기능이 게임
을 강제로 인트로로 보내버리는
기능으로 변경 됩니다.



새로운 휴일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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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리스트에서 휴일을선택한
후, 휴일 보기를 클릭하면 등록된
휴일을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
로 삭제 가능합니다

매장정보및정책설정하기 - 휴일정보

휴일 리스트에서 휴일을선택 한
후, 휴일 수정을 클릭하면 휴일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휴일 리스트 입니다.생성한 휴
일 및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내용이변경되었습니다.

휴일 리스트에서 휴일을선택 한
후, 휴일 삭제를 클릭 하면휴일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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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정보및정책설정하기 - 휴일정보
휴일들의 제목을 입력/수정 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시작 및종료일을 설정
합니다. 지정된 날짜를 휴일로지
정 하거나 반복타입 중 “요일반복”
을 사용할 경우 해당 날짜의요일
을 사용 합니다.

휴일의 반복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반복 설정을 하였을경우, 이 반
복을 끝내는 시점을 설정 할수 있
습니다. 2028년12월 31일 이내로
설정 하여야 합니다.



관리자에게 특정 권한을부여할
매장을 연결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
습니다. 관리자 등록을 누른후 관
리자 상세정보에 정보를 입력하면
관리자 아이디를 생성 할 수있습
니다.

매장 마스터 아이디로생성한,
관리자 목록 리스트 입니다.관리
자를 클릭 하면 오른쪽에 관리자
상세정보가 노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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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의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
습니다. 관리자 관리 메뉴는매장
마스터,프랜차이즈마스터 아이디
로만 설정이 가능 합니다.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매장 마스터나 프랜차이
즈마스터는 관리자 아이디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계정의 활성화 여부를설정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정보 –매장마스터,매장운영진,코치



   회원 로그인 후 10분이 지나면
1일 사용 가능 횟수가 1회 차감
됩니다. 1일 사용 가능횟수가 전부
차감되면 입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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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을 등록 및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관리

회원 목록 리스트 입니다. 클릭
시 회원 상세정보가 오른쪽에 노
출 됩니다.

매장 정책의 회원 멤버쉽 설정
을 활성화 하였을 경우, 회원 이용
시간 및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 기간제 : 설정 기간동안 회원 로그인
을 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 충전한 시간을 다 소진할 때
까지 회원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회원권의 기간을 설정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시간이 남
아있어도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시간제의 남은 시간을 나타냅니
다. 충전시간을 전부 소진 하거나
설정 기간동안 회원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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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의 기간을 설정 할 수 있
습니다. 지정 기간 이외에 로그인
시 로그인이 불가능 합니다.

회원의 시간을 추가 및 차감 할
수 있습니다. 시간단위, 분단위로
설정이 가능 합니다. 시간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시
시간이 추가 및 차감 됩니다. “-”
입력 후 시간을 입력 하면 입력시
간만큼 시간이 차감 됩니다.

회원관리 –시간제및기간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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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에서 제공받은
CRNFCReader 프로그램을 실행
시킵니다.

회원관리 –NFC카드등록하기(1)

NFC카드 리더기를 컴퓨터에
연결 시킨 후,    Initialize를 클릭
합니다. NFC리더기가 연결되어
있을 시, 프로그램 왼쪽 란에 리더
기 정보가 나타납니다.

정보가 나타나면 NFC 카드 등록
이 가능 합니다. 

NFC 카드 등록 시, CRNFCReader 
프로그램이 열려 있어야 등록이
가능 합니다.



NFC 등록은 회원 정보수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NFC 카드 등록을 원하는 회원
을 클릭하여 정보수정에 들어갑니
다.

회원관리 –NFC카드등록하기(2)

오른쪽 위의 NFC 카드를 클릭
합니다.

‘새 NFC 등록＇을 클릭하면
NFC 카드를 등록 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NFC 정보 란을 클릭한 후, NFC
리더기에 NFC카드를 접촉 시키면
NFC카드 정보가 입력 됩니다.
그 후 저장을 누르면 NFC 카드 등
록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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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예약관리

예약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
루어 집니다.
- 회원 찾기 > 예약일 입력 > 예약
시작시간 설정 > 모드선택 > 예약 종
료시간 설정 > 예약 가능한 타석 찾
기 > 예약 등록하기

연습모드나 필드트레이닝으로
예약을 할 경우, 예약 종료 시간을 설
정 하여야 합니다.

스트로크 모드의 경우 예약종료시간
과 상관 없이 라운딩 종료까지 진행
됩니다.

 예약 등록/수정 또는 취소를 하면
오른쪽 화면에 예약 상황이 나타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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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예약관리 > 예약자배정

예약을타석으로배정하기위해서는
운영자가예약내역을최종확인해야
합니다.
회원이예약시간과다른시간에방문
할수도있고,이용하고자하는모드
가달라질수도있습니다.그리고배정
당시의타석의상태도달라질수있기
때문에꼭예약정보를확인해야합니
다.
인원,모드및시간,타석을지정하기
않으면해당내역이붉게변하고 [X]표
가표기됩니다.이것이 1개라도있으
면배정할수없습니다.

예약 등록을 하면 메인 화면의 캘
린더에 예약 상황이 표시가 됩니
다. 예약 상황을 클릭 시, 배정 및
NO SHOW 설정이 가능 합니다.
NO SHOW로 변경된 예약은 배정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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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배정관리(1)스케줄>배정관리

현재 타석의 상태는 1분마다 새
로고침 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면 바로 새로고침 됩니다. 전
체타석, 사용중인 타석, 사용 가능
한 타석별로 볼 수 있습니다.

타석이름:매장에등록된타석이름을노
출합니다.
진행률: 사용시작 시간과종료시간을기
준으로회원의타석사용진행정도를표
기합니다.스트로크모드를사용하고 있는
경우 남은홀,현재홀, 이용하고있는코스
와 CC정보까지노출합니다.
사용중인회원:현재타석을이용하고있
는회원과총인원수를노출합니다. 마우
스오버하면회원의 이름이노출됩니다.
타석상태:회원이용하고있는게임프로
그램의화면위치를노출합니다. CRM과
타석이통신하지않으면 ‘점검요청’ 메시
지가 노출되는데이경우에는타석의네
트워크환경을점검하시길바랍니다.
시작시간&종료시간:배정된회원이등록
된시간과종료예정시간을노출합니다.
게임사용여부:회원을배정하면 ON상태
가되면서타석이사용중인것을 표기합
니다. OFF시키면게임프로그램이바로
종료됩니다.주의깊게사용해주세요.



원하는 위치의 타석을 클릭하면,
회원 배정란이 나옵니다. 비회원
배정, 회원배정 및 게임모드로 바
로가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
원 배정 과정중엔 새로고침 기능
이 일시 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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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배정관리>배정하기

배정 중 모드를 선택할 시, 이용
시간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매장관리의 정책정보의 시
간을 따릅니다.

게임모드는 인트로, 모드선택화면, 연
습장, 필드트레이닝, 스트로크로 구성
돼 있습니다.
연습장: 드라이빙레인지로 바로 이동
합니다. 운영자가 타석에 방문할 필요
가 없습니다.

필드트레이닝: CC선택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운영자가 타석에서 이 후 과
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어 설정 화면으로 이
동합니다. 운영자가 타석에서 이 후
과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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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배정관리>사용중인타석정보수정하기

  사용중인 타석의 정보를 수정 하는
것은 현재 회원이 사용하고 있는 타
석의 게임 프로그램을 바로 변경하는
것 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
다. 몇번의 확인 단계를 거쳐서 사용
중인 타석의 정보를 수정 할 수 있습
니다.

  사용중인 타석을 클릭 후
게임 수정모드 ON 버튼을 클릭 시, 

게임 수정모드 수락 팝업창이 나옵니
다. OK버튼을 클릭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필드 트레이닝 및 연습장 등, 시간제
모드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시간
을 분 단위로 추가 하거나 ‘–’ (마이너
스)를 입력하여 뺄 수 있습니다. 시간
수정 시 인게임 화면에 바로 표기가
됩니다.

인게임 상태에서는 다른 인게임모드
로 바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인트로
나 모드 선택화면으로 이동 후 다른
게임 모드로 이동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최종 작성일: 2017.10.24
이재민

128

QED_IGNITE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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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_IGNITE 실행

불러오기

클럽선택

기본 화면

Swing Motion 영상

Ball Club 영상

Data Panel

Shot History

Data Average

클럽 데이터 저장

Setting

Quit



런처에서 해상도설정, 창모
드설정을 세팅 할 수 있습니
다.
PLAY를 누를 시 게임이 실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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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배정관리(1)QED_IGNITE 실행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클릭
하여 게임런처를 실행 합니
다. 

Screen resolution 클릭 시 해
상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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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첫 실행 시 불러오기
팝업창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클럽을 생성 하거나 데이터
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

Open File을 선택하면 저
장된 파일을 불러 올 수 있습
니다.( json 형식의 파일만 불
러오기 가능)

New Club를 선택하면 새
로운 세션을 시작 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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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lub을 선택 시 나타
나는 화면 입니다. 원하는 클
럽을 선택 후 설명과 번호를
취향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Add를 눌러 게임을 시작
합니다.

클럽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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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에 공이 인식되면
READY, 인식이 되지 않으면
NO BALL상태가 됩니다.

선택한 클럽이 표시 되며 최대
5개까지 클럽을 저장 할 수 있습
니다. 저장한 클럽을 클릭 시, 클
릭한 클럽으로 변경 시킬 수 있습
니다.
클럽 삭제 시 클럽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습니다.

볼클럽 영상 입니다. 빠르게감
기, 돌려보기, 멈춤의 기능이 있으
며 마지막으로 친 샷만 표시가 됩
니다.

센서에서 잡은 볼 스핀 영상을
나타냅니다.

샷의 데이터 값을 나타냅니다.

볼 의 궤적을 나타냅니다. 앞,
옆, 위로 시야를 변경 할 수 있습
니다.

기본화면



영상을 미러모드(LIVE)나
다시보기(REPLAY)로 변경 시
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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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ng Motion클릭 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스윙 모
션 영상을 미러모드로 보거
나 다시 보기가 가능 합니다.

영상에 도형을 그릴 수 있
습니다. 포즈를 잡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Swing motion영상



135

Club Path 클릭 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친 샷 의 볼
클럽 영상입니다.
화면을 드래그로 영상을 앞뒤로

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Ball club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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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 Panel 클릭 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 값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싶은 데이터를
드래그를 통해 끌어올 수 있
으며 순서 설정도 가능 합니
다.

Data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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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를 클릭 시 이동이 가능 합
니다.

친 샷들의 히스토리가 나타납니
다. 

공이 날아간 궤적과 안착한 위
치를 나타내며 같은 클럽으로 샷
을 4번 이상 치면 공이 안착한 위
치의 범위를 표시 합니다.

샷 히스토리를 시간 순서대로
정렬 합니다.

선택한 데이터를 삭제 합니다.

데이터를 전체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 합니다.

선택한 데이터를 이메일로 보냅
니다.

원하는 샷을 PC에 저장 할 수 있고
엑셀형태(.CSV)로 저장 됩니다.

이전 세션의 데이터를 불러옵니
다.(Json형식의 파일만 불러옵니
다.)

Shot History



  클럽데이터의 평균을 나타
내며, 데이터들을 비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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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b항목 선택 시 이동이
가능 합니다. 연습한 클럽들
을 표시하고 평균값을 표시
해 줍니다.

선택한 클럽들을 표시 합
니다.

Data Average



  클럽 데이터를 원하는 곳
에 저장을 하면, 데이터를 불
러올 수 있습니다. 
Json 형식으로 저장 하여야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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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박스 옆의 X를 누르면
 클럽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클럽데이터저장



  오토티 연동 설정 입니다. 오토티
가 없을 시 NONE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도 단위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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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ting항목 선택 시 이동이 가
능 합니다.

  좌타, 우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거리단위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스윙 모션 카메라 세팅을 할 수 있
습니다. H Flip은 좌우반전모드이며,

원하는 각도를 선택 하여 화면을 회
전 시킬 수 있습니다.

  레디 사운드 설정을 할 수 있습니
다.

  연결 할 센서를 선택 할 수 있습니
다. 연결된 센서가 일치 하지 않을 시
레디가 되지 않습니다.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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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t 클릭 시 게임을 종료
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옵니
다.

  게임 종료 전, 피드백을 보낼 수
있습니다.

Qui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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