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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업 비전 2를 처음 실행하면 나오는 대기 화면입니다. 

. 현재 대기 화면에서는 연습장 입장, 음소거, 종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라운드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화면을 

    클릭하시면 로비로 입장합니다.

항목

연습장

음소거

화면 클릭

관리자 옵션

종료

해당 화면의 우측 상단 아이콘을 누르면 연습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의 좌측 하단의 아이콘을 누르면 대기화면의 배경음을 ON / OFF 할 수 있습니다.

종료, 음소거, 연습장 버튼을 제외한 화면을 클릭하면 로비로 입장합니다.

대기 화면에서 F1버튼을 누르면 관리자 설정(비밀번호)와 사운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종료합니다.

내용

1. 대기화면

1-1. 대기 화면

1-1-1.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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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화면

1-1-2. 관리자 옵션

. 대기 화면에서 F1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는 팝업이 출력됩니다.

.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및 사운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www.t-upvision.com

항목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사운드 설정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 시 현재 비밀번호와 새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볼륨 및 시스템 보이스, 환경음/효과음, 캐디 보이스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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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로그인

. 라운드를 진행할 플레이어를 추가하고 로그인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 티업 비전 2 회원 로그인 후 티 박스 및 난이도를 설정 할 수 있으며,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서 플레이어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인을 하시면 지난 나의 기록과 스윙동영상, 통계 등을 웹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t-upvision.com

2. 로그인

항목

플레이어 리스트

로그 아웃 및 상세 설정

QR 코드

로그인을 진행 시 플레이어 리스트는 최대 6명까지 출력됩니다.

로그 아웃을 선택하면 해당 플레이어 리스트는 삭제가 되며, 로그인은 티업비전 ID와 카카오톡ID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 게스트 로그인을 통해 라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상세 설정을 통해서 개인별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티업 비전 앱으로 QR 코드를 입력하면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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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www.t-upvision.com

항목

7 아이언 기준거리

티 높이

티샷 위치

퍼팅 시 걸음 단위

난이도

볼 표시 정보

타석 변경

라운드에서 추천 클럽의 거리 기준을 잡는 설정입니다. (디폴트 남자 : 140m, 여자 : 100m)

10~70mm까지 5mm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Black, Blue, White, Yellow, Red 5가지의 Tee로 구분되며, 디폴트는 White Tee입니다.

그린에서 남은 거리만큼 설정한 걸음걸이가 출력되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아마추어, 프로, 마스터 3가지의 단계가 있으며, 디폴트는 프로입니다.

볼 테일, 볼 스핀, 볼 타깃 3가지 표시 방법이 있으며, 현재 볼 테일만 설정 가능합니다

센서와 타석의 조건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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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운드 모드 선택화면

항목

스트로크

대 회

연습장

플레이어 설정

홈

하나의 스크린(룸)에서 최대 6명까지 스트로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롱게임, 숏게임 및 퍼트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해당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출력됩니다.

대기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내용

3-1. 로비화면

. 티업 비전 2의 플레이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 현재는 스트로크 모드만 지원하며, 추후 다양한 플레이 모드가 업데이트 됩니다.



항목

내비게이터

  

코스 설정

이 전

다 음

위 버튼을 눌러 빠르게 설정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좌, 우측의 화살표 또는 하단의 이동 바를 통해서 C.C.를 선택할 수 있으며, C.C.명, 홀 정보, 

코스난이도, 그린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웃, 인 코스를 설정할 수 있으며, 9홀 및 18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설정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다음 설정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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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운드 모드 선택화면

3-2. 코스선택

. 실제 골프장과 흡사한 리얼하고 다양한 코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코스 선택 시 C.C.명과 정보, 코스 구성, 코스 난이도, 그린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t-upvision.com

C.C. 선택



항목

컨시드 거리

캐디 사용 횟수

핀 위치

캐디 보이스

멀리건 사용 횟수

그린 빠르기

바람 세기

스윙 플레이트

내기 도우미

0m, 0.5m, 1m, 1.25m, 1.5m, 2m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0, 1, 3, 6, 9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린의 핀 위치를 랜덤과 앞핀, 중핀, 뒷핀을 설정이 가능합니다.

캐디 보이스 사용 유/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0, 1, 3, 6, 9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느림, 보통, 빠름, 매우 빠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약하게, 보통, 강하게, 랜덤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정지/사용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내기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기능이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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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운드 모드 선택화면

3-3. 라운드 설정

. 라운드 내 게임 옵션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게임 내 옵션으로 멀리건/캐디/컨시드/그린 빠르기/플레이트/바람 세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C.C. 정보 창

플레이어 리스트

그린 깃대

메뉴

추천 클럽

센서 대기 및 레디

멀리건

캐디

번호

라운드 중인 코스와 홀에 대한 정보 표시

라운드에 참여한 플레이어의 스코어, 샷 정보 표시

빨강, 흰색, 파랑색으로 홀 컵의 위치에 따라 깃대 색상이 변경됩니다.

미니맵의 상단에는 바람 정보, 라운드 진행 시간이 출력되며, 그린에서는 그린 빠르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거리에 따라서 코스 맵과 그린 맵을 출력합니다.

라운드중 설정이 가능하거나 사용가능한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 클럽은 Driver, W3, W5, I4, I5, I6,I7, I8, I9, PW, SW, Putter 12개의 클럽을 지원합니다.

Wait는 센서가 공을 인식하기 전이며, 센서가 공을 인식하면 Raedy로 출력됩니다.

플레이어가 2인 이상의 경우 멀리건 개수와 플레이어 리스트의 순서를 출력합니다.

캐디 개수를 출력합니다.

내용

8

4. 라운드 이용방법

4.1. 라운드 화면

. 라운드 진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참여 중인 플레이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www.t-upvision.com

미니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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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운드 이용방법

항목번호

공 위치

티 높이

볼 스펙

볼의 비거리 출력

다음 턴 플레이어

현재 공위치를 출력합니다. 티잉 그라운드(Black, Blue, White, Yellow, Red), 페어웨이, 러프, 

에이프론, 그린, 벙커, 해저드, O.B

10mm ~ 70mm까지 5mm 단위로 티 높이를 지원합니다.

볼 스피드, 방향각, 발사각, 사이드 스핀, 백 스핀, 라이플 스핀 6가지의 볼 스펙을 출력합니다.

그라운드 샷의 경우 캐리, 비거리, 남은 거리를 출력하며, 그린에서는 퍼팅거리와 남은 거리를 출력합니다.

샷 연출 중에 거리에 따라 다음 턴 플레이어의 알림이 실시간으로 변경됩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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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운드 이용방법

4-2. 게임메뉴

4-2-1. 매니지먼트

.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들이며, 추후에는 더 많은 기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www.t-upvision.com

항목

홀 컵 보기

목표 지점 보기

홀 조망

지형 그리드 보기

캐디 음성 다시 듣기

캐디 사용

그린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목표점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해당 홀의 조망을 볼 수 있는 기능으로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공이 놓인 주변 지형의 기울기를 표시합니다.

차례가 돌아왔을 때 출력되는 캐디 정보를 다시 듣는 기능으로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그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플레이어에게 퍼팅 라이를 추천합니다.

단축키 내용

Shift

F2

F6

A

F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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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운드 이용방법

4-2-2. 라운드 진행기능

4-2-3. 라운드 편의기능

4-2-4. 기타

항목

게임 옵션

라운드 옵션

시스템 옵션

플레이어 설정

라운드 종료

게임 설정, 카메라 등 옵션을 수정하는 기능으로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멀리건 및 그린 빠르기 바람 등을 수정하는 기능으로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시스템 옵션 창을 출력합니다.

플레이어 추가/삭제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라운드를 종료합니다.

단축키 내용

R

O

F4

Esc

S

항목

멀리건 사용

언플레이어블(벌타드롭)

플레이어 순서 넘기기

플레이어 휴식 설정

홀 아웃 선언

컨시드(OK)

한 홀당 1회에 한해 이미 친 샷을 무효화하고 새로 치는 기능입니다.

트러블 샷의 경우 1벌타를 받은 후 공의 위치가 변경되는 기능으로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다음 턴의 플레이어로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홀 별로 사용할 수 있는 휴식 기능이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홀을 포기하는 기능으로 사용 하면 더블 파 스코어가 기록되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일정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1타를 받고 홀 아웃하는 기능으로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단축키 내용

D

F12

L

F5

K

P

항목

캐디 보이스

O.B티 사용

스코어 카드

키패드 설명

스윙 영상 보기

방향 초기화

캐디 보이스 사용 유/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O.B티 사용 유/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스코어 카드를 출력합니다.

키패드 기능 설명으로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종전 샷에 대한 스윙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에이밍한 방향을 초기화합니다.

단축키 내용

F8

V

F7 Tab

D

C

Space Bar



항목번호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 활성화되며, 사용/사용 안 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윙 플레이트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활성화 되며, 사용/사용 안 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타석만 설정이 가능하며, 다른 타석은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전체 볼륨은 시스템 보이스, 환경음/효과음, 캐디 보이스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전체 볼륨을 기준으로 개별 사운드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웹 캠

스윙 플레이트

타석 변경

전체 볼륨

시스템 보이스, 환경음/효과음, 

캐디 보이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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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운드 이용방법

4-3. 시스템 옵션

. 장치 설정 및 사운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www.t-upvision.com

4-4. 스코어 카드

. 스트로크 라운드 중                   버튼을 누르면 언제라도 스코어 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F7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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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운드 이용방법

4-4-1. 스트로크 스코어 카드

항목번호

스코어 카드

라운드 기록

동반자 비교

항목별 랭킹

매치 플레이

타수 정보

타수 표현

스코어 카드는 현재 스트로크와 매치 플레이만 서비스하며, 스테이블포드, 신페리오는 추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해당 라운드의 기록 정보를 보여주며 추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동반자와의 기록을 비교하는 기능으로 추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해당 라운드의 항목 별 정보를 비교하며 추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매치플레이는 UP, DOWN, A/S로 출력하며 UP이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플레이한 코스의 타수 정보입니다.

타수별  색상 표현이 되며, 베스트 샷 또는 멀리건을 사용 시 우측의 그림이 타수에 출력됩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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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습장

5-1. 연습장

. 티업 비전 2의 연습장 입니다.

. 연습장은 크게 롱게임, 숏게임, 퍼트 3가지가 존재합니다.

항목번호

공의 높이 정보

공의 거리 정보

 

진행 시간

볼 스펙

공의 거리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출력합니다.

공의 거리와 각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출력합니다.

메뉴는 연습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과 연습장 나가기 기능이 출력되며, 

난이도는 아마추어, 프로, 마스터로 설정이 가능하며, 모드의 경우 롱 게임, 숏 게임 퍼팅게임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습장 진행 시간입니다.

현재와 이전의 샷 스펙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용

메뉴, 난이도, 모드, 티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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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성인식

6-1. 음성인식 기능

. Hey Tup을 부르면 웨이크 업되며, 명령을 내리면 기능이 구현됩니다.

. 추후 더 많은 음성인식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항목번호 내용

멀리건

캐디

목표방향

티높이

벙커 거리

해저드 거리

클럽변경

퍼팅 이어하기

그리드

잡담

음성인식으로 멀리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으로 캐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으로 목표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으로 티높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으로 벙커까지의 거리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으로 해저드까지의 거리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으로 클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으로 퍼팅 이어하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m 앞까지의 라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및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