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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F1

음소거

다음

종료

해당 화면에서 “F1”버튼을 누르면 관리자 옵션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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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클라이언트를 종료합니다.

내용

1. 관리자 옵션

1-1.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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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자 옵션

1-2. 암호 설정

.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게임 시작 / 플레이어 추가 및 삭제 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www.t-upvision.com

항목

관리 비밀번호 

변경 방법

비밀번호 묻기

① 현재 비밀번호 입력 (최초 번호(숫자 4자리)는 설치 기사님에게 문의 필수)

② 새로운 비밀번호 입력 (숫자 4자리)

③ 변경한 비밀번호 재입력

게임 시작과 게임을 진행하는 중 플레이어 추가 및 삭제, 비밀번호 입력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각 항목에서 ON 선택 시 비밀번호 입력으로 설정 OFF 선택 시 비밀번호 미입력으로 설정

② 저장 버튼을 누르면 변경 완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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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주얼 설정

. 게임 내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www.t-upvision.com

1. 관리자 옵션

항목

잔디 효과

홀 시작 인트로 카메라

리플레이 기본값

카메라 기본값

게임에서 잔디 효과를 ON/OFF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자동은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자동으로 ON/OFF 되는 기능입니다.

홀 시작 시 홀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거나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를 보여주거나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샷을 하였을 때 공이 날아가는 장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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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자 옵션

1-4. 게임 옵션

. 게임 옵션에서는 라운드 옵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멀리건 개수, 캐디, 컨시드 기본값, 그린 빠르기 기본값, 바람 기본값, 표시 단위 기본값, 티 높이 기본값, 

    연습장 이용방법, 스코어 카드 보기, 캐디 보이스를 설정 후 저장 하시면 설정한 내용으로 기본 설정이 완료됩니다.

www.t-upvision.com

항목

멀리건

그린 빠르기 

기본값

바람 기본값

표시 단위 기본값

캐디

멀리건의 사용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홀 1개 제한 - 체크 시 홀마다 멀리건을 1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체크 해제 시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유저 수정 가능 - 코스 설정 화면에서 손님이 횟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며, 체크 해제 시 손님이 설정 불가능.

캐디 사용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린 빠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느림(1.9m), 보통(2.1m), 빠름(2.5m), 매우 빠름(2.9m)

※ USGA 공식 그린 빠르기

66ft(2m) 이상은 빠름 이하면 느림으로 분류.

바람의 세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약하게 : 0 ~ 2.9m/s, 보통 : 3 ~ 6.9m/s, 강하게 : 7 ~ 12m/s, 랜덤 : 3가지 세기 중에 자동으로 1가지 선택

거리, 볼 스피드의 단위를 “미터, m/s”, “야드, mph”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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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자 옵션

1-4. 게임 옵션

항목

바람 기본값

표시 단위 기본값

티 높이 기본값

연습장 이용방법

스코어카드 보기

보이스 캐디

바람의 세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약하게 : 0 ~ 2.9m/s, 보통 : 3 ~ 6.9m/s, 강하게 : 7 ~ 12m/s, 랜덤 : 3가지 세기 중에 자동으로 1가지 선택

거리, 볼 스피드의 단위를 “미터, m/s”, “야드, mph”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티 높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유저)

◀▶화살표로 변경 가능 : 10mm ~ 70mm (5mm 단위)

연습장 자동 종료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샷 제한 : 1~999개까지 입력 가능

* 시간제한 : 1~99분까지 입력 가능

난이도 : 연습장 이용 시 난이도 설정 값

홀이 끝날 때마다 스코어카드의 노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ON/OFF를 통해 캐디 보이스를 듣거나 듣지 않을 수 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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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자 옵션

1-5. 하드웨어 설정

. 여러 방 스트로크에서 방을 생성하면 나오는 기본 이름을 지정/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타석 방향, 웹캠/플레이트 사용 여부, 타석 방향마다 샷 보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www.t-upvision.com

항목

방 이름 지정

플레이트

좌, 우타석

클럽

비거리 조정

좌우각(방향각) 보정

상하각(탄고각) 보정

사이드 스핀 보정

언어 변경

타석 선택

웹 캠

- 여러 방 스트로크 진행 시 방 제목으로 입력됩니다.

- 티매니저에서 매장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이름으로도 활용됩니다.

설치한 플레이트에 따라 타석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윙 동영상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플레이드 동작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 설치한 플레이트 형태에 따라 매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좌타석과 우타석의 보정값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럽의 [!]를 누르면 드라이버, 롱 클럽, 미들 클럽, 숏 클럽, 퍼터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샷과 퍼팅 비거리를 줄이거나 늘어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초기값 : 100 / 설정 범위 : 90 ~ 110)

샷 좌우각을 줄이거나 늘어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초기값 : 0.0 / 설정 범위 : -5.0 ~ 5.0)

샷 탄도각을 줄이거나 늘어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초기값 : 0.0 / 설정 범위 : -5.0 ~ 5.0)

샷 스핀량과 구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스핀 초기값 : 100 / 설정 범위 : 90 ~ 110 / 구질 초기값 : 가운데 눈금)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 1개 언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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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자 옵션

1-6. 사운드 설정

항목

배경음

음성 안내

효과음

게임 내에 배경음을 켜거나 끌 수 있으며,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내에 음성 안내를 켜거나 끌 수 있으며,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내에 효과음을 켜거나 끌 수 있으며,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

.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배경음, 음성 안내, 효과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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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화면

2. 로그인

. 라운드를 진행할 플레이어를 추가하고 로그인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 티업 비전 회원 로그인 후 라운드 하시면 지난 나의 기록과 나스모, 실력 통계 및 클럽별 거리 설정 등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벤트와 대회 참여 등 다양한 티업 비전만의 서비스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www.t-upvision.com

항목

플레이어 리스트

QR 코드

티업비전 회원가입 안내

카카오계정으로 로그인

좌측 리스트의 “+”버튼으로 플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으며, “X”버튼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최대 6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티업비전 회원이라면 “로그인”버튼을 눌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티업비전 앱으로 QR코드를 입력하면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티업비전 회원 가입 안내”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에 대한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카카오 계정이 있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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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동 로그인

. 플레이어 리스트에 있는 “로그인”버튼 클릭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www.t-upvision.com

2. 로그인 화면

항목

잔디 효과

홀 시작 인트로 카메라

리플레이 기본값

카메라 기본값

게임에서 잔디 효과를 ON/OFF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자동은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자동으로 ON/OFF 되는 기능입니다.

홀 시작 시 홀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거나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를 보여주거나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샷을 하였을 때 공이 날아가는 장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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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화면

2-2. 카카오톡 계정 로그인

. 카카오톡 계정으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www.t-upvis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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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 모드 선택 화면

3-1. 메인 화면

. 티업 비전만의 다양한 플레이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 한방 스트로크, 여러 방 스트로크, 아이템전, 포섬, 티업비전 대회, 연습장, 마음골프, 도전 골프왕 등 다양한 티업비전만의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한방 스트로크

여러 방 스트로크

아이템전

포섬

티업비전 대회

연습장

마음골프

도전 골프왕

하나의 스크린(룸)에서 최대 6명까지 스트로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매장에 다른 방 또는 다른 매장에 있는 친구들과 스트로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스크린(룸)에서 2명 ~ 4명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스트로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스크린(룸)에서 4명이 2명씩 한 팀으로 구성되어 팀전 스트로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공식 대회 및 매장 대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 레인지 및 퍼트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샷 횟수 or 시간제한)

롱게임 / 숏게임 / 퍼팅을 클럽별로 정확도와 거리를 연습하고 기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롱게임 / 숏게임 / 퍼팅으로 이루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획득한 점수로 순위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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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방 스트로크

4-1. 진행 방법

. 메인 화면에서 “한방 스트로크”아이콘을 선택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www.t-upvis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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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방 스트로크

4-2. 코스 선택

항목

이름 정렬

난이도 정렬

아웃, 인 설정

이름 정렬을 누르면 숫자 ▶ 가나다순으로 정렬합니다.

난이도 정렬을 누르면 매우 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으로 정렬합니다.

하단의 ▼을 누르면 아웃, 인 코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9홀 18홀 게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

. 실제 골프장과 흡사한 리얼하고 다양한 코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코스 선택 시 티업비전 사용자들의 실제 실력별 스코어를 기준으로 한 코스 난이도와 퍼트 난이도를 미리 보실 수 있으며 

    코스 이름 검색을 통해 쉽게 원하시는 코스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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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방 스트로크

4-3. 라운드 선택

. 라운드 내 게임 옵션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자별 타석/티 높이/티 위치/난이도 등급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게임 내 환경 옵션으로 멀리건/캐디/컨시드/그린 빠르기/바람/표시 단위/플레이트/리플레이/카메라/캐디 보이스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 게임 내 환경 옵션은 관리자 설정의 게임 옵션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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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방 스트로크

4-4. 내기 설정

. 내기 도우미 사용 여부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명 ~ 4명의 플레이어 수에서만 내기를 선택 가능하고 1명, 5~6명인 상태에서는 내기 모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단 버튼 중 “연습장”을 누르면 연습장으로 이동되고 연습장 이용이 종료되면 설정된 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항목 내용

내기 도우미

1타당 금액

버디 금액

배판 적용

롱기/니어 적용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내기 플레이어와 1타 이상 차이 날 때마다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합니다.

홀인원, 알바트로스, 이글, 버디를 하였을 때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합니다.

배판 적용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 버디 : 전 홀에서 버디를 하였을 때 다음 홀에서 배판이 적용됩니다.

- 동점자 : 전 홀에서 동점자가 있었을 때 다음 홀에서 배판이 적용됩니다.

- 트리플 이하 성적 : 전 홀에서 트리플 보기 또는 쿼드러플보기, 더블 파를 하였을 때 다음 홀에서 배판이 적용됩니다.

롱기/니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 롱기스트 상금 :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니어리스트 상금 :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랜덤한 1개의 파5, 파3 홀에만 롱기/니어 적용 : 18홀 간 1개의 롱기와 1개의 니어를 랜덤하게 선택합니다.

- 모든 파5, 파3 홀에 롱기/니어 적용 : 18홀 간 모든 파5, 파3에서 롱기/니어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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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방 스트로크

4-5. 홀 인트로 화면

. 홀 시작 시마다 해당 홀의 IP 지점과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관리자 옵션에서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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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 이용방법

5-1. 라운드 화면

항목

코스 정보

참가자 정보

다음 순서 참가자 정보

참가자 턴 정보

바람 정보

미니맵 전환

미니맵

목표지점 정보

참가자 공 위치

멀리건 / 스크린 캐디

컬러볼 / 지형 정보

추천 클럽 정보

티 높이 / 티 위치 조절

홀컵 위치 마크

센서 측정 값 - 스핀 정보

센서 측정 값 - 공 정보

이용 시간

메뉴 버튼 / 온라인 상태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라운드 중인 코스와 홀에 대한 정보 표시

라운드에 참여한 이용자의 스코어, 샷 정보 표시

다음 순서로 샷을 하는 참가자를 알려주는 표시 (NEXT, BRAKE)

샷 순서에 따라 순번이 돌아온 참가자를 알리는 샷의 기본적인 정보를 표시

바람의 풍향과 풍속 정보 표시

버튼을 눌러 그린 미니맵과 전체 미니맵 보기 전환

홀의 전체 맵을 표시

어드레스 중인 참가자의 추천 클럽에 따른 목표점 정보 표시

참가자 숫자에 대응하여 참가자의 공 위치 표시

멀리건 사용 버튼 / 스크린 캐디 사용 버튼(남은 횟수 출력)

컬러볼 선택 버튼 / 공이 놓인 지형(러프, 벙커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필요 정보 표시

어드레스 중인 참가자의 상황에 맞는 추천 클럽 정보 표시

티샷 대기 중인 참가자의 티 높이 조절 및 좌우 티 샷 위치 변경 표시

현재 홀의 홀컵 위치 정보와 위치를 보여주는 깃발 아이콘 표시.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 홀컵까지의 영상을 보여준다.

센서에서 측정한 스핀(구질)에 대한 정보 표시

센서에서 측정한 공 스피드, 좌/우 각도, 상/하 각도 정보 표시

라운드에 소용된 시간 정보 표시

게임 이용에 내외적으로 필요한 메뉴 호출 및 현재 온라인 상태 표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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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 이용방법

5-2. 컬러볼

. 티업비전은 스크린 골프의 재미를 향상시키기 위해 볼마다 특정 능력치를 부가하는 걸러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컬러볼 기능은 스트로크와 연습장에 한하여 적용되며 인 게임 및 앱을 통해 설정 가능합니다.

. 컬러볼은 컨트롤과 파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컨트롤은 스핀이 조절되는 양을 표시하고 파워는 비거리가 조절되는 양을 표시합니다.

. 화이트 공이 기본 공이며, 기본 값은 별 2개입니다.

. 블루, 핑크, 옐로우 공은 별 2개를 기준으로 1 ~ 5까지 + / -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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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 이용방법

5-3. 메뉴

● 보기 메뉴

. 진행 중인 라운드의 옵션을 변경하거나 특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제공합니다.

항목 단축키 내용

홀컵 보기

목표점 살피기

스코어 카드

주변 지형 보기

샷 영상 보기

내기 도우미

F2

Shift

F7

F6

F8

B

이번 홀의 홀컵 위치를 확인합니다.

미니맵에 표시된 목표점의 위치를 높은 시선으로 봅니다.

라운드에 참가 중인 이용자의 스코어 카드를 보여줍니다.

공이 놓인 주변 지형의 기울기를 표시합니다.

이전 샷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보여줍니다.

점수 도우미가 계산한 이전 홀까지의 점수 상황을 표시합니다.



22www.t-upvision.com

5. 게임 이용방법

● 기능 메뉴

항목 단축키 내용

스크린 캐디 사용

멀리건 사용

언플레이어블

이용자 순서 넘기기

이용자 추가 및 삭제

홀 아웃 선언

OK 주기

방향 초기화

F1

F12

D

P

F11

F5

K

Space bar

퍼팅 시 스크린 캐디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퍼팅 이외 사용 불가, 에이프로 제외)

이전 사용자의 샷에 대한 멀리건을 적용합니다.

현재 이용자가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벌타 드롭합니다.

현재 이용자가 턴을 넘기고 다음 내기자가 우선 샷을 합니다.

라운드 진행 중에 새로운 이용자를 추가하거나 기존 이용자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플레이 중인 홀을 중단하고 다음 홀로 이동합니다.

현재 이용자에 대해 OK를 선언하고 홀 아웃 시킵니다.(홀컵까지 4m 이내에서 사용 가능)

이용자가 임의로 방향을 정했을 시 방향을 초기화합니다.

● 편의 메뉴

항목 단축키 내용

사운드 설정

좌우 타석 변경

시선 조정

라운드 옵션

게임 옵션

이용자 휴식 설정

메뉴창 닫기

라운드 종료

U

S

V

R

O

L

M

ESC

사운드 ON/OFF 및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의 좌우타석 위치를 변경합니다.

시선을 화면 좌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멀리건/캐디/컨시드/그린 빠르기/바람/플레이트/리플레이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잔디 표현/표시 단위/카메라/캐디 보이스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시에만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현재 홀에서 동반자가 홀 아웃을 할 때까지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메뉴창을 열고 닫습니다.

라운드를 종료하는 팝업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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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 이용방법

5-4. 스코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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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로크 스코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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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 이용방법

5-4. 스코어 카드

● 스테이블포드 스코어 카드

. 스코어 카드 상단에 있는 “스테이블포드”버튼을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 홀마다 정해진 스코어 보다 네트 스코어가 낮거나 같은 경우에만 참여자에게 점수를 주며, 스코어가 낮을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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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 이용방법

5-4. 스코어 카드

. 스코어 카드 상단에 있는 “스킨스”버튼을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 홀마다 1등 참여자에게 1점을 부여하고 만약 1등이 2명 이상이면 해당 홀의 점수(1점)는 다음 홀로 이월됩니다. 

    라운드 종료 후 점수가 높은 순서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 스킨스 스코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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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 이용방법

5-4. 스코어 카드

● 신페리오 스코어 카드

. 스코어 카드 상단에 있는 “신페리오”버튼을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 히든 12홀을 랜덤으로 뽑아 핸디 점수를 계산해서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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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 이용방법

5-4. 스코어 카드

. 스코어 카드 상단에 있는 “종합 순위”버튼을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 스트로크, 롱기스트, 니어핀, 스테이블포드, 스킨스, 신페리오 결과 순위 기준으로 평균 순위를 구해 최종 순위를 보여줍니다.

● 종합 순위 스코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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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크린 캐디

6-1. 스크린 캐디

. 티업비전의 스크린 캐디는 퍼팅 시 그린 기울기를 고려해 

    최적의 퍼팅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 스크린 캐디는 옵션 설정에 따라 최대 9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린(에이프론 제외)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캐디 아이콘을 

    누르거나 키패드의 캐디 버튼, 또는 키보드 “F1”버튼을 

    누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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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크린  캐디

6-2. 스크린 캐디 TTS

. 티업비전은 캐디의 다양한 TTS 응원, 바람/높이 정보, 위험지역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코스 선택 후 라운드 옵션 설정에서 사용 유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스크라치

7-1. 점수 도우미 설정

. 스크린 골프 시스템에 골프 라운드 시 이루어지는 각종 내기 룰을 적용하여 스트로크 플레이 시 이용자가 설정한 금액으로 

    참가자 사이에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번호 항목 내용

1

2

3

4

사용 유무 선택

점수 당 액수 설정

배판 옵션 설정

롱기스트 / 니어리스트 설정

내기 도우미 기능 사용 유/무 선택

내기 도우미에서 계산 시 사용하는 금액 단위를 입력

배판 사용 여부와 배판이 되는 조건을 선택

롱기스트 / 니어리스트 사용 여부와 상금 설정 및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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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크라치

7-2. 점수 도우미 계산 화면 (전체보기)

. 플레이 중 현재까지 내기로 모여진 금액과 이용자 간 주고받아야 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축키 “B”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항목 내용

1

2

3

4

5

6

7

점수 도우미 설정 내용

참가자 정보

주고 받은 금액

점수 도우미 보기 옵션

획득 금액 보기 옵션

확인 버튼

자동 확인

현재 선택되어 있는 내기 종류와 설정 금액 정보를 표시

각 참가자의 이번 홀의 성적과 이번 홀에서 획득 금액 표시

화살표를 따라 주고받을 내기 금액의 흐름을 표시

점수 도우미를 보여주는 방법을 변경하는 옵션

이번 홀에서 주고받은 금액과 첫 홀부터 이번 홀까지 누적 금액을 확인 하는 옵션

점수 도우미를 닫음

체크하면 다음 홀부터는 점수 도우미가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고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31www.t-upvision.com



7. 스크라치

7-2. 점수 도우미 계산 화면 (간략보기)

. 간략 보기에서는 두 번의 내기 금액의 이동만으로 간단하게 대기 상황을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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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플레이 난이도

8-1. 난이도의 종류 및 설정

. 티업비전은 비기너, 아마추어, 프로, 마스터 총 4가지 난이도를 제공합니다.

    (단,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면 비기너, 아마추어, 프로만 제공)
. 플레이 난이도는 라운드 게임 옵션 설정 화면 및 라운드 중 프로필 창에서 설정 가능하며 사용자의 실력에 따라 좀 더 

    수월하게 라운드를 하실 수 있도록 플레이 난이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선택된 플레이 난이도에 따라 비거리, 좌우각, 스핀 등이 보정되며, 속도 / 좌우각 / 상하각 / 스핀 값 등은 인 게임 내 하단 

    UI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비기너 난이도

. 비기너 난이도는 비거리, 좌우각, 스핀 값이 보정되며, 

    해당 코스의 쉬운 티 박스로 자동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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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난이도

. 프로 난이도는 카메라 센서에서 스핀 값만 약간 보정해 줍니다.

    단, 적외선 센서의 경우 보정 되지 않고 센서의 정확도 만큼 그대로 반영됩니다.

● 마스터 난이도

. 마스터 난이도는 리얼한 정보 그대로 반영됩니다. 

    적외선 센서 보다 정밀한 카메라 센서 값이 반영되어 실제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시는 것과 매우 흡사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8. 플레이 난이도

8-2. 스코어 카드 난이도 아이콘 표시

. 인 게임 내 스코어 카드에도 비기너=B / 아마추어=A / 프로=P / 마스터=M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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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난이도 화살표 표시

. 샷을 한 후 공이 날아가는 중에 공 주변에 생성되는 화살표가 

    선택된 난이도의 색상에 맞춰 표시됩니다.
. 비기너=노란색 / 아마추어=주황색 / 프로=붉은색 / 마스터=보라색

8-4. 턴 변경 시 난이도 표시

. 턴이 넘어올 때 중앙 하단의 난이도가 표시가 됩니다.

. 난이도에 따라서 색상이 변경되며 비기너=노란색 / 

    아마추어=주황색 / 프로=붉은색 / 마스터=보라색으로 표시됩니다.



9. 레벨 시스템

9-1. 레벨

. 티업비전 레벨 시스템은 유저의 핸디캡과 등급이 합께 표기되며, 실력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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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레벨 단계

. 최근 5경기 기록을 기준으로 핸디캡(평균타수)과 등급을 부여합니다.

    단, 비기너 난이도에서 플레이한 라운드와 18홀 완주를 하지 않으면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아이템전

10-1. 아이템전

. 아이템전은 2 ~ 4명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36

● 아이템전 라운드 옵션 설정

. 스트로크 라운드 옵션과 동일하지만 멀리건 / 캐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이템전은 내기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아이템전

● 인게임 화면

. 최대 4인 플레이가 가능한 아이템전은 하단에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슬롯이 추가가 됩니다.

. 아이템 전에서는 컬러볼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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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아이템전 종류

. 아이템은 4가지가 존재하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사용 방법이 많아 골프를 재미있게 라운드 할 수 있습니다.

● 원위치

. 나 또는 상대방의 샷을 원위치 하는 기능.



10. 아이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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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한방

. 파3 티샷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템을 사용한 뒤 

    공을 그린 위에 올리면 컨시드(버디)가 되는 기능입니다.
. 아이템 사용 후 그린 위에 공을 올리지 못하면 아이템은 

    사라집니다.
. 인생한방은 한 사용자가 사용하면 동반자 모두에게 적용

    되는 아이템입니다.

● 홀컵이동

. 그린에서는 사용이 안되는 아이템이며, 티 샷 및 세컨드 

    샷에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사용하면 그린 위에 랜덤한 

    위치에 8개의 홀컵(깃발)이 생성되고 공이 8개의 깃발 중 

    가장 가까운 깃발에 홀컵이 생성되는 기능
. 아이템 사용 후 그린 위에 공을 올리지 못하면 아이템은 

    사라집니다.

● 블랙홀

. 홀컵에 원형의 범위가 생성되며, 해당 범위 내에 공이 

    진입하면 홀컵으로 당기는 효력이 발휘되고 강하면 

    벗어나기도 하는 기능입니다.

10-3. 아이템전 메뉴

. 아이템전에서 메뉴 기능 중 스크린 캐디 / 멀리건 / 

    이용자 순서 넘기기 / 이용자 추가 및 삭제 / 이용자 휴식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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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드림 스코어

11-1. 드림 스코어란?

. 해당 기능은 티업 비전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코스에서 라운드한 홀 별 기록 중 가장 좋은 스코어들을 수집해 스코어 카드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 플레이어가 달성한 성적들을 중심으로 생성된 성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성할 수 있는 스코어라 할 수 있습니다.

. 라운드한 코스의 베스트 스코어와 드림 스코어를 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베스트 스코어 : 라운드한 코스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스코어를 나타냅니다.

. 드림 스코어 : 라운드한 코스의 홀 별 기록 중 가장 좋은 스코어들을 모아 보여주는 가상의 스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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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드림 스코어

. 라운드한 코스의 베스트 스코어와 드림 스코어를 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베스트 스코어 : 라운드한 코스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스코어를 나타냅니다.

. 드림 스코어 : 라운드한 코스의 홀 별 기록 중 가장 좋은 스코어들을 모아 보여주는 가상의 스코어입니다.

※ 해당 코스에서 플레이한 모든 라운드의  홀 별 기록 중 가장 좋은 스코어를 상단에 드림 스코어로 제공합니다.



12. 티업비전 대회

12-1. 대회 참여

. 티업비전 대회는 로그인한 상태에서 “티업비전 대회”버튼을 누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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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티업비전 대회

12-2. 대회 리스트

. 로그인한 티업비전 회원과 비로그인 유저도 대회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간제 대회의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비로그인 유저는 순위와 시상에는 제외가 됩니다.

. 대회 라운드 중간에 이용자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하고 이용자 추가의 경우 비회원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순위 및 시상으로 인해 로그인 유저는 중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 비로그인 유저는 플레이어 리스트의 색상이 회색으로 처리됩니다.

항목 색상 내용

공식 대회(마스터즈)

공식 대회(명랑운동회)

매장 대회(스트로크)

매장 대회(명랑운동회)

파랑색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완주한 스코어 중 베스트 스코어만 랭킹에 기록됩니다.

완주한 모든 스코어가 랭킹에 기록됩니다.

완주한 스코어 중 베스트 스코어만 랭킹에 기록됩니다.

완주한 모든 스코어가 랭킹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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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습장

13-1. 연습장 입장

. 메인화면에서 “연습장”버튼을 누르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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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습장

44www.t-upvision.com

13-2. 드라이빙 레인지

.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연습을 위한 드라이빙 레인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 샷 궤적 확인 및 샷 구질 데이터를 표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항목 내용

1

2

3

4

5

6

측면 궤적 그래프

샷 구질 데이터 표

샷 궤적 라인

상단 궤적 그래프

연습장 이용 상황

연습장 난이도 설정

샷 궤적을 측면에서 바라본 그래프입니다.

연습장 진입 후부터 최근까지 모든 샷 데이터를 표로 표시

이용자가 샷을 한 공들의 궤적을 3D 화면에 라인으로 표시

연습장 거리 표시와 공의 궤적을 볼 수 있는 2D 형태의 라인으로 표시

연습장 이용에 필요한 남은 연습시간 또는 볼 개수로 표시

이용자가 설정한 난이도 표시(누르면 난이도 변경 가능)



13. 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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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퍼팅 연습장

. 다양한 거리의 퍼팅 연습을 위해 홀 컵 위치를 거리 별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 그린 빠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4. 마음골프 연습장

14-1. 마음골프 입장

. 메인화면에서 “마음골프” 버튼을 누르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46www.t-upvision.com



14. 마음골프 연습장

14-2. 마음골프 연습장 입장

. “마음골프 연습장 - 연습 시작”을 누르면 클럽 설정화면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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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클럽백

. 각 클럽 별 자신의 비거리를 설정하거나 클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내 클럽 백을 저장하시면 마음골프 연습장뿐만 아니라 라운드에서도 반영되어 미니맵에 해당 클럽의 내 비거리에 

    따른 목표점이 표시됩니다.



14. 마음골프 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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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목 선택

. 연습할 과목을 선택하여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 총 연습량과 연습 비중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클럽별 비거리와 오차 범위를 분석해 샷의 일관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과목별로 등급이 롱 게임(13개), 숏 게임(27개), 퍼팅 게임(1개)이 있으며, 과목별로 다양한 등급에 연습과 도전을 통해 

    클럽별 등급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각 과목 버튼을 누르면 평균 기록과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항목 내용

1

2

3

Long Game

Short Game

Putting Game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웨지 등을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언, 웨지 등을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퍼터를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14. 마음골프 연습장

14-3. 과목별 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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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방법

. 연습 기록 ▶ 과목 화면에서 연습을 진행하려는 클럽을 선택하면 해당 연습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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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골프 연습장 모습

. 연습할 목표에 맞게 홀컵 위치, 거리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오차 범위(탄착군 형성)를 좁혀 갈수록 올라가는 등급의 

    재미와 디테일한 내 샷 정보 수치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등급 도전 버튼을 눌러 재미있는 미션처럼 해당 과목의 등급을 도전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과목별로 8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퍼팅 게임을 제외한 롱게임, 숏게임 과목은 거리 별 오차 범위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번호 항목 내용

1

2

3

4

5

6

과목 변경

샷 초기화

등급 도전

원형 그래프

이미지 설명

내 위치 / 홀컵

다른 클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샷을 진행했던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해당 클럽에 대한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샷을 하였을 때 거리와 평균 거리, 해당 클럽의 등급을 표시합니다.

해당 게임에 대한 간단한 이미지 강의가 표시됩니다.

홀 컵과의 거리 및 그린 내에 홀컵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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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골프 미션을 클리어해서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 각 미션은 10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있고, 각 스테이지 별로 주어지는 세 번의 기회 안에 성공하면 다음 스테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미션을 반복적으로 도전하여 실력 향상을 돕고, 친구나 다른 사용자들과 순위 경쟁을 하며 골프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 티업비전에 가입하여 로그인한 회원님만 이용 가능합니다.

15-1. 도전 골프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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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클리어로 획득한 점수로 티업비전 앱을 통해

    맺은 친구 / 방문한 매장 / 전체 사용자(전국 순위) 

    랭킹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15-2. 도전 골프왕 순위

. 각 미션은 9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스테이지 별로 주어지는 세 번의 기회 안에 

    성공하면 다음 스테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미션 실패가 되면 해당 미션의 1스테이지부터 다

    시 도전을 해야 합니다.

. 보너스 스테이지는 미션 클리어를 통해 열쇠를 

    획득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순위는 모든 미션의 총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미션의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갱신됩니다.

. 보너스 미션은 어려운 난이도의 스테이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15-3. 도전 골프왕 미션



15. 도전 골프왕

53www.t-upvision.com

번호 항목 내용

1

2

3

남은 도전 횟수

진행 현황

클리어 조건

진행 중인 스테이지를 도전할 수 있는 횟수 정보 표시

해당 미션의 완료 및 미완료 스테이지 정보와 현재까지 획득한 점수 표시

해당 스테이지를 클리어 위한 조건 정보와 조건 완료 표시

15-3. 도전 골프왕 미션

● 도전 골프왕 미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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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도전 골프왕 미션

● 미션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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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진행방법

. 메인 화면에서 “포섬”버튼을 눌러 입장할 수 있습니다.

. 포섬은 4인 플레이만 가능합니다.

16-2. 코스 선택 및 라운드 옵션 설정

. 포섬의 코스 선택 및 라운드 옵션 설정은 한방 스트로크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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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포섬 팀 선택

. 포섬은 2인 1조가 되어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4명이 플레이를 할 수 있고 2인 1조가 샷을 번갈아가면서 진행하는 모드입니다.

. 티업비전의 포섬은 개별 티박스를 설정할 수 있어 남녀 혼합인 믹스드 포섬이 가능합니다.

. 라운드 설정은 한방 스트로크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포섬의 경우 내기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좌측의 플레이어 창에서 플레이어의 개별 티박스를 설정할 수 있으며, 우측에서 A, B팀을 선택하여 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각 팀의 1번과 3번은 라운드에서 먼저 티 샷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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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포섬 게임화면

. 한방 스트로크와 다르게 좌측 플레이어 리스트가 A, B로 변경 되어있으며, 좌,우타석, 티 높이, 티 박스, 난이도를 설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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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포섬 스코어카드

. 포섬은 스코어 카드에 매치 포인트가 있으며 홀에서 타수가 졌을 경우 DN, 비겼을 경우 A/S, 이겼을 경우 UP으로 표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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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여러 방 스트로크

.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같은 매장의 모든 방과 다른 매장의 방에서 참가자 수 제한 없이 하나의 스트로크 라운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메인 화면에서 “여러 방 스트로크”버튼을 눌러 입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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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여러 방 스트로크

● 방 목록 및 개설 / 참가

. 네트워크에 생성되어 있는 방 리스트를 볼 수 있고 원하는 방에 입장하거나 새로운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개설한 방에 참가하면 방장이 설정한 게임 라운드 옵션을 볼 수 있으며, 내방 아이콘 옆의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방에 참가한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핸디와 등급은 나오지 않음)
. 온라인 서버의 경우 다른 매장과의 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내부 네트워크의 경우 동일 매장에서만 라운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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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여러 방 스트로크

. 방을 개설한 방장은 참가한 사용자가 모두 준비를 마치면 라운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게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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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여러 방 스트로크

. 함께 플레이 중인 다른 방 참가자들 공을 내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방 스트로크 시작

번호 항목 내용

1

2

내 방 사용자 정보

다른 방 사용자 정보

같은 방에서 플레이 중인 사용자 정보 표시

다른 방에서 플레이 중인 사용자 정보 표시

-  홀 아웃 완료한 참가자의 경우 참가자 정보에 홀 스코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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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여러 방 스트로크

. 통합 스코어 카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 참가자들의 순위별 스코어 카드 보기 및 방 별 스코어 카드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 하단의 ◀▶버튼을 눌러 다른 방 스코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여러 방 스트로크 스코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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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후 스트로크 및 대회를 18홀까지 완주했을 경우 히든홀 입장이 가능합니다.

. 참여 불가능한 경우 : 라운드 중에 참여한 사용자 / 홀 포기 횟수가 3회 초과했을 때 / 1일 10회 참여를 초과했을 경우

. 모든 사용자가 참여 불가능한 상태라면 “입장 불가”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18-1. 입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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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위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위치를 비춰 줍니다.

. 상품에 따라 그린 위의 아이콘 영역이 좁거나 커질 수 있습니다.

18-2. 히든홀 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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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 내용

1

2

3

플레이어 턴 정보

상품 정보

성공 리스트

현재 티샷을 해야 하는 사용자 정보 표시

그린 위 상품 위치와 상품명을 표시

현재까지 상품을 획득한 인원 정보 표시

18-3. 티샷 대기

. 티 박스의 위치는 랜덤으로 지정되며, 홀 컵까지의 거리는 그린 중앙까지 거리를 나타냅니다.



. 상품 획득 시 사용자 계정으로 상품 쿠폰이 자동 지급되고 마음골프스토어에서 쿠폰을 사용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장에서 즉시 수령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매장관리자에게 문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8. 히든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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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