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인원 시스템
[골프 / 파크골프 / 이지골프 / 노래방 및 노래교실 / 영화관람 / 게임 / 프리젠테이션 및 회의 / 워크샵 / 스윙분석 / 스포츠 음악 드라마시청/ LP,CD 음악감상 / 종교활동]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Park Golf
시니어/주니어/우먼

필드 라운딩

Golf
스윙분석 시스템

Presentation
각종 세미나

Game
사격, 자동차경주,

싸이클 게임

Music System
노래교실
노래자랑

Cinema
영화감상

Golf
골프레슨 라운딩

올-인원 시스템 기능

골프

파크골프

이지골프

노래방 및 노래교실

영화관람

게임

프리젠테이션 및 회의. 워크샵

스윙분석

스포츠 음악 드라마시청

LP,CD 음악감상

종교활동

올-인원 시스템 용도

학교 교육 및 운동

노인 및 여성 회관

문화센터 운동 및 문화활동

군부대 여가활동 및 문화활동

스크린골프 업소 골프 및 멀티미디어 임대 수익사업

펜션 및 글램핑 수익사업

별장 및 타운하우스 문화 및 스포츠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5.1채널 서라운드 디지털 입체음향과 대형 스크린 HD영상으로

AV 즐기는 신개념 멀티미디어 올인원 시스템!

5.1채널 서라운드 디지털 입체음향과 대형 스크린 HD영상으로

즐기는 신개념 멀티미디어 올인원 AV 시스템!

노래방 각종 게임영화관파크골프골프 골프 스윙
분석 시스템

대형 극장 시스템에 버금가는 박진감 넘치는 디지털 사운드로 다양한 즐거움을 한자리에서 즐기세요.대형 극장 시스템에 버금가는 박진감 넘치는 디지털 사운드로 다양한 즐거움을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드라이빙
레인지



세계 최초  초고화질의 새로운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64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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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64비트 초고화질 게임엔진의세계 최초 64비트 초고화질 게임엔진의
64비트 엔진으로 초고화질로 지형 제작된 코스, 3D 오브젝트와 초고속 센서 카메라까지64비트 엔진으로 초고화질로 지형 제작된 코스, 3D 오브젝트와 초고속 센서 카메라까지

구성품 설명

컴퓨터 사양만 64비트고 게임엔진은 32비트인 타사 골프게임 소프트웨어에 속지마세요!

초고속 카메라 센서

오토 스윙 플레이트

64bit 1920x1200
WUXGA 골프코스

5.1ch 멀티미디어 올인원
AV시스템 5000ANSI

고해상도 프로젝터

자동 잔디변환기
(벙커,러프,페어웨이)

오토티업기, 자동 볼 공급기

LED 센서조명

7키 컨트롤러



멀티미디어 올인원 AV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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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
저렴한 비용, 최고의 연습효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레저공간

비즈니스 미팅, 가족레저 공간

노래자랑

고화질 대형 Display와 5.1ch 서라운드 입체음향으로 즐기는 새로운 놀이문화!

각종게임영화감상

골프게임

기본 공간 사이즈

새로운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새로운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자체 개발한 새로운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입니다자체 개발한 새로운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입니다

티 높이 조절(위)

티 높이 조절(아래)

화면 왼쪽으로 이동

화면 오른쪽으로 이동클럽 바꾸기

골프코스 비행모드로 보기

멀리건

7키 컨트롤러 설명

4m~5,2m4m~5,2m

2,8m~3,1mm2,8m~3,1mm

0.2m0.2m

1,2m1,2m

1,7m1,7m

0.67m0.67m

6m~6m~

2m~2m~
0.12m0.12m



64비트 엔진으로 초고화질로 제작된 코스, 3D 오브젝트와 초고속 카메리까지

완벽하게 개발한 새로운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입니다

 3D 오브젝트 자체제작
공개된 외국산 라이브러리가 아닌 실제로 골프장에

식재된 나무/꽃/풀/건물 등을 토대로 자체제작한 오브젝트 사용

[자체개발 3D오브젝트 3,000여종 60,000개 보유]

통맵 제작
골프장 18홀 전체 및 주변을 실제 골프장과

똑같은 형태로 동시에 제작하여 지형차이가 없음

[타사는 한 홀씩 제작하여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실제 골프장과 지형차이가 많이 나는 단점]

세계 최초 64bit 환경 제작
국내 최초로 64비트 제작방식

기존 32bit와 64bit 차이는 가용메모리 사용에 나타남

[32  가용메모리: 4GB / 64  가용메모리:192GB 확장하여 사용가능]bit bit

원경 지형제작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을 모델링

골프장 주변 전경 10km 밖까지 3D제작(세계유일)

[골프장 3배 크기의 원경]

자체 개발 정밀 항공사진 도화기술
자체개발한 3D 근접 항공사진 도화기술을

통해 정확한 등고값을 추출 실제 코스와 동일한 지형으로 제작

[5m도화 맵 사용]

자체 개발 초고속 카메라 센서
볼과 클럽의 순간 동작을 촬영하여 방향, 속도,높이, 스핀

등을 인식하여 표현해주는 초정밀 센서 시스템

[초고속 트윈 스테레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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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시뮬레이터



세계 각 지역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골프코스(90개)

골프장에서 실제 심어져 길러진 식물을 계절과 종류, 크기를 고려하여 바람에 흔들리는 움직임까지

3D오브젝트로 세밀하게 표현하였고, 골프장의 각종 건축물 및 목적물, 자연물 등도 3D 오브젝트로 표현하여

필드 느낌을 실감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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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오브젝트 4만개 제작

골프 시뮬레이터

봄봄 여름여름

가을가을 겨울겨울



Full HD를 넘어선 WUXGA(1920x1200) 고해상도 18홀 통맵 골프코스

WUXGA 1920 x 1200WUXGA 1920 x 1200

시즌골프 64 bit [16:10]시즌골프 64 bit [16:10]

하늘이 평면인 타사와는 다르게 동그란 지구의 모습을 옮겨 놓아 실제 모습 같은 하늘, 자연의 모습

그대로 지형지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골프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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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사진



일본 코쿠사이 일본 케야

페블비치 코스 히론레이크 코스

아크로사 코스

세븐스타 코스빙구단샤 코스

윈트리 코스가을 황산 코스

그랜드 캐넌 코스

장가계 코스

WUXGA(1920x1200)의 18홀의 골프 코스 전체가 하나의 맵으로 제작된 90여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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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소개(예시 코스)

골프 시뮬레이터



Full FadeFull Fade
Push FadePush Fade

Push StraightPush Straight
DrawDraw

SlideSlideHookHook

Push DrawPush Draw

FadeFade

StraightStraight

Full DrawFull Draw

Full StraightFull Straight

Downhill BounceDownhill BounceHill BounceHill Bounce

Uphill BounceUphill Bounce

Downhill BounceDownhill Bounce

Hill BounceHill Bounce

Running ApproachRunning Approach
Lob Shot(40°) Lob Shot(40°) 

Lob Shot(45°) Lob Shot(45°) 

Lob Shot(57°)Lob Shot(57°)

Flop Shot(70°)Flop Shot(70°)

골프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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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제작 과정

항공 사진촬영

내리막 표현 

사실적인 볼 액션

지형 지물 물리값에 따라 숏 게임(로브샷, 플랩샷, 런닝어프로치,범프샷)

볼 탄도 표현

실전과 같은 11가지볼 액션 표현 오르막 표현 지형 지물 물리값에 따라 사실적인 볼 액션

3D 지형 제작

정밀 정사 영상

미니 맵골프장 주변 경관 제작

다양한 구질 및 바운스 표현



센서
구분

정확도

화각

고각

반응속도

편의성

고장률

2-3컷의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

프로세싱 함

2-3컷의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

프로세싱 함

카메라 센서의 1/4" 또는 1/3" CCD 사용

렌즈화각 64-75도 사용

카메라 센서의 1/4" 또는 1/3" CCD 사용

렌즈화각 64-75도 사용

타사 카메라 센서는 천정에서 고각인식으로

3-4도 단위로 처리(정확도가 낮음)

타사 카메라 센서는 천정에서 고각인식으로

3-4도 단위로 처리(정확도가 낮음)

타격 후 반응속도 약 1-1.2초 소요 타격 후 반응속도 약 1-1.2초 소요 

좁은 프리루틴으로 11가지 볼 표현에

문제가 있다(Full, Push등)

좁은 프리루틴으로 11가지 볼 표현에

문제가 있다(Full, Push등)

일반적으로 상용화되는 카메라 모듈을

구매 사용하여 고장률이 높으며

A/S도 불편하다

일반적으로 상용화되는 카메라 모듈을

구매 사용하여 고장률이 높으며

A/S도 불편하다

6컷의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

프로세싱하여 정확성 극대화

6컷의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

프로세싱하여 정확성 극대화

카메라 센서의 1/2" CCD 사용

렌즈화각 102도 사용으로 넓은 범위 인식

카메라 센서의 1/2" CCD 사용

렌즈화각 102도 사용으로 넓은 범위 인식

본사 카메라 센서 초고속 스테레오

카메라 센서는 고각을 1도이하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

본사 카메라 센서 초고속 스테레오

카메라 센서는 고각을 1도이하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

FPGA4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으로

국내 카메라 센서 중 리얼 타임 전송

FPGA4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으로

국내 카메라 센서 중 리얼 타임 전송

프리루틴 (일정 범위 안에 원하는 곳에

볼을 놓고 샷 하는 자유로운 플레이 가능)

프리루틴 (일정 범위 안에 원하는 곳에

볼을 놓고 샷 하는 자유로운 플레이 가능)

자체 개발 카메라 모듈 사용정전기

방지 및 시리얼 입력 등 스크린 골프 센싱에 적합한

안정성이 극대화된  메라 센서 시스템

자체 개발 카메라 모듈 사용정전기

방지 및 시리얼 입력 등 스크린 골프 센싱에 적합한

안정성이 극대화된  메라 센서 시스템

타사 카메라 본사 카메라

골프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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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센서 비교표

초고속 카메라 센서 시스템(클럽과 공을 동시에 읽어 정확도가 높다)

2개의 초고속 카메라 센서가 볼의 방향, 스피드, 탄도, 스핀을

정확하게 인식하며 클럽까지 인식하여 필드와 같은 느낌을

구현하는 볼 및 클럽 추적 방식의 TWO VISION센서 시스템

특히, 그린주변에서 70도의 고각도 탄도로 볼을 쳐도 정확하게 인식한다.(로그샷)

화각이 매우 넓어 방향에 대한 반응이 정확하다.



스윙 분석 정보

골프 스윙분석 시스템

본사 골프 시뮬레이터 시스템과 연동되어 초고속 카메라와

HD 모션 카메라로 스윙을 분석하는 골프 스윙 분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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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카메라 및 모션 카메라로 인식된 클럽패스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골프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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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골프 시뮬레이터

필드에서 직접 연습하는 드라이빙 레인지, 트레이닝, 어프로치, 니어핀, 퍼팅 연습 등 다양한 연습모드

Full HD를 넘어선 WUXGA(1920x1200) 고해상도 또는 XGA(1024x768)

다양한 정보와 드라이빙 레인지 트레이닝, 어프로치 등 다양한 모드의 연습코스



파크 골프

멀티 골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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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자녀 등 한 가족이 모여서 파크골프, 이지골프 등을

한번에 즐길 수 있고, 골프를 못 치는 친구와 같이 할 수 있는 입니다. [특허출원]멀티 골프 게임

이지 골프
골프채 한 가지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이

즐기는 간편한 골프

골프를 안 배운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쉬운골프

이지 골프채 / 이지 골프공 기본 골프채 / 기본 골프공
파크 골프채 / 파크 골프공



파크 골프 & 이지 골프

멀티 골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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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와 이지골프의 거리는 동일하고

공인 코스와 비 공인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비 공인은 코스가 다양합니다.

PAR 3 : 50m 이내

PAR 4 : 50m~100m 사이

PAR 5 : 100m~150m 사이

이지골프

골프

파크골프

멀티 골프 게임은 골프, 파크골프, 이지골프의 거리를 설정하여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멀티 골프 게임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파크골프&이지골프

엄마(여자골프)

아빠(남자골프)



시스템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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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a

2ea

1ea

1ea

90ea

1ea

2ea

3ea

1ea

2ea

1ea

1ea

1ea

1ea

GA-1080

C922-Pro

1ea

1ea

24"

Monitor Stand

1ea

1ea

SW-1217/1227

AT-180/155

TC-3S

MK-07

Main Processor

Camera Sensor

LED Sensing Light

Golf SW

Golf Courses

HC-2708G

SM-120S(M)

SL-30

RY-64

KG-1200

MM3266/W

CLS038

CLS032

66ND

Digital Mixer

Main Speaker

Center and Rear Speaker

Wired Microphone

Swing Plate

Auto Tie-up Machine

Turf Converter

Control Key

Main Processor

5.1ch
Multimedia
Equipment

Hardware

Projector EB-2250U

Software

Camera

Monitor

Monitor & Monitor Stand

Swing Analyzer
(Option)

SECTION DESCRIPTION SEPCIFICATION QTY 비고

SECTION DESCRIPTION SEPCIFICATION QTY

HC-2704G

SM-120S(M)

SL-30

KG-768

KG-1200

X-32

1ea

2ea

1ea

1ea

5ea

1ea

GA-1080

C922-Pro

1ea

2ea

24"

Monitor Stand

1ea

1ea

Main Processor

Camera Sensor

LED Sensing Light

Golf SW

Golf Courses

Software

Camera

Monitor

Monitor & Monitor Stand

ProjectorOption

Main Processor

Swing Analyzer

비고

시스템 구성표(올인원 시스템)

시스템 구성표(트레이닝 시스템)

Projector(Option)



오른손타석 스윙플레이트

장비설명

초고속 카메라 센서 및 메인프로세서

스윙 분석용 터치스크린

잔디변환기

골프 시뮬레이터 장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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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모션 카메라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토티업 및 7키 컨트롤러

페어웨이 러프 벙커

양손타석 스윙플레이트



고화질 비디오와 고음질의 사운드를 구현하는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현장감 있는 5.1채널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 구현으로 더욱 생생하고, 입체적인 오디오 출력

영상과 음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멀티미디어 올인원 AV 시스템

다양한 장비들과 호환 기능

5.1채널 서라운드 시스템을 통하여 방향감, 거리감, 공간감의 요소를 충실하게 재현한 생생한 영화감상

영화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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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inema System

고화질 대형 디스플레이와 파워풀한 으로

생생하고 박진감 넘치는 영화감상

5.1채널 서라운드 입체음향



유투브(Youtube)를 이용하여 나만의 노래 부르기 및 노래 감상을 파워풀한 음향으로 연출

노래 부르기와 음악감상에 최적화된 최상의 사운드 구현

뮤직 시스템

19

대형 스크린 HD Display와 고품질 사운드

현장감 넘치는 파워풀한 음향으로 즐기는 노래방 시스템

명료하게 들리는 보컬 사운드로 노래 부르기와 음악감상에 쉬운 최고의 사운드 구현

노래 부르기와 음악감상에 최적화된 음향 시스템

균형잡힌 강력하고 선명한 사운드 구현

Youtube로 연동하여 자유롭게 노래 부르기 & 노래 감상



게임 시스템

고화질 화면과 고음질의 사운드를 구현하여 생생하게 게임을 즐길 수있는 디지털 시스템

현장감 있는 5.1채널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 구현으로 더욱 생생하고, 입체적인 오디오 출력

영상과 음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멀티미디어 올인원 AV 시스템

각종 다양한 장비들과 호환 가능

Digital Game System

Nintendo, Play Station 4, Xbox 등 콘솔게임기(옵션)와 PC 게임을

으로 생동감 넘치게 즐기는 완벽한 시스템대형 스크린과 디지털 서라운드 입체음향

Nintendo, Play Station 4, Xbox 등 콘솔게임기(옵션)와 PC 게임을 생생하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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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System

MM3266/MM3266S(블랙/화이트)

CLS032A(블랙/화이트), CLS038A(블랙/화이트)CLS032(블랙/화이트), CLS038(블랙/화이트)

8ohms

500W

2000W

96dB

132dB

45-350Hz

Subwoofer: 50Hz-1kHz, Column: 200Hz-20kHz

>103dB

6 x 1/4" Phone  Input (F/L,F/R,R/L,R/R, Subwoofer, Center)

MDF Black Texture

520 x 600 x 380

36kg

AC 220V / 50,60Hz

Normal Impedance 

Rated Power Rating

Max. Power Rating

Sensitivity(1W/1m)

Max. SPL

Frequency Response

Frequency Response

S/N Ratio

Specification

8ohm / 3" 35W x 2 

70W

280W

101dB

120dB

230Hz-20kHz

120° X 40°

MDF Black Texture

125 x 250 x 130

3.3kg

Normal Impedance 

Rated Power Rating

Max. Power Rating

Sensitivity(1W/1m)

Max. SPL

Frequency Response

Coverage

Cabinet

Dimensions(WxHxD)

Weight

Specification

8ohm / 3" 35W x 8

280W

1,120

101dB

131dB

180Hz-20kHz

120° X 40°

MDF Black Texture

125 X 750 X 130

14kg

W

Subwoofer

Amplifier

Column
Speaker

MM3266 / MM3266S

CLS032 / CLS032A CLS038 / CLS038A

MM3266 / 
D-Class 7ch Amplifier & Subwoofer & Multimedia Processor

MM3266S

CLS032 / 
Surround & Center Speaker
(Center / Rear L / Rear R)

CLS032A CLS038 / 
Main Column Line Array Speaker(L/R)

CLS038A

D Class Subwoofer 300W/8ohm Amp 1,2  200W/8ohm

Amp 3,4,5,6 50W/8ohm 4ch Total Individual 7ch D Class Amp Drive
Output

Input/Output Terminal Connector

Weight

Voltage

Cabinet

Dimensions(WxHxD)



AV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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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3인치 풀레인지 드라이버를 배열한 수직 메인 컬럼 라인 어레이 스피커

15인치 서브 우퍼 스피커와 3개의 풀레인지 소형 컬럼 스피커

초경량 무게와 Class-D 타입의 7채널(5.1채널) 내장형 디지털 파워 앰프

디지털 오디오 믹서와 DSP가 결합된 멀티미디어 메인 프로세서

HD 디지털 영상 입출력을 위한 내장형 HDMI 스위쳐와 스플리터

WUXGA급 해상도(1920 x 1200) 지원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시스템

메인 스피커와 서브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로 구성된 다양한 시스템으로 구성 및 활용 가능

HD 디지털 신호(영상+오디오) 입력으로 별도의 장비 없이 간편하게 5.1ch 서라운드 시스템 구성

4:1 HDMI Switcher를 내장하여 최대 4개의 HDMI 영상신호 입력 받아 선택하여 출력

4ch Splitter를 내장하여 선택한 영상신호를 최대 4개로 분배하여 출력

영상과 오디오 신호를 하나의 신호로 합치는 Embedded  기능과 반대로 분리하는 De-embedded 기능

별도의 스위쳐 혹은 매트릭스 등의 라우터 없이 영상 시스템 구성 가능

시스템 특징

Multimedia Processor

W/L Mic Receiver

HDMI Switcher

HDMI Splitter

Digital Audio Mixer

DSP

Digital Power Amplifier

디지털 비디오 솔루션

Multimedia All-in-One AV System 시스템 구성도

D-Class 7ch Amplifier &
Sub Woofer & Multimedia Processor

Rear Left Speaker Rear Right Speaker

Front 
Column Line Array Speaker

Left Front 
Column Line Array Speaker

Right
Center Speaker

Main Processor & Sensor Camera

LCD Projector



InputInput PEQ-GRAPHPEQ-GRAPH IN-OUT-LEVELIN-OUT-LEVEL NameTagNameTag

Bus-sendBus-send SetupSetup Reverb-Pitch-Scene-VideoReverb-Pitch-Scene-Video GroupFaderGroupFader

PC-GUI 연결 없이 장비 전면 키를 이용하여 입출력 볼륨을 간편하게 조정할수 있습니다.
- 입력 볼륨 조정 :    해당입력(MIC1, MIC2..., AUX, VIDEO)의
   뮤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스터볼륨을 조정하면 각각의 입력 볼륨이 제어 됩니다.
- 출력 볼륨 조정 : 마스터볼륨을 조정하면 모든 출력 볼륨이 제어 됩니다.

AV의 최적화된 세팅값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으로, 비 전문가도 최적화된 AV 시스템을 스위치를
누르는 것 하나로 간편하게 즐길수 있습니다.
장비의 중요한 4가지의 씬 버튼과 GUI의 12가지의 씬 버튼으로 사전 조정한 셋팅값을 언제든 불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영화, 2번 노래, 3번 게임, 4번 골프시뮬레이터로 조정하여 저장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GUI에서 최적화된 AV 세팅 값으로 저장하여
16가지의 씬(Scene) 메모리 기능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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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가지의 씬(Scene)메모리 기능

AV System



부산기술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병로 35-2 

(연산동 579-76) 4층

TEL.(051)506-1538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호남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 60 (고사동 19-2)

TEL.(063)282-0900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4길 5 (도곡동 449-8)  

TEL.(02)579-1533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공장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골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TEL.(033)456-0905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충청지사(기술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16번길 27 

(갈마동 349-17) 1층

TEL.(070)5090-2210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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