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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HIGH SPEED CAMERA SENSOR  CADDYPLUS SPIN

스핀을�읽어야�진짜�카메라센서

전면카메라

터치모니터

초고속
카메라센서

키오스크

캐디플러스�스핀 I (CPS I)

모델명 캐디플러스�스핀 I 

하드웨어
19인치�터치모니터
PC, 일체형케이스
전면카메라

윈도우7 임베디드

연습장모드 
인도어, 필드, 아일랜드
스윙분석시스템
필드연습
50개�골프장(1인플레이)
훈련모드
평지, 내리막, 오르막, 장애물

초고속�카메라�센서센서

운영체제

소프트
웨어

A : 116 cm
B : 53 cm
C : 35 cm
 
중량 : 36kg

키오스크�타입으로�기존�시설에
간편하게�설치가능�합니다.

블랙&화이트�색상의�세련된�일체형
키오스크는�매장내�인테리어�퀄리티를
높여주며�모니터�파손�위험을�줄여줍니다.

전면카메라가�기본장착되어
스윙영상을�볼�수�있습니다.

키오스크에�센서가�부착되는�방식
으로�타사처럼�타석이나�천정에�별도

공사를�할�필요�없습니다.

터치모니터를�사용하여
간편하게�조작할�수�있습니다.

HD급으로�리터칭하여
더�실감나는�그래픽.

이중�케이스�구조로
안정성이�뛰어납니다.

친�공을�임팩트�순간까지
정확히�볼�수�있습니다.

2 4

6 7 8

제원
상기�치수는�박스�포장시
    치수�및�중량입니다.

제품특징

1

5

2

3



ULTRAHIGH SPEED CAMERA SENSOR  CADDYPLUS SPIN

국내최초! 임펙트�순간까지�촬영하여�보여주는

캐디플러스�스핀 II (CPS II)

모델명 캐디플러스�스핀 II

하드웨어

19인치�터치모니터
PC, 일체형케이스
전면카메라
키보드, 마우스

윈도우7 임베디드

연습장모드 
인도어, 필드, 아일랜드
스윙분석시스템
필드연습
PAR3, PAR4, PAR5  18HOLE
훈련모드
평지, 내리막, 오르막, 장애물
라운딩모드 
70개골프장 (8인플레이)

초고속�카메라�센서센서

운영체제

제원

소프트
웨어

키오스크�타입으로�기존시설에
간편하게�설치가능�합니다.

블랙&화이트�색상의�세련된일체형
키오스크는�매장내�인테리어�퀄리티를
높여주며�모니터�파손위험을�줄여줍니다.

전면카메라가�기본장착되어
스윙영상을�볼�수�있습니다.

키오스크에�센서가�부착되는�방식
으로�타사처럼�타석이나�천정에�별도

공사를�할�필요�없습니다.

터치모니터를�사용하여
간편하게�조작할�수�있습니다.

HD급으로�리터칭하여
더�실감나는�그래픽.

친�공을�임팩트�순간까지
정확히�볼�수�있습니다.

제품특징

전면카메라

터치모니터

초고속
카메라센서

키오스크

1 2 3

5 6 7 8

상기�치수는�박스�포장시
    치수�및�중량입니다.

슬라이딩�패널에�장착된�키보드와
마우스는�조작에�편리함을�더합니다.

4

A : 116 cm
B : 53 cm
C : 35 cm
 
중량 : 40kg

3



ULTRAHIGH SPEED CAMERA SENSOR  CADDYPLUS SPIN

스크린�타석기�대명사

전면카메라

와이드
터치모니터

볼감지카메라
(C TYPE만�적용)

PC 케이스

메인센서

캐디플러스�리얼I (CPR I)                                 

모델명 캐디플러스�리얼 I (CPR I)

하드웨어
와이드터치모니터
PC, 철제케이스
전면카메라

윈도우7 임베디드

연습장모드 
인도어, 필드, 아일랜드
스윙분석시스템
필드연습
50개�골프장(1인플레이)
훈련모드
평지, 내리막, 오르막, 장애물

적외선�메인센서
볼감지카메라(C TYPE), 
포토센서(P TYPE)

센서

운영체제

소프트
웨어

키오스크�타입으로�기존시설에
간편하게�설치가능�합니다.

터치모니터를�사용하여
간편하게�조작할�수�있습니다.

3

천정에�카메라를�부착하는�방식이�아닌�키오스크에�바로
부착되어�별도의�시공없이�간편하게�설치되며�카메라가

볼�위치를�측정하여�일정범위�안�에서�자유롭게�칠�수
있습니다. * C-TYPE에�적용(옵션사항임)

6

제원
상기�치수는�박스�포장시
    치수�및�중량입니다.

제품특징

1

특허받은�적외선�센서로�평면센서�만으로 
수직탄도를�정확히�측정합니다. 센서두께 2.6cm로

 타석높이가 3cm 이상이면�설치가능합니다.

75

2

전면카메라가�기본장착되어
스윙영상을�볼�수�있습니다.

이중케이스�구조로
안정성이�뛰어납니다.

74

A : 116 cm
B : 53 cm
C : 35 cm
 
중량 : 32kg

4

볼감지포토센서
(P TYPE만�적용)



ULTRAHIGH SPEED CAMERA SENSOR  CADDYPLUS SPIN

라운딩에�현실감을�더하다!

캐디플러스�리얼II (CPR II) 

모델명 캐디플러스�리얼 II (CPR II)

하드웨어

19인치�터치모니터
PC, 일체형케이스
전면카메라
키보드, 마우스

윈도우7 임베디드

적외선�메인센서
볼감지카메라(C TYPE), 
포토센서(P TYPE)

센서

운영체제

제원

소프트
웨어

연습장모드 
인도어, 필드, 아일랜드
스윙분석시스템
필드연습
PAR3, PAR4, PAR5  18HOLE
훈련모드
평지, 내리막, 오르막, 장애물
라운딩모드 
70개골프장 (8인플레이)

제품특징

전면카메라

19인치
터치모니터

볼감지카메라
(C TYPE만�적용)

일체형
케이스

키오스크�타입으로�기존시설에
간편하게�설치가능�합니다.

전면카메라가�기본장착되어
스윙영상을�볼�수�있습니다.

터치모니터를�사용하여
간편하게�조작할�수�있습니다.

이중�케이스�구조로
안정성이�뛰어납니다.

슬라이딩�패널에�장착된�키보드와
마우스는�조작에�편리함을�더합니다.

블랙&화이트�색상의�세련된일체형
키오스크는�매장내�인테리어�퀄리티를
높여주며�모니터�파손위험을�줄여줍니다.

6

특허받은�적외선�센서로�평면센서�만으로 
수직탄도를�정확히�측정합니다.  센서두께
2.6cm로  타석높이가 3cm 이상이면�설치

가능합니다.

7

천정에�카메라를�부착하는�방식이�아닌�키오스크에�바로
부착되어�별도의�시공없이�간편하게�설치되며�카메라가

볼�위치를�측정하여�일정범위�안�에서�자유롭게�칠�수
있습니다. * C-TYPE에�적용(옵션사항임)

8

상기�치수는�박스�포장시
    치수�및�중량입니다.

A : 116 cm
B : 53 cm
C : 35 cm
 
중량 : 43kg

5

볼감지포토센서
(P TYPE만�적용)

메인센서

2 3 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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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HIGH SPEED CAMERA SENSOR  CADDYPLUS SPIN

캐디플러스�스핀�센서 ‒ 초고속카메라�센서

임팩트�순간까지�촬영하는�최고�성능의�초고속�카메라�센서

1

3

2

4

키오스크에�장착되어�타사와�같이
천정에�별도�시공�할�필요가�없습니다.

스윙궤적으로�스핀을�유추하는�방식이
아닌�실제�공의�스핀을�측정하여�구질을

표현�합니다.

3000프레임�이상으로�촬영하여
임펙트�순간까지�실제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전용�마킹볼을�사용하여�정확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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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HIGH SPEED CAMERA SENSOR  CADDYPLUS SPIN

카메라�볼�감지기 (C TYPE)  (P TYPE) 포토센서�볼�감지기 

수평센서�만으로�수직탄도까지�읽어내는�발명�특허품

적외선�센서 ‒ 캐디플러스�리얼�센서 

수평 2라인�적외선�모듈�시스템이 1도
단위의�탄도를�정확히�측정합니다.

특허등록: 제 10-1224276 호

센서내에�발광부와�수광부가�다�내장되어
센서를�위한�별도�전등을�천정에�시공할

필요가�없습니다.

3

철제케이스와�고무패드의�이중구조로
안정성을�더했습니다.

6

1

최저센서�높이(2.6cm)로
타석높이가 3cm이상이면�설치가능합니다.

75

2

총 68쌍의�적외선�모듈이 1mm간격으로
배열되어�정확한�좌우각도를�측정합니다.

적외선�센서로�태양광의�영향을�받지�않습니다.
*P-TYPE(포토센서)만�가능

수직센서�없이�수평센서�만으로�이루어져
좌 / 우타�설치가능합니다.

74

카메라�볼감지기로�일정영역에서
자유롭게�공을�놓고�칠�수�있습니다. 

포토센서로�볼을�감지하기�때문에
지정된�위치에�놓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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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에�재미를�더하다!

PLUS ENJOY! CADDYPLUS  SPIN

ULTRAHIGH SPEED CAMERA SENSOR  CADDYPLUS SPIN

인도어, 필드, 아일랜드 3가지�연습장모드 Full 3d
그래픽으로�한층�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평지, 오르막, 내리막, 장애물연습�총 4가지�연습모드
원하는�지점에서�반복해서�스윙연습�가능하며 20m,
30m, 40m, 50m, 60m 거리별�연습도�가능합니다.

PAR3, PAR4, PAR5 홀이�반복하여�총 18개�홀로
구성�드라이브부터�퍼팅까지�라운딩�레슨을�할�수
있습니다.

리플레이�기능, 남여프로�대조샷, 분할사진, 선그리기
기능, 저장기능, 스윙분석모드를�활용한�셀프연습이
가능합니다.

총 8명까지�플레이�가능하며, 지속적인�필드가�유료
업데이트�됩니다.

연습장모드 PRACTICE MODE

훈련모드 TRANING MODE

필드연습모드 FIELD PRACICE MODE

스윙분석모드 SWING ANALYSIS MODE

라운딩모드 ROUND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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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HIGH SPEED CAMERA SENSOR  CADDYPLUS SPIN

골프연습장�기타용품

회원관리 프로그램으로 각 타석 ON/OFF, 시간제어, 회원관리

스포렉스넷 <마그네틱리더기> <화상카메라> <마그네틱카드>

보급용
XGA급

서인전자 필드로

줌테크

빔프로젝터

1인용�의자 2인용�의자 채걸이클럽세척테이블

회원관리프로그램

타석매트, 매트브러쉬, 몰딩

오토티업기

타석칸막이이글캐디기

저가용
SVGA급



ULTRAHIGH SPEED CAMERA SENSOR  CADDYPLUS SPIN

설치사례

메모리폼 + 빔프로젝터 + 오토티업기 그물망 + 면타겟 + 오토티업기

그물망 + 빔프로젝터 + 오토티업기 그물망 + 면타겟 + 이글캐디기

이글캐디기 + 볼바구니�시공 이글캐디기 + 삽�시공

좌우타�겸용 이동식�철판�시공

10



ULTRAHIGH SPEED CAMERA SENSOR  CADDYPLUS SPIN

11

더�많은�설치점은�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016년�설치점현황

관공서, 아파트, 사내시설�설치현황

강릉 - 교동위너스크린 거제 - 거제관광호텔 거제 - 아주골프 광양 - J골프아카데미 김천 - 빅스크린골프

대구 - 성서메트로 대구 - 스카이골프 대구 - 핑스크린골프 부산 - (주)미림건설 부산 - 바이원

부산 - 투어스크린 부산 - 한웅레포츠 서울 - 월드골프스크린 서울 - 태경스크린골프 수원 - 탑골프연습장

양산 - 에이플러스 여수 - 최민철골프�아카데미 제주 - 킹골프타운 천안 - 원랜드골프연습장 포항 - 골프스토리

경산 - 경산여자고등학교 구미 - 구미세관 기장 - 동일스위트�커뮤니티센터 대구 - 개인시설 대구 - 백년가약아파트

부산 - 고리본부사택 부산 - 남구체육센터 부산 - 명지레포츠�센터 울산 - 부영아파트 창원 - 국방과학연구소기숙사



www.winnergolftec.co.kr
주식회사�위너골프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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