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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의 시작! 지스윙 멀티

레슨, 연습, 라운드까지! 지스윙 멀티 하나면 끝!

| 일반 골퍼도!
•덥고 춥고 힘든 레슨, 연습 환경 속에 지친 골퍼
•정확한 거리와 구질을 확인하며 연습하고 싶은 골퍼
•필드에 나가기 시간적, 거리적 여유가 부족한 골퍼
•필드 나가기 전 실전 연습이 필요한 골퍼

편리한
레슨

+

똑똑한
연습

+

리얼한
라운드

| 프로, 사업주도!
•정확한 데이터로 진단하며 레슨하고 싶은 레슨 프로
•오전, 오후 시간대 레슨, 연습 고객까지 모두 유치하고 싶은 사업주
•기존 스크린골프와 동일한 라운드 위주의 스크린골프 매장을 운영하고 싶은 사업주

지스윙 멀티라면 모두가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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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와 필드가 한 곳에! 지스윙 멀티

트레이닝
지스윙 멀티
아카데미

아웃도어 레인지를 능가하는 지스윙 멀티의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실력 향상!
드라이빙 레인지, 그린 공략, 기본 퍼팅, 퍼팅 게임 총 4가지 방식을 통한 트레이닝 가능

연
지스윙 멀티
필드

습

라운드 전 몸 풀기 연습도 정확하게!
정확한 구질 표현과 다양한 클럽 별, 상황 별 연습을 통해 라운드에 대비

라운드
필드에 온 듯 생생하게! 필드 느낌 그대로 실전 라운드!
전 코스 Full HD로 선명하고 생생한 느낌의 라운드
필드 만큼 정확한 구질로 필드 가기 전 실전 라운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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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윙 멀티 아카데미_트레이닝

정확함은 기본!
다양한 샷 데이터 제공으로 분석적인 트레이닝이 가능한 지스윙 멀티 아카데미!

| 아웃도어 레인지의 한계를 뛰어 넘는 지스윙 드라이빙 레인지

| 거리 별, 상황 별 연습이 가능한 그린공략

•클럽 별 연습과 저장된 샷 데이터로 상세한 분석 가능

•50m, 100m 등 선택한 목표 거리 별 연습

•과녁판을 통해 나의 샷 구질을 손 쉽게 확인

•오르막, 내리막, 좌측 오르막, 우측 오르막 등 그린 지형 별 설정 가능

•최근 10회까지 샷에 대한 통계로 샷에 대한 정밀 분석 가능

•현재 진행한 99회의 샷 데이터를 기준으로 샷 통계 제공(모드, 클럽, 거리 변경 시 초기화)

(총거리, 캐리거리, 볼스피드, 발사각, 방향각, 백스핀, 사이드스핀, 최고 높이, 페이스앵글, 클럽 패스, 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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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녁판을 통한 샷 평가 (녹색 : 퍼펙트, 주황색 :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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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윙 멀티 아카데미_트레이닝

지스윙 멀티 아카데미의 강력한 컨텐츠로 레슨과 연습은 즐겁게!
골프 실력은 쑥쑥!

| 기초부터 탄탄하게! 기본 퍼팅

| 최고의 스윙을 위한 굿스윙 분석

•샷 위치와 홀 컵까지의 거리를 선택하여 거리 별 퍼팅 연습 가능

•굿스윙 영상을 통한 나의 스윙 점검

•지형은 평지 그린으로 기본 퍼팅 연습

•굿스윙 분석을 위한 샷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여 스윙에 따른 샷의 변화 확인
•화면 편집 기능(선, 도형 그리기)을 통한 상세한 레슨 가능

| 퍼팅 연습도 더욱 재미있게! 퍼팅 게임
▶ 퍼팅게임 1
•홀 컵을 기준으로 원형으로 볼을 배치한 퍼팅 게임

| 일정한 패턴으로 샷 연습을 강화하는 미러 윈도우

•퍼팅 게임 선택 시 홀 컵을 기준으로 1, 3, 5m 거리 퍼팅

•소리와 그림으로 스윙 템포를 제공해 일정한 패턴으로 연습 가능

•퍼팅 성공 시 랜덤으로 1-8까지 퍼팅 위치 자동 이동 (퍼팅 거리에 따라 퍼팅 위치는 다름)

•정면, 상단의 카메라를 각각 또는 동시에 출력 가능

▶ 퍼팅게임 2

•1-3단계 설정을 통해 템포의 속도 조절 가능

•내리막 그린 기준 홀 컵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에서 연습
•오르막, 내리막, 좌우 경사 등 지형에 따른 퍼팅 연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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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윙 멀티 필드_연습

지스윙 멀티 필드 연습으로
라운드 전 가벼운 몸 풀기 연습!

단 한 번의 샷 연습도 제대로!
| 사전 연습도 실전처럼! 지스윙 멀티 필드로 모든 샷 점검

필드 느낌 그대로!

•지스윙 필드 연습은 클럽 별, 거리 별 그린 공략 연습 가능
•드로우, 페이드, 로브, 피치 등 모든 샷 연습 가능
•모든 어프로치 샷과 섬세한 퍼팅으로 필드와 같은 숏게임 대비
•스탠스, 바람, 목표 거리 등 다양한 상황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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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윙 멀티 필드_라운드

정확한 구질로 필드 느낌 그대로의
실전 라운드를 즐기다!

또렷한 Full HD 화면과 최고의 편리함으로
라운드의 질을 높이다!

▶초고속 카메라 센서로 정밀한 발사데이터 측정

▶프로젝터만? 해상도만? 지스윙은 제작 설계부터 진정한 Full HD!

•지스윙은 볼의 속도, 각도 뿐 아니라 스핀까지 직접 측정하는 2300fps 초고속 카메라

•지스윙은 그래픽 엔진과 리소스 제작 설계부터 Full HD(1920x1080) 해상도로 제작

센서로 정밀한 초기 데이터 측정 (마킹볼이 없는 중/고속 카메라 센서는 스핀을 직접

하여 디테일과 선명도에서 차별화 되는 진짜 Full HD의 품질을 구현하여 필드와

측정하지 않고, 클럽 페이스 등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스핀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며

같은 생생함을 제공

비거리의 오차가 크고 구질 구현이 부정확)

정확한 초기 데이터 측정

초고속 카메라 센서

생생한

Full HD화면

•항공측량데이터, 위성사진,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실제 코스를 분석 제작

▶지스윙은 편의성도 다르다! 업계 최초의 터치스크린

▶필드와 동일한 거리와 구질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지스윙 물리엔진!

•클럽 별 공략 거리 설정, 티높이 조정, 공략 방향 미세조정 등 개인별 맞춤 설정을

•지스윙 구질 구현 기술의 핵심, 6차원 물리엔진

원터치로 간편하게 설정

•수 십 만개의 표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골프 물리를 완벽하게 해석하여 적용
편리한

•우측 미니맵을 통해 오비라인, 해저드 라인, 고저차 등 라운드에 유용한 각종 정보 제공

터치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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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윙 멀티 필드_라운드

지스윙 멀티의 풍부한 컨텐츠로
라운드의 재미를 더하다!

▶라운드를 쉽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지스윙 캐디

▶내 스윙 점검은 물론 특별한 샷의 순간을 기록하는 굿스윙&세레모니

•거리에 따른 방향 설정 등 코스 매니지먼트를 제공하며, 퍼팅라인 추천 기능 사용 시

•정면뷰와 탑뷰를 통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듀얼 굿스윙 카메라로 라운드 중에도

퍼팅 라인을 자동으로 놓아줌
•최신 골프 의류를 그대로 착용해 골프 패션 트렌드까지 볼 수 있는 패션 캐디 예린과
경상도 사투리로 라운드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투리 캐디 주연 등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

나의 스윙 점검 가능
•홀인원, 이글, 알바트로스, 오스트리치, 콘도르, 칩인버디, 벙커탈출 홀인, 롱퍼팅 10m등
특별한 샷 달성 시 샷 영상과 함께 환희의 세레모니가 담긴 모습을 하이라이트로 제공

▶내 샷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는 골프공!

▶샷에 따라 달라지는 지스윙 이벤트 패턴 중계 카메라

•플레이어가 필드 느낌 그대로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실존하는 골프공을 모델링한

•샷 종류 별로 중계 카메라가 다양한 각도로 영상을 보여 줌

다양한 골프공 선택 가능
•골프공의 차이에 따라 최대 10%의 비거리와 스핀 양의 차이가 발생

14

특별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지스윙 멀티!

•변화 무쌍한 이벤트 패턴의 중계 카메라로 라운드를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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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윙 멀티 필드_라운드

필드 느낌 그대로의 컨텐츠로
즐기기만 해도 실력 향상!

16

이젠 라운드도 맞춤 설정으로 즐기자!
지스윙 멀티!

▶바로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내 샷의 클럽 정보

▶지스윙은 티 샷도 원하는 위치에서 시작!

•매 샷 마다 스크린 좌측 하단에 클럽 패스, 페이스 앵글 등 클럽 정보 제공

•라운드 전, 티잉 그라운드 선택 화면에서 티 샷 위치 설정 가능

•라운드 중에도 클럽 별 패턴 분석 가능

•구질에 맞는 위치에서 티 샷을 할 수 있음

▶지스윙에선 홀 컵도 필드 느낌 그대로!

▶실력에 맞는 도전과 성취! 5단계 난이도 설정!

•홀컵의 크기까지 실제 필드와 비슷하게 구현

•자신의 실력에 따라 비기너부터 투어프로까지 난이도 설정 가능

•라운드를 즐기며 섬세한 퍼팅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함

•플레이 난이도 향상을 통한 실력 점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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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윙 멀티 필드_라운드

도전과 성취로 진정한 인도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지스윙!

▶특별한 샷 기록 달성을 기념하는 지스윙 트로피 시스템

▶연중 계속되는 진검 승부 지스윙 챔피언십 & 이벤트 대회

•라운드를 하면서 달성하기 쉽지 않은 기록(홀인원, 알바트로스, 콘도르,

•매월 지스윙 챔피언십 예선전 개최

이글, 언더파, 싱글, 72타 등)을 달성 시 트로피를 획득
•특정 트로피 달성 시 이용 쿠폰을 제공하여 성취감과 혜택 동시 획득

▶미션을 통한 재미를 제공하는 스탬프 시스템
•라운드를 즐기면 미션이 담긴 스탬프 카드가 발행
•18홀 라운드 2회, 보기 2회 등 달성하기 쉬운 미션부터 난이도가 높은 미션까지
다양하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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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지스윙 대회 & 이벤트!

•대회 포인트에 따라 연말 지스윙 최강자전 진출권 획득
•다양한 골프 브랜드와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 대회 개최

▶지스윙 라운드를 즐기며 푸짐한 이벤트 상품까지!
•매월 진행되는 다채로운 지스윙 이벤트로 라운드를 즐기면서 푸짐한 상품까지 획득
•오프라인 이벤트 진행을 통한 유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벤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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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윙 멀티 어플리케이션

이제 모든 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한다!
지스윙 어플리케이션!
⁎Android만 지원되며, IOS는 추후 서비스 예정입니다.

|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기는 스크린골프 지스윙! 지스윙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폰으로 나의 연습 분석 결과를 확인! 지스윙 프로 어플리케이션

•본인 기본 정보 외 핸디, 등급, 라운드 정보, 쿠폰, 마일리지 등 모든 정보 확인

•타겟 안착, 구질, 비거리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일 연습 결과를 확인

•라운드를 함께 한 동반자와 자동 친구 등록

•최근 20일 간의 타겟 안착 및 미스 샷, 상하/좌우 편차, 샷 평균 등의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샷 일관성 및 경향 분석

•등록된 친구의 프로필 및 활동 정보 확인 가능

•스윙 영상을 통해 나의 스윙 장단점 분석, 클럽 별, 공략 거리 별, 일자 별 스윙 영상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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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윙 멀티 시스템
추가 업데이트 비용이 없는 스크린골프 지스윙!

최고 사양 시스템을 기본 사양으로 제공!

초고속 카메라 센서/마킹볼

터치스크린 모니터

•2300FPS 듀얼 초고속 카메라 사용
•볼의 정확한 속도, 각도, 스핀 측정

•유용한 추가 정보 제공
•마우스나 키보드 없이 직관적인 터치스크린으로 편리하게 다양한
설정 및 조작 가능 (터치모니터 : HDL-T215H2/LED 22″)

듀얼 굿스윙 카메라
•정면뷰와 탑뷰를 동시에 제공하여, 스윙 폼과 궤도의 입체적 분석이 가능
•메인 콘솔 내장 및 천장 매립 방식으로 안정성과 심미성 추구

Full HD LCD 프로젝터
•Full HD 해상도로 선명도가 월등히 뛰어남
•특히 타사 대비 높은 명암 비로 깊이 있는 화질을 구현
(Projector : HITACHI CP-WU8450)

지스윙 카드 / 스마트폰 NFC 로그인
•지스윙 회원 전용 카드(RFID방식) 또는 스마트폰 NFC 원터치로
누구나 쉽게 로그인 (같은 방식의 타사 회원 카드 겸용 사용 가능)
•모바일 회원가입 : m.gswing.com

고성능 PC & 콘솔 케이스
•최고 사양의 PC로 끊김 없이 부드러운 화면 구현
•Graphic ZOTAC GTX960, ADATA 240GB SSD

벙커 / 러프 매트
오토티업기 / 스윙플레이트 / 타석매트
•현존하는 스윙플레이트 중 가장 넓은 크기
•전기모터 방식으로 구동되어 소음과 잔고장이 적으며, 유지보수비용이 저렴함
기본형 : 오토티업기
고급형 : 스윙플레이트
•충격흡수설계가 적용된 대형 매트로 편안한 플레이 실현

•실제 러프와 매우 유사한 저항력으로 샷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음
•실제 모래처럼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된 벙커 매트는 높낮이가 있어
벙커 지형에 따라 조절하여 샷을 할 수 있음

대형 버튼 키패드
•직관적인 대형 버튼으로 편리하게 조작
•LED 조명과 심플한 디자인의 절묘한 조화로 디자인이 매우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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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어 스포츠의 중심, 지스윙 멀티

업계의 유일한 인도어 스포츠,
지스윙 멀티를 TV와 대회에서도 만나보세요!

| KPGA, KLPGA대회 이벤트 부스를 통한 체험 이벤트

| JTBC GOLF 라이브레슨70 공식 프로그램

| 프로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골프 시뮬레이터 지스윙
지스윙은 다양한 구질의 샷이 정확하게 제대로 구현되는 유일한 스크린
골프죠. 레슨하면서 골퍼들에게 지스윙으로 연습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 KPGA 공식 스폰서

확실히 실제 골프 실력이 향상됩니다.
장재식 프로 PGA CLASS A멤버/KPGA 정회원/JTBC GOLF 라이브레슨70 출연

•KPGA 대회장의 홍보 보드 노출
•KPGA 대회 JTBC TV 중계 시 지스윙 홀로딩 소개 영상 방송
•KPGA 코리안투어 신인왕 포인트 스폰서

방송을 하면서 지스윙을 접하게 되었는데, 정확한 구질에 지스윙 멀티
아카데미의 스마트한 기능까지 활용하면 레슨도, 연습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더라구요
김현명 프로 KLPGA 정회원/JTBC GOLF 라이브레슨70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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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윙 & 파트너

지스윙 개발사ㅣ㈜지스윙

지스윙 그룹사ㅣ스마일게이트 그룹

㈜지스윙은 필드감을 그대로 구현하는 골프 시뮬레이터 “지스윙MULTI, 지스윙PRO의 개발사입니다. 또한,

스마일게이트는 지스윙의 그룹사 입니다.

글로벌 게임회사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계열사로 튼튼한 자본력과 운영 안정성을 갖춘 기업입니다. 지스윙

스마일게이트는 전 세계 동시 접속자 수 600만 명 이상(2015년 기준), 온라인 게임에서 단일 게임 매출로는

은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스크린골프와는 차별화된 정확하고 골프다운 구질을 구현

세계 1위를 기록한 (Superdata기준) 온라인 FPS ‘크로스파이어’의 개발사로 중국과 베트남, 북남미, 유럽 등

하는 최고의 골프 시뮬레이터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스윙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유저들과는

전 세계 80개 국에서 ‘크로스파이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개발뿐 아니라 퍼블리싱,

즐거움을 나누고, 사업주와는 최고의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투자, 사회공헌 등의 사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협력사ㅣ한국오릭스렌텍㈜
자본 투자ㅣSBI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SBI인베스트먼트는 1986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창업투자회사 입니다.

한국오릭스렌텍㈜는 IT 기기 및 계측기의 리스 및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30여 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NHN(네이버), 한글과 컴퓨터, 인터파크 등 다양한 국내외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약 140여개의
기업들을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시키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금융지원 협력사ㅣ효성캐피탈
효성캐피탈㈜은 효성이 100% 출자하여 1997년 설립한 효성그룹계열의 금융회사입니다. 기업금융, 할부
금용, 개발 Project Financing에 이르기까지 리스전문 여신전문 회사로 성장한 내실 있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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