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f Is going ON. Business is going ON.
t rue match play

OKon助您实现低差点的唯一的选择

OKongolf，
模拟高尔夫演化的一切
- OKon在创造新的运动文化；.
- OKon是物理、机械、IT、影像、高尔夫职业人 等 专家们组成的结晶体；.
用高科技尖端技术创造崭新的高尔夫文化。

System Overview

Spin System

• 4部超精密高速摄像机测量出球的全方位旋转数据
• 使用标志球准确的表现您的左右曲、回旋等实际属性
• 影响跟踪捕捉原理接近零的误差和零的盲区。
• 顶部的设备安装使打击区空间充分利用，完美支持左右手同时挥杆。

PC Console

Camera

Beam Projector

超精密高速摄像机
• 不是红外线、激光等目前模拟高尔夫使用的轨道推测方式的感应器
• 4部高速摄像机对标志球的跟踪拍摄全方位的测量出球的精密数据，
可以完美的
• 显像出左弧球、右弧球、高弹道球、低弹道球。
• 通过旋转的速度、停球距离会有所不同。

Full HD Stereo Screen

融入自然“Nature”

室外

高尔夫

诞生新型高尔夫文化，
适用独立的个人空间，
会所室外的绿化空间充分利用，
练习场也变成360天全天侯球场，
练习场vip包房的功能提升 等。
只有OKon才能做得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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室外TV高尔夫的诞生，改变了传统的理念。
解脱枯燥的重复练习。
不再有室内封闭的空间、受限的视野和不流通的空气
只有OKon才能给您更健康更专业的设施满足您对健
康的渴望和追求。
不再是为了把球打出去而练习，
通过设备的精准参数让您更加了解球是怎么运动的、
挥杆要怎么挥、打出去的球是怎么飞的、
为了打出我的效果要怎么练习。
实际球的属性参数的研究会让您更加职业化、
个性化。
各种气候难不倒您对高尔夫的热爱，
OKon全天候陪伴您。
不管是天气多么恶劣，
OKon舒适的环境让您尽情的释放出对高尔夫的热爱。
准确的模拟系统更加充实您对高尔夫的热爱，
国际盛名的球场您可在练习场就能挑战，
不断的升级进化伴随高尔夫爱好者突破更高的极限。
这就是OKon的竞争力，不是最好而是最强！

Nature Program

以球的左右、前后旋转量为基础更加准确的表现出实际球的属性，
以球的回旋量为基础所产生的飞行距离以及滚动距离不同。
比如以P杆为列）
回旋量 7000rpm 以上时落地后定球或者后退
5000rpm 左右时出现5米左右的向前滚动
3000rpm 左右时出现10米左右的向前滚动

구현
짐

4部高性能影像捕捉摄像机捕捉的数据通过Nature软件准
确的表现出与实际球场一样的轨道以及弹道、弯曲 等.
模拟感应设备的演化已尽，与Nature一起挑战更低差点的挑战吧!

Nature软件?
•
•
•
•
•
倾斜度
减 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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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on多年的不断研究开发积累，所诞生的最新模拟软件.
通过高性能显像引擎不断开发模拟世界各地球场。
左曲、右曲、左狐、右弧、靠近球的滚距 等 完美的表现。
语音员的完美补助提示
通过球的属性精准分析，在屏幕上完美的显示出来。
这就是OKon独有的技术力。

逼真的球场设计

• 摇曳的长草区
• 流动的水波
• 生动的现场描述

Enjoy System
创造高收入走向成功的商业伴旅

Beam Projector
提供高清画质的投影机

TheON G-Sensor

反射型感应器-追求简单的安装性和经济性

产品构造
硬件

软件

•TheON G-Sensor
•Screen
•Beam Projector
•PC 본체, 스피커
•PC 콘솔

•THE ON Simulation Software

适用于新开发的高收益商业型。与其它的模拟高尔夫相比，其收益高达2～3倍.

Options 选择事项
16:9 Wide Screen
16:9 宽屏展现的广阔视野及生动逼真的现场感。
场地的屈曲 和倾斜度及弹道都能如实呈现，
让您感受最高水平的现场感.

3D-Panorama Screen
全景视野的3维立体屏幕为您打造生动的现场感和真实感.

Round Screen
RoundScreen是加长的无拼接大屏幕来完美展现球的飞行轨迹、
弹道 等 逼真影像。让您感觉到身入其境！

自动供球系统 Auto Tee-up System
自动供球系统。按照目前最低打击台而设定，
最高支持梯高度55mm可以自动调整。
可以自动设定使用者设置的梯高度
(精确的梯高度调整，显示时间球数.支持手动或自动模式)

打击台移动系统 Swing plate system
让您感受到视觉盛宴的同时感受到实际球场的地形。
按照落球点的地形展现其地形的倾斜度。
让您感受真实的现场感。

挥杆分析系统

Swing Motion Analysis System
可提供多种分析数据，支持回转功能，连续暂停画面等。
提供多种绘画编辑功能，区间反复功能，
针对各种杆比较其挥杆动作的功能和对比职业球手的 挥
杆动作来纠正、学习更好的击球方式

左打位 感应系统

Left-handed Sensor System
左打位 感应系统可以单独安装，
也可以和右打位系统同时安装.

Events
便利的功能界面和多样的活动
KPGA唯一公认，与SK集团联盟的OKongolf
给予会员更大的信任和更多的回馈。

多样化功能界面
OKonGolf
Promotion
KPGA가
공인한
유일한 OK온골프, SK마케팅앤컴퍼니와 제휴
实战一样的练习场模式，
球洞的攻略分析、
OK온골프더 큰不仅是各种球杆的练习、
믿음과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OKonGolf회원들께
Promotion
挥杆动作的比较分析以及打击的球的旋转属性分析和纠正，
更加稳固只有自己才能独有的最佳属性。

혁신적인 온라인 포인트 매치 플레이

KPGA가 공인한
유일한
OK온골프,
SK마케팅앤컴퍼니와
OK온골프
가맹점 이용시,
온라인으로 혼자
플레이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명이제휴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OK온골프의 포털사이트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Real Time으로 현황확인, 회원관리, 예약관리, 대회관리가니다
가능
OK온골프- 회원들께
더 큰 믿음과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풍선 이벤트, 쓰리미션 이벤트, 파랑새존 이벤트, 홀인원 이벤트 등 로그인만 하시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
革新的网络模式

서비스 관리를 통해 포인트 매치 시스템, 컬러볼 시스템 등 새롭게 흥미로운 편의기능을 보강합니다.

•可在OKon高尔夫俱乐部在网络上与其他会员同时竞技、挑战。
•可通过官方网站以RealTime方式实时了解运营现况、会员管理、
OK온골프 가맹점 이용시, 온라인으로 혼자 플레이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명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OK캐쉬백
포인트로
게임비를
정산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预约状况、
比赛管理
等활용하면
功能。
OK온골프의
포털사이트
홈페이지를
Real Time으로 현황확인, 회원관리, 예약관리, 대회관리가니다.
가능합
적립된
OK캐쉬백
포인트는
신세계,
이마트에서
상품권으로
있습니다.
풍선
이벤트, 쓰리미션 이벤트, 파랑새존 이벤트,
홀인원 이벤트
등 로그인만교환할
하시면 수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通过后台可管理会员积分、
彩球管理、
纪念日活动等有趣的活动。
혁신적인
온라인
포인트 매치 제휴를
플레이 통한 다양한 서비스
SK플래닛
OK캐쉬백의

11번가에서
100%
인터넷쇼핑이
서비스
관리를 통해
포인트현금처럼
매치 시스템,
컬러볼 시스템 가능합니다.
등 새롭게 흥미로운 편의기능을 보강합니다.

전국 4만5천여개의 가맹점 및 www.okcahback.com 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K플래닛 OK캐쉬백의 제휴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OK캐쉬백
포인트로
게임비를
정산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파격적인
멤버쉽
특전
적립된 OK캐쉬백 포인트는 신세계, 이마트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OK온골프100%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국 가능합니다.
모든 가맹점에서 온라인 포인트 매치를 통해 디온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으
11번가에서
현금처럼
인터넷쇼핑이
전국
4만5천여개의
가맹점전환하여
및 www.okcahback.com
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OK캐쉬백
포인트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OK캐쉬백 포인트를 상금으로 한 각종 게임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멤버쉽 특전
OK캐쉬백 카드만 있으면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든 자동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OK온골프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온라인 포인트 매치를 통해 디온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SK마케팅앤컴퍼니의 골프큐브서비스를 통해 전국 100여개 제휴 골프장 예약 서비스를 무료 제공합니다.

OK캐쉬백 포인트로 전환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OK캐쉬백 포인트를 상금으로 한 각종 게임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OK캐쉬백 카드만 있으면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든 자동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SK마케팅앤컴퍼니의 골프큐브서비스를 통해 전국 100여개 제휴 골프장 예약 서비스를 무료 제공합니다.

다양한 이벤트
多样的活动
파랑새존,
3미션, 풍선 이벤트에 로그인만 하면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SK 마케팅
& 컴퍼니와
다양한
이벤트제휴해서 OK캐쉬백 포인트와 연동하여 다채로운 이벤트와 선물에 도전하세요!

蓝鸟巢, 3mission, 彩气球 只要注册自动参与活动 /

파랑새존, 3미션, 풍선 이벤트에 로그인만 하면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OKon世界锦标赛,
2天冠军赛,
彩球，
参与各种比赛
/ 便利的积分赛
等
SK
마케팅 & 컴퍼니와 제휴해서
OK캐쉬백
포인트와
연동하여 다채로운
이벤트와 선물에 도전하세요!

엔조이 시스템
플레이어가 친 볼을 레이저와 적외선 복합감지방식으로 스캔하여 실제 볼의 방향과 구질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백스핀도 필드 느낌으로 구현해주는 시스템입니다.

OKonGolf Patents

Patents

OK온골프는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를 제조 판매 설치하는
OKongolf是室内屏幕高尔夫的开发、制作、安装的专业IT公司。
멀티 컨텐츠
개발회사입니다. 물리과학, 로봇공학, IT기술,
OKon是物理、机械、IT、影像、高尔夫 等 专家们多年专研出来的软件。
프로골퍼가 함께 오랜 연구 개발을 통해 실현한 프로그램입니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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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
특허 제10-0946863호

특허
제10-0946862호
특허
제10-0946863호

등록번호
제393352호
특허 제10-0946862호
등록번호 제393351호

명칭
출원번호
명칭
골프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그 동작 방법

은막 스크린 및 그 제조 시스템
방법
골프시뮬레이션
및 그 동작 방법

체중이동분석을
골프자세
은막
스크린이용한
및그
제조교정장치
방법 및 교정방법(특허등록)
네트워크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장치(특허등록)

등록번호 제393352호

체중이동분석을 이용한 골프자세 교정장치 및 교정방법(특허등록)

등록번호 제393351호

네트워크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장치(특허등록)

등록번호 제393350호

인증NO.QAIC/KR/364

등록번호 제393350호
출원NO.10-2002-0040258

인증NO.QAIC/KR/364
등록번호
제 522600호

등록NO.2002-01-15-4016
출원NO.10-2002-0040258
등록NO.2002-01-15-4015
등록번호 제 522600호
등록NO.2002-01-15-4014

가상경기 시스템 및 방법(특허등록)

ISO 9001 인증(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부가 서비스)

가상경기
시스템
방법(특허등록)
네트워크 기반의
건강관리및
서비스
장치 및 서비스 방법

ISO
9001 인증(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부가 서비스)
CyRun(국내상표등록)

Power Stick Track
3 건강관리 서비스 장치 및 서비스 방법
네트워크
기반의
Power Stick Track 2
CyRun(국내상표등록)
Power Stick Track 1

등록NO.2002-01-15-4016

Power Stick Track 3

등록NO.2002-01-15-4015

Power Stick Track 2

등록NO.2001-01-15-2879

등록NO.2001-01-15-2878

Power Stick 1.3(3차원 그래픽 게임 엔진)

Power Stick 1.2(3차원 그래픽 게임 엔진)

등록NO.2002-01-15-4014
출원NO.10-2002-0026037

Power
Stick
Track
체중이동분석을
이용한
골프자세1교정장치 및 교정방법

출원NO.10-2002-0023631
등록NO.2001-01-15-2878

골프 스윙모션
분석방법
및 그 시스템에
대한 특허게임
출원 엔진)
Power
Stick
1.2(3차원
그래픽

등록NO.2001-01-15-2879
출원NO.PCT/KR02/00797

출원NO.PCT/KR02/00192
출원NO.10-2002-0026037
등록NO.2001-01-15-1988

Power
Stick
1.3(3차원
그래픽
엔진)
골프 스윙모션
분석방법
및 그 시스템에
대한 해외게임
PCT출원
가상경기 시스템 및 방법(국제특허출원)
체중이동분석을
이용한 골프자세 교정장치 및 교정방법
Power Stick 1.1(3차원 그래픽 게임 엔진)

출원NO.PCT/KR02/00797

골프 스윙모션 분석방법 및 그 시스템에 대한 해외 PCT출원

출원NO.10-2002-0023631

골프 스윙모션 분석방법 및 그 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

출원NO.PCT/KR02/00192

가상경기 시스템 및 방법(국제특허출원)

2001.03

등록NO.2001-01-15-1988

Power Stick 1.1(3차원 그래픽 게임 엔진)

2001.03

등록NO.2001-01-15-1987

Power Stick 1.0(3차원 그래픽 게임 엔진)

2001.01

출원NO.10-2001-0021831

가상경기 시스템 및 방법(국제특허출원)

2001.03

2002.04
2001.01

2002.02

등록NO.2001-01-15-1987

출원NO.10-2001-0021831

Power Stick 1.0(3차원 그래픽 게임 엔진)
가상경기 시스템 및 방법(국내특허출원

OKonGolf Vision & Mission
OKonGolf Vision & Mission

지금 OK온골프가 새로운 대한민국 레저문화를 창조하
골프는 더 이상 귀족 스포츠, 권위의 상징, 특정계층의 사교문화가 아닙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이어야 합니다.
편리한 스크린 골프 플레이로 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순간을 함께 합니다.

Vision & Mission

olf Vision지금
& OK온골프가
Mission 새로운 대한민국 레저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OK온골프가 스크린 골프를 통하여 골프의 새로운 개념을 창조합니다.
Okon高尔夫创造新型高尔夫文化
최근 국제 e스포츠연맹이 세계 e스포츠 올림픽의 한 종목으로 스크린 골프를 선정하며

SPIN 시스템을 채택하기까지 했습니다.
OK온골프는 한국프로골프투어 KPGT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골프전문채널 오픈아카데미 협찬 등
不再是贵族运动、
象征权威、
골프는
더 이상 귀족
스포츠,特定层次的社交文化，
권위의선진화와
상징, 특정계층의
아닙니다.
골프문화
저변확산에 적극사교문화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而是家族、
亲友、同事즐길
等 一起娱乐的大众体育文化。
가족,
친구, 동료들과
수 있는 대중 스포츠이어야 합니다.
便利的okon高尔夫随时陪伴你快乐的瞬间。
편리한
스크린 골프 플레이로 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순간을 함께 합니다.

이제 OK온골프가 스크린 골프를 통하여 골프의 새로운 개념을 창조합니다.
최근 通过okon高尔夫创造新的高尔夫文化。
국제 e스포츠연맹이 세계 e스포츠 올림픽의 한 종목으로 스크린 골프를 선정하며
SPINOkon-spin版被选为奥林匹克电子竞技比赛的竞技设备
시스템을 채택하기까지 했습니다.
OK온골프는
한국프로골프투어 KPGT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골프전문채널 오픈아카데미 협찬 등
Okongolf与韩国职业高尔夫球巡回赛组织-KPGT签订正式合作伙伴
골프문화
선진화와
저변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Okongolf是韩国职业高尔夫球协会官方认证公司

OK온골프가 새로운 대한민국 레저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귀족 스포츠, 권위의 상징, 특정계층의 사교문화가 아닙니다.
学院的赞助， 합니다.
구, 동료들과 즐길 수参与高尔夫专业频道、
있는 대중 스포츠이어야
为高尔夫的先进化、普及化而不断努力。
크린 골프 플레이로 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순간을 함께 합니다.

프가 스크린 골프를 통하여 골프의 새로운 개념을 창조합니다.
스포츠연맹이 세계 e스포츠 올림픽의 한 종목으로 스크린 골프를 선정하며
을 채택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프로골프투어 KPGT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골프전문채널 오픈아카데미 협찬 등
진화와 저변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Okongolf锦标赛，
大师锦标赛

韩国职业高尔夫协会(KPGA)
官方指定 조인식

参加各种国际高尔夫展览会
•

Partners
祝愿高尔夫与您的成功商务一并延续下去

OKon专业化服务延续您的成功商务之旅！

1
2
3
4

OKon的顾客优先原则，无加盟费。
OKongolf保护加盟店利益，不收取加盟费。
保护加盟店的区域商圈的保护为原则，保障加盟店的权益及利益而努力。

OKon是低费用高收益的品牌
OKongolf降低创业费用，所有高价装备通过自主开发降低了成本费用。

OKon通过充分的分析商圈保障实现高收入回报
根据室内、室外练习场的特性设计，实现收入最大化。

为了软件的不断更新升级，持续的R&D投资
通过15% 以上 R&D 投资 坚持World Best System的开发研究，
创造出更加满足顾客的产品为okon的最终目标。

t rue match play

OK ongolf
B805, Bundang Technopark, Yatap-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463-760 Korea
Tel 031.8017.7252 Fax 031.701.7259
www.okongol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