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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디위드 개요01 버디위드 프로세스02

골프장 관리

핵심기술

버디위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골프 분야에 접목 가능한

S/W 기술을 개발하여 이용자 정보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웹&모바일 소룰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즐거운 골프 문화를 만들고 골프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골프장, 내장객 모두를 위한 맞춤 골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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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관리

● 경기 진행 (관제)

● 코스 관리

● 식음 관리

● 버디톡

● 고객 / 캐디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전자 야디지 (음성안내)

● 스윙 분석

● 스코어 관리

● 코스 & 공략 정보

● 모바일 예약

최첨단 핵심기술 골프 관제 골프 스윙 분석 골프 맵

버디위드의 최첨단 핵심기술은 스마트기기의 GPS와 LBS를 활용하여 코스 이미지맵 제작 도구/기술, GPS 위치추적 시스템, 
관제 및 운영 어플리케이션 기술이 집약된 서비스입니다. 정보 시스템인 GPS와 지리 정보 시스템인 LBS 기능의 결합을 통해 
실시간으로 총괄적인 골프장 관제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프로세스 (시스템 구성도)

관제서버골프장 모니터링

캐디

이용자

GPS

메시지

GPS
경기기록

메시지 / 위치

경기정보

스마트기기의 GPS 정보를 수신하여 관제서버에 메시지와 

이용자의 경기기록 데이터를 보내면 골프장 모니터링으로 

경기정보와 메시지,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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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골프 경기관제

경기 관제
● 기술 : GPS (위치정보시스템) + LBS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기 관제

● 경기 정보나 코스 정보, 회원 정보를 통해 현재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비스

코스 관리 ● 골프 코스 정보와 공략팁, 비거리 측정, 그린 정보 제공

식음 관리 ● 식음료를 미리 주문, 관리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

버디톡 ● 스마트폰을 통한 채팅 서비스로 캐디 간 대화, 캐디와 관제 센터 간의 대화 가능

모바일 예약 ● 골프 예약을 웹과 모바일과 연동하여 간편한 확인 가능

경기관제

Cart 정보

정상

Cart 정보

날씨 정보

● 골프관제맵뷰 : 카트 위치 정보, 날씨 정보 등 종합적인
                      상황 파악이 가능한 맵뷰

● 골프관제테이블뷰 : 각 홀마다 카트 위치 파악을 통해 경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 가능한 테이블뷰

● 골프관제리스트뷰 : 상세 검색이 가능하며 코스와 홀, 캐디 정보 등을 볼 수 있는 리스트뷰

● 메시지 송수신 : 메시지 수신, 발신 기능을 통해 긴급 호출이나 원활한 홀 관리가 가능한 기능 (스마트기기 PUSH 서비스)

상세검색 / 카트번호 / 경기시작시간 / 진행중 코스 / 진행중 홀 / 홀 위치 / 캐디 / 경기자명 

맑음

온도 : 7.2℃
강수확률 : 58%
강수 : -
적설량 : -
습도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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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촬영&분석
●  영상 촬영 및 비교 재생 (단일/분할모드) 

●  스윙분석툴 : 스윙각도, 궤적체크

스코어관리 ●  스코어 관리 및 통계 서비스

코스&공략정보
●  코스 기본 정보, 남은거리 음성지원,

   공략 정보 (코스, 그린) 안내

모바일 예약
●  골프 예약을 웹과 모바일을 연동하여

   간편한 확인 가능

버디위드 - e야디지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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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윙코칭

모바일 예약e야디지 (모바일 야디지북)

최적화된 버디위드 모바일 서비스

남은거리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m/yd 단위 변경

핀  공략법

그린 공략법

코스 공략법

총 거리 데이터
등고선

거리 데이터

홀/이동 버튼

자신의 스윙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 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일 영상 분석과 2개의 영상을 한 번에 같이 비교·분석을 통해 스윙 개선 
및 실력 향상에 기여하는 스윙코칭 서비스입니다.

스윙촬영 스윙목록

예약 날짜 선택 예약 확인예약 시간 및 코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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