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parongolf.com

The best Screen Golf parts maker!
PARON GOLF is committed to offering the highest quality
services to satisfy its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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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미래가 있는 기업!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기업!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
고객과 끝까지 함께하는 기업!

파온테크는 Digital 영상 전문분야에서 10여년이 넘는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기종의 스크린골프와 골프스윙분석기
등의 제품을 국내외에 5,000대 이상 판매한 이노비즈 INNO-BIZ 인증 벤처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스크린골프 사업을 뒤돌아 보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큰 발전을 거듭해 온 아이템이라는데 전 국민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상권보호도 없이 각 제조사에서 무작정 판매에 열을 올리다 보니, 이제는 치열한 경쟁
체제로 돌아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파온의 고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상권보호를 철저히 해드리고 미래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제품을 차별화 함으로써, 저희 회사 고객이 경쟁에서 확실하게 이기실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파온테크는 고객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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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카메라 센서 개발 (이글 아이) •
스마트 퍼팅 스크린골프 개발 (SPS-100) •
NEW 실내 스크린골프 개발 (Vision Gold) •
NEW 타석 스크린골프 개발 (Vision 아카데미) •
NEW 다기능 스윙 분석기 개발 (SP-2000) •

2017
~
2015

FULL HD 프로그램 개발 (CC 100개 돌파) •
3D 캐디 카이드 프로그램 개발 •
퍼팅 가이드 S/W 특허 취득 •
아카데미 스크린골프 개발 (RP-1000) •
야외 스크린골프 개발 (Fieldzon) •
스윙분석기 개발 (SP-1000) •
골프공 비거리기 개발 •
부산 직영 지사 설립 •

HISTORY

파온테크는 국가 인증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며
ISO 9001, KSA 9001 인증기업, 벤처 INNO-BIZ, 수출유망
중소 지정 기업으로서, 2015년 9월 초고속카메라 센서를 자
체기술력으로 개발에 성공하여 최고의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2014
~
2012

ORGANIZATION CHART

수출백만불탑 수상 •
가정용 스크린골프 개발 •
3D 그래픽 독자 엔진 개발 •
벤처 이노비즈 기업 등록 •
타석 스크린골프 개발 •
환경 경영체제 인증 (ISO 14001) •
품질 경영체제 인증 (ISO 9001) •

2011
~
2009

홀컵퍼팅 시뮬레이터 개발 (발명특허 취득) •
자세교정용 골프 연습기 디자인 등록 •
디지털 영상 저장방법 특허 취득 •
스크린 골프 개발 •
기업 부설연구소 지정 •
스윙분석기 개발 (POD-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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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on Tech의 기술력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구소

해외영업부

생산팀

H/W개발팀
S/W개발팀

일반영업
OEM 영업

생산
QC
A/S

국내영업부

전략기획실

일반영업
총판영업
OEM 영업

경리
총무
자재

2008
~
2005
감사

대표이사

PORON TECH

지방총판 : 부산, 대구, 광주
전국 당일 A/S 조직 가동 중

이사회

타석모니터

센서

점검구

조정 버튼

대기실

대기공간

홀컵시스템

타석

폴딩도어

필드존(야외스크린 골프)은 실외연습장에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최상위 층 타석을 룸으로 개조하여
실전과 같은 느낌으로 스크린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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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와 드라이빙 레인지의 만남!

비행하는 볼을 끝까지 볼 수 있어
실전같은 느낌으로 라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야외스크린골프
| 홀컵퍼팅 시물레이터 (발명특허) |

patented
invention

실외 연습장 전용 스크린골프의 필요성!
- 많은 골퍼들이 스크린골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필드에서 처럼 즐길
수 있는 스크린골프 설치 시 획기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홀컵에 직접 퍼팅하는 시스템 설치(옵션)
•화면상의 퍼팅 라이가 그대로 바닥면에서 구현되며, 거리에 따른 홀컵이
자동 나타남
•공압식 제품으로 일체의 고장이 없음

- 맨 상위층 타석의 경우 최고 성수기를 제외하면 회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실외연습장 전용 스크린골프를
설치하여 매출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실내스크린과의 경쟁력
- 넓은 주차장 및 야외스크린골프의 희소성으로 원거리의 고객도 흡수가 가능합니다.
- 스크린방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탁 트인 곳에서 실제 볼과 비교하여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 실내 스크린방의 경우 담배연기, 비산먼지 등으로 공기가 좋지 않으나 실외연습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비행하는 볼을 끝까지 볼 수 있어서 연습효과 증진.

| 야외스크린 골프 설치장면 |

대형모니터

실외연습장 스크린 구질이 정확해야 합니다.
초고속카메라센서
홀컵퍼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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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날아가는 볼과 반대로 휘어가거나 비거리와 탄도가 엉뚱하게 나온다면 아무리 고가의 기계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 FIELDZONE은 일반적인 훅, 슬라이드는 물론 왼쪽을 향하여 치지만 오른쪽으로 휘는 페이드, 반대의 경우인
드로우, 클럽이 먼저 빠져나가는 60도 이상의 로브샷까지 아주 정확한 구질과 비거리를 구현합니다.

PORON TECH

실내스크린골프

실내스크린골프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실제 필드에서 라운딩하는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생생한 FULL HD 그래픽 구현
3D 그래픽 골프장을 꾸준히 추가하여 드립니다. (무상 업그레이드)

FIELD ZONE 실내스크린골프는 물결과
나무의 흔들림까지도 실제 똑같이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소나무,
잔디의 색감, 부드러운 곡선의 처리들을
섬세하게 Full 3D 화면으로 제작하여 마치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Real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스윙 플레이트
화면상의 훼어웨이 및 러프 등의 그린 경사에 따라 타석의 경사가 실제와 같이
구현되는 시스템입니다.

FIELD ZONE 실내스크린골프의 차별화

우측 경사

전방향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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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의 경사에 따라 라이를 자동적으로 구현합니다.
- Auto Tee-up 장치를 내장한 무빙플레이트 입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동작제어 합니다.

후방향 경사

- 좌, 우 타석이 가능한 초고속카메라 설치 (독자기술로 개발된 완벽한 구질구현)
- Full HD의 실사처럼 선명한 화질 제공 (골프장 110개이상 제공)
- 퍼팅을 홀컵에 직접할 수 있게 설치 (특허발명 제품)
- 벙커매트, 러프매트 설치
- CC 무상제공,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무상 실시, 평생 A/S 지원
- 고속카메라 센서를 직접 생산하여 가격 거품을 확! 뺐습니다.

타석스크린골프

골프 연습장 시설의 첨단화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겸비한 타석스크린 골프

| REAL 3D 실제같은 골프 |

안정성이 확보된 타석용
스크린 프로그램 제공
는 11년 업력으로
안정화된 선명한 그래픽을 지원하고 Full HD 3D로 제작된 CC를
70개(최대 119개) 지원합니다.
필드존 아카데미는 ...
- 초정밀 고성능 센서 장착으로 완벽한 구질 분석 가능
- 초고속 샘플링으로 임펙트 시, 클럽 헤드면의 모양까지 측정하고, 클럽의 속도, 볼의 속도
등을 동시에 측정하는 고급형 명품 센서 장착으로 만족도 100% 보장
- 구질의 정확도와 안정성이 입증된 이글아이 고속카메라 센서 사용
- 골프 연습장 타석스크린 골프는 구질의 정확도 구현이 선택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Paron Tech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된 고속카메 라 센서는 80도 이상의 로브샷 및 쌩크 까지도
정교하게 구현되는 센서
- 할로겐 램프 교체가 필요 없는 고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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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레슨 이제는 과학입니다!
연습장의 회원증대!
FIELDZONE 아카데미가 책임집니다.

| 실내연습장 전용 타석스크린골프 설치장면 |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
- 드라이빙 레인지 모드
- 18홀 / 9홀 라운딩 모드
- 어프로치 반복 연습 모드
- 퍼팅 연습 모드
- 스윙분석모드
- 시간제어 기능
- 3D 갤러리 및 가이드 캐디 제공
- 무상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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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레슨 이제는 과학입니다.

스크린에서 진짜 필드처럼 퍼팅하는

골퍼를 위한 최고의 선택!

DOCTOR PUTTING!

연습장의 회원 증대 이제, DOCTOR

정확한 퍼팅이 불가능하다면 스코어 자체도

SWING이 책임지겠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실제 필드에서의 타구감과
정확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고속 카메라 센서를
창착하여 드립니다.

PORON TECH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닥터스윙은
최고의 HiT 상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윙분석기 5,000여대이상 판매한 1위 실적 보유!
DOCTOR SWING의 특징
- 누구나 매뉴얼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된 쉬운 조작법
- LED 22〃터치스크린 적용, 야외에서 시안성 개선
- ON-Line 연동으로 사용자의 스윙정보 서버로 전송 저장 가능
- SD카드 저장장치 사용으로 유지관리기능 개선
- 대기모드시 광고영상 삽입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 거리가 짧은 연습장에 스윙분석기+비거리기 설치시 거리에 대한 연습장의 취약점이 완벽하게 극복

| 실내·외 설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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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 PUTTING은 스크린골프 게임에서
퍼팅만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연습그린모드, 퍼팅 라운딩 모드, 과녁 게임 모드가 있어 가정이나, 휴게소, 연습장,
스포츠 클럽 등에서 퍼팅 스크린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퍼팅으로 점수내기 과녁게임을 할 수 있어,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휴게소 등에 적합합니다.

연습그린 모드
- 거리 설정, 그린속도 조절, 라이조절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 실제 골프장에서 연습그린과 동일한 감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 거리제한이 없어 실전처럼 연습하세요.

퍼팅 라운딩 게임 모드
- 플레이어 4명이 퍼팅 18홀 라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원퍼팅은 버디, 투 퍼팅은 파, 쓰리 퍼팅은 보기)
- 골프장을 선택하면 1번홀 부터 거리는 랜덤하게 나옵니다.
- 골프장 추가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과녁 게임 모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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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4명이 과녁 점수내기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 랭킹이 표시되어 짧은 시간동안 즐거운 게임이 진행됩니다.

파온테크가 독자기술로 탄생한
초고속 카메라 센서 EAGLE EYE는
비행하는 볼을 초고속으로 촬영하여
정확한 회전은 물론, 60° 이상의 로브샷,
생크볼까지도 완벽하게 구현하며,
빈 스윙시 공출발, 샷 불인식 등
오류가 일체 없습니다.
초고속카메라 센서를 파온의 독자기술로

- 간편한 설치 및 설정.
- 센서 이동 없이 좌/우 타석 가능
- 정확한 구질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드 게임 향상
- 초고속 영상 추적을 이용한 모든 샷의 정확도 구현
- 천장 설치로 인한 파손 방지
- 과학적인 레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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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가격 거품도 뺐습니다.

EAGLE EYE 설치 특징

전국 필드존 야외스크린
서울시
가양자이뷰골프

02-3662-5557

비스포레스포츠센터

02-350 -2560

극동지앤에스

02-3449-1066

삼우골프연습장

02-455 -3960

도봉스카이돔

02-955 -7666

하나골프클럽

02-2672-0789

로얄스포츠센타

02-496 -0070

인천시
남산골프클럽

032-934 -1261

유림필드존

032-556 -2600

늘푸른골프클럽

032-886 -3375

화미골프연습장

032-571 -4141

극동필드존

031-405 -9191

일산프라자골프연습장

031-913 -8000

명문골프연습장 경기광주점

031-765 -4000

정원야외스크린골프

031-985 -5399

미리내

031-774 -3131

토리골프클럽(주)

031-866 -2133

비바체골프클럽

031-339 -3501

한별골프클럽

031-963 -7707

우신골프

031-668 -7373

호스벨리골프연습장

031-977 -5850

인그래인

031-987 -0330

VIP골프클럽

031-275 -8811

영동골프연습장

043-744 -1664

충주MBC골프연습장

043-847 -1998

오창에딘버러야외스크린

043-210 -1982

PGA야외스크린골프

043-537 -3002

042-861 -7044

둔산스카이골프

042-483 -9200

041-934 -9090

오션골프

041-538 -0900

경기도

충청북도

대전시
굿모닝골프연습장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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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오스파골프연습장

061-741 -5756

강원도
속초오렌지골프

033-637 -1234

횡성홀인원골프연습장

033-345 -5777

원주그린골프

033-731 -7090

053-591 -7700

제일골프클럽

053-382 -4455

그린힐골프파크(입실)

054-701 -0002

중앙파온존(구미점)

054-456 -2246

내외골프랜드

053-815 -3113

청룡골프랜드

054-700 -9393

영주제일골프

054-632 -2333

대구시
오송골프클럽

경상북도

경상남도
김해임호골프클럽

055-327 -0100

장유그린골프연습장

055-312 -2113

양산그레이스골프클럽(주)

055-381 -0753

창원파온스크린골프

055-283 -0755

장수골프랜드

055-648 -3600

052-298 -7272

울산선바위골프

052-282 -0755

(주)대창기업 MH골프아카데미

051-515 -4809

서면골프

051-818 -4848

골드리버골프클럽

051-312 -0788

시티원골프

051-621 -1122

금강골프

051-552 -8091

신한골프연습장

051-417 -9800

기장마스터골프

051-724 -5911

아시아드실외스크린골프

051-724 -1617

동원로얄CC 야외스크린

051-750 -6044

정관골프클럽

051-728 -2267

명문골프연습장 부산사상점

051-327 -0707

조양골프프라자

051-851-0134

베스타골프

051-544 -2200

울산시
네오골프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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