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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 어플리케이션 소개 및 설치
이 문서는 Android 단말기를 기준으로 화면이 구성되었습니다. iOS 의 경우 기능은 동일하며 일부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골프다이어리는 GPS, 보이스캐디, 야디지북, 스코어카드, 통계분석 등 골프의 모든 것을 도와주는 토탈
솔루션입니다. 휴대폰 단말기 주소록 기반으로 친구등록을 통해 친구의 기록을 실시간으로 보고 대화를 할 수 있어
즐거운 골프가 가능하며 자신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신의 골프 스코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
골프다이어리 어플리케이션은 Android, iOS 를 지원하며 각 마켓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마음골프 홈페이지 혹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버전(문서기준)

용량

OS 버전

카테고리

Android

v1.0.4

9.4M

2.3 이상

스포츠

iOS

V1.0.0

23.9M

iOS 6.0 이상

스포츠



Android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iOS 앱 스토어 다운로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실행에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발생 시 관리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빠른 시간 내
수정 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 +827079311538
이메일 : cscenter@maumgolf.com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7-3 5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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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 어플리케이션 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 - 신규가입

사용자 휴대폰 번호로 전달된 인증번호를 입력, 약관 동의 후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골프다이어리는 본인 사용 확인 및 부정방지를 위해 인증번호를 입력 후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정보 : 휴대폰번호, 이름, 성별

가입된 이력이 없을 경우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 후 ‘완료’ 시 골프다이어리 앱이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회원가입 - 재가입

골프다이어리에 이미 가입된 연락처가 있을 경우 사용자의 기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간단한 절차를 거칩니다.


틀림 : 기존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신규가입을 원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이전 데이터는 영구삭제 되며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맞음 : 기존에 가입한 기록이 있으며 이전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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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 메인화면

네비게이션 메뉴



라운드 : 개인 혹은 각종 단체 모임라운드 기록의 입력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스코어보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계분석 : 기록된 라운드 기록을 세밀한 통계분석을 통해 정확한 나의 강점, 약점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골프 친구들 : 등록된 친구들의 스코어, 버디, 이글 등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대화를 함께
즐길 수 도 있습니다.



골프장 : 국내외 많은 골프장의 정보를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즐겨찾기 가능)



랭킹 : 베스트 라운드와 최근 라운드 결과를 기준으로 친구들과 경쟁이 가능합니다.



라운드 관전 :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경기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관전할 수 있습니다.



빈스윙 연습 : 본인의 스윙 속도에 따라 템포를 조절 후 연습이 가능합니다.



골프캐스트 : 골프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각종 레슨 영상 등 유익한 골프 영상들을 제공합니다.



설정 :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한 각종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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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 라운드
화면설명 – 리스트

골프장 정보

스코어 기록
공개여부, 날씨, 모드

자신이 참여한 라운드의 간략한 정보들을 리스트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라운드 기록 및 최저타 라운드 기록,
그리고 라운드 설정을 확인 가능합니다. (수정가능)

라운드시작 – 라운드 생성

라운드 생성 후 상황에 맞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혼자만의 라운드 :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혼자만의 라운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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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참여를 허용 : 하나의 코스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라운드를 생성합니다. 라운드 기록
중에 다른 사람과의 스코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동호회, 대회 라운드 : 여러 개의 코스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라운드를 생성합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 후 골프장 선택 및 코스, 일자 및 날씨를 입력 후 라운드를 생성 합니다.

라운드할 골프장과 코스를 정확히 입력 후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방식 : 스코어, 퍼팅, 페어웨이히트 여부만 입력하는 간단입력과, 지도를 활용하여 모든 샷의 클럽, 구질,
낙하지점 등을 입력하는 맵입력 방식을 선택합니다.



라운드 공개여부 : 동반자를 제외한 친구 혹은 권한이 있는 플레이어가 라운드에 접근 할 수 있는 여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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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시작 – 라운드 참여

단체방으로 참여할 라운드가 존재할 경우, 개설자의 비밀번호만 알면 라운드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설된 라운드의
리스트 검색 후 설정된 비밀번호를 입력 시 라운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진행 – 화면설명



스코어 입력 : 사용자가 설정한 간단입력 및 맵입력을 이용하여 스코어를 입력합니다.



스코어 카드 : 라운드 진행상황 및 결과를 스코어카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페어웨이 안착 및 GIR 확인 가능)



통계 : 정규홀을 모두 완료 시 경기 통계 기록을 확인 가능합니다.



리더보드 : 혼자만의 라운드를 제외한 2 인이상 설정일 경우 실시간으로 성적을 확인 가능합니다.



일기 쓰기 : 라운드 중 기억하고 싶은 글 및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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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변경 : 라운드 설정을 언제든지 수정, 변경 가능합니다.

라운드 진행 - 스코어 입력(간단입력)

간단입력은 스코어와 퍼트, 페어웨이 안착만을 스크롤을 이용하여 입력 가능하여 빠른 라운드입력이 필요할 경우
유용한 가능한 기능입니다.

남은거리 음성안내
GPS
히스토리
높낮이

간단입력 중 야디지북 기능을 통해 남은거리 음성안내(TTS), 휴대폰 내 GPS 기능을 통한 현재위치 확인, 티샷
히스토리기능, 홀까지의 높낮이 확인 등 편의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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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진행 - 스코어입력(맵입력)

1. 하단에 위치한 볼을 터치드래그를 통해 볼이 위치한 곳으로 옮깁니다.
2. 볼이 안착한 곳의 존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3. 선택된 클럽 및 구질, 패널티 등을 선택 후 확인을 터치합니다.

4. 볼이 안착한 위치, 클럽, 거리 등을 확인 하며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5. 홀인 하였을 경우, 드래그로 홀을 선택 후 결과를 선택합니다.

를 클릭 시 빠르게 결과 확인가능 합니다.

6. 홀인 후 우측 “ >” 선택 뒤 다음 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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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진행 – 스코어카드 확인

라운드 진행중 혹은 완료 시 스코어카드를 확인 가능합니다. 스코어 확인 및 페어웨이히트, GIR 을 한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공유 가능)

라운드 진행 – 리더보드

개인 라운드를 제외한 단체 라운드 시 경기 참가자의 스코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스코어를 기준으로
순위를 확인하며 참여자, 관전자 인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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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진행 – 일기쓰기

라운드중 남기고 싶은 기록을 사진과 글로 남길수 있습니다. 그날의 라운드 기록을 언제든지 남겨보세요. 사진이
등록된 경우 라운드 리스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운드 진행 – 라운드변경

라운드 설정을 변경가능합니다. 단, 스코어와 관련된 골프장 및 입력방식의 경우, 데이터가 초기화 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13

Chapter 4 : 통계 분석
화면설명

최근라운드의 통계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프 : 사용자가 설정한 라운드횟수에 따라 그래프를 통해 한 눈에 스코어분석이 가능합니다.


라운드 분석 : 완료된 개별 라운드의 통계분석이 가능합니다.



히스토리 : 최근 라운드의 각종 통계정보를 꺾은선 그래프로 확인하여 변화 추이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분석 : 다양한 통계정보를 세밀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라운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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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홀을 모두 완료 시 분석을 위한 라운드를 선택 후 세밀한 통계분석이 가능합니다.

히스토리

최근 완료한 라운드의 통계정보를 꺾은선 그래프로 변화 추이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스코어 변화추이



퍼트 변화추이



스코어와 퍼트 변화추이



페어웨이 안착률 변화추이



그린 적중률 변화추이



그린 적중률과 퍼트 변화추이



파별 스코어 변화추이

15

종합분석

최근 완료한 라운드의 통계정보를 막대그래프, 데이터 등으로 세밀하게 분석 가능합니다.


스코어 분포 분석



파별 스코어 분석



그린 적중률 분석



페어웨이 안착률 분석



그린 적중률과 스코어 관계 분석



페어웨이 안착률과 스코어 관계 분석



페어웨이 안착률과 그린 적중률 관계 분석



클럽별 비거리



클럽별 사용빈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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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 골프친구들
친구소식

골프친구들을 통해 등록된 친구들의 스코어, 버디, 이글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대화하며 더 재미있는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좋아요 : 친구들의 마음에 드는 소식에 ‘좋아요’를 외쳐 관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댓글 달기 : 친구들 소식에 댓글을 남겨 실시간으로 골프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달된 친구들의 소식에 더보기 기능을 통해 자세한 소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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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카드 보기 : 친구의 해당 라운드의 스코어카드를 확인 가능합니다.



통계 보기 : 친구의 해당 라운드의 통계분석이 가능합니다.

친구들

등록된 친구들을 가나다 순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특정 친구를 클릭 시 친구의 최근라운드의 성적을 확인
가능합니다.


스코어통계 (그래프)



페어웨이 안착률



그린 적중률



라운드 당 퍼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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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찾기

단말기내 주소록 중 골프다이어리를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을 친구추천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골프다이어리 앱을
추천하고 싶을 경우 ‘골프다이어리 앱 추천하기’를 터치 후 원하는 옵션을 선택 후 초대가 가능합니다.

친구요청

친구초대를 보내거나 받은 메시지를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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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 골프장
골프장 - 검색
골프다이어리를 통해 라운드 전 골프장을 미리 확인 및 분석이 가능하며, 자주가거나 관심있는 골프장을 등록하여
빠르게 골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근 골프장 검색 : 사용자가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순으로 골프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트검색 : 리스트를 통해 직접 확인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직접검색 : 특정 골프장 확인을 위할 경우 직접 텍스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골프장 –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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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가거나 관심있는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의 즐겨찾기 기능을 통해 관리가 가능합니다. 즐겨찾기 등록 시 ‘관심’
메뉴에 등록되며 재방문시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골프장 – 코스정보

선택된 골프장에서 지원하는 코스의 종류와 티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각 항목을 터치 시 자세한 코스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골프다이어리는 위성사진과 일러사진으로 홀별 정보를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홀별 핸디캡



홀별 티정보 (티별 거리관계)



홀별 총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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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이 안착한 위치를 기준으로 티에서의 거리 및 홀까지의 거리 안내

골프장 – 히스토리

라운딩한 기록이 있는 골프장의 경우, 히스토리 기능을 통해 홀 별 티샷 분포를 알 수 있어 나의 티샷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맵 입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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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 랭킹
랭킹

베스트 라운드와 최근 라운드 결과를 기준으로 등록된 친구들과의 경쟁이 가능합니다. 스코어기준으로 나열해 확인
가능하며, 특정 라운드를 터치 시 스코어카드 및 통계 기록을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Chapter 8 : 라운드 관전
라운드 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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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궁금한 경기상황을 언제든지 관전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관전 버튼을 터치 후 관전이
허용되거나 혹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해당 경기를 선택 해 관전 가능합니다.

Chapter 9 : 빈스윙 연습
빈스윙 연습

본인의 스윙 속도에 따라 템포를 조절 후 빈스윙 연습이 가능합니다.


간격스윙 – 사용자가 설정 한 템포에 따라 준비구령에 맞추어 빈스윙을 합니다.



연속스윙 – 연속동작으로 설정한 템포에 따라 연속으로 빈스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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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스윙 연습한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확인 가능합니다. 일간, 주간, 월간 기록을 그래프를 통해 꾸준히 빈스윙
연습결과를 기록 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0 : 골프캐스트
골프캐스트

골프다이어리는 골프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각종 레슨 영상 등 유익한 골프 영상들을 제공합니다. (단, wifi 지역이
아닐 시 데이터가 과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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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 설정
프로필 설정

내 프로필 메뉴를 통해 대표사진, 이름, 성별을 언제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불가능)

내 이용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권 및 신규 구매, 쿠폰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안내)

계정 – 계정 등록
이메일을 등록 시 전화번호나 핸드폰기기를 분실, 변경하여도 데이터 동기화를 통해 복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찾기 등을 위해 정확한 이메일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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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이메일 주소 변경 – 동기화 할 이메일을 언제든지 수정, 변경가능합니다.



계정 비밀번호 변경 – 현재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가능합니다.

계정 – 비밀번호 찾기

이메일 비밀번호가 알수 없을 경우, ‘비밀번호분실’ 메뉴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하였던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 후 메일로 발송된 4 자리 인증번호를 입력바랍니다. 이 후 안전한 비밀번호로 재
설정바랍니다.

내 클럽 설정

사용하는 클럽의 정보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입 시 기본값으로 셋팅 되어 있으며, 클럽별 타입, 헤드,
이름, 거리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값은 라운드 시 자동 적용되어 반영 됩니다. (맵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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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설정
게임에 필요한 라운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거리 단위 – 미터, 야드 단위를 설정합니다. (기본값 : 미터)



스코어 표시 – 총타수, 오버타수를 설정합니다. (기본값 : 오버타수)

그린 설정
게임 중 그린의 상황일 때 표시되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린위 거리 안내선 – 그린위 안내선 표시여부를 설정합니다.



그린위 거리 단위 – 미터 혹은 걸음수로 표시 됩니다.



한걸음 단위 – 자신의 보폭을 설정 시 그린 위에서 걸음수로 표시 됩니다.

통계 설정
라운드 통계에 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라운드 수 – 통계를 낼 라운드의 수를 설정합니다. (3, 5, 10, 20, 전체라운드)



비교 대상 – 자신의 통계기록과 비교할 대상을 설정합니다. (타이거우즈, 70, 80, 90, 100 타대)

데이터 동기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라운드, 관전목록, 개인설정, 클럽설정 등을 동기화 합니다.

삭제된 라운드 복구

게임 중 삭제된 라운드 중 복구를 원할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라운드를 선택 후 복구를 진행합니다. 단, 라운드
삭제날 기준 30 일 이내에 복구가 가능하며, 초과 시 영구삭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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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오류 신고

게임 중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코스에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발생 시 내용을 관리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류
발생 시 빠른 수정을 위해 코스내용에 포함된 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신고내용을 접수 부탁드립니다.
골프다이어리는 국내외 많은 골프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빠르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약속드립니다. 찾고자 하는 골프장이 없을 경우 신규코스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골프장의 정확한
정보를 입력 시 더욱 더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 +827079311538
이메일 : cscenter@maumgolf.com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7-3 5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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