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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선수와 협력하여 ShotVision 아이폰 골프 트레이닝 프로그램 출시 

ShotVision 이 LPGA 명예의 전당 회원인 박세리 선수가 참여하여 제작한 최첨단의 아이폰 골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출시합니다.  고화질의 자료영상과 첨단의 골프스윙 동작 분석을 포함한 간결한 

골프 레슨은 지금까지 골프를 배우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며 초보의 골퍼도 빠른 시간에 최고의 

골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골프의 기술과 레슨을 LPGA 골프의 선구자인 박세리 선수에게서 배우세요. 

박세리 선수의 업적을 보면, 

 다섯 번의 메이저 (major) 대회 제패, 골프 명예의 전당 회원 – LPGA 투어 첫 해 (1998 년) 두 

번의 메이저 우승, 그 후에 3 번의 메이저 대회를 포함한 통산 21 번의 대회 우승. 2007 년 

29 세의 나이로 캐리 웹(Karrie Webb)의 기록을 깨고 최연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됨 

 골프 월드(Golf World)의 편집자 Eric Adelson 은 2008 년에 박세리 선수를 이렇게 기록함. 

“골프의 모든 면을 바꾸는데 타이거 우즈 (Tiger Woods)보다 더 영향을 준.. 선구적인 선수.” 

기존의 골프 트레이닝은 레인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정확하지 않은 스윙 및 동작으로 반복하여 공을 

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방식은 볼을 정확하지 않게 치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hotVison 은 골프를 배우는 최선의 방법은 시각화 (Visualization)이며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ShotVision 에서 제공하는 풍부하고 선명한 동작들은 우리의 

두뇌가 정확한 동작을 기억하고 배우는데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모든 동작들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ShotVison 은 다음과 같은 최신의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초고속 고화질의 레드 카메라 (RED Cameras: 최신의 헐리우드 무비들이 현재 이 

기술을 사용함)를 이용하여 모바일 기기 (Mobile Devices)에서 최적화된 최고의 선명도를 제공. 

 골프 스윙 지도교육을 포함한 3D 그래픽을 이용한 최고의 시각 트레이닝 제공. 

 프로그램에 포함된 각 선수들의 100 여개 이상의 다양한 각도의 스윙 비디오 제공. 

 사용자의 프로그램 사용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기능 포함 – 성인을 위한 닌텐도 DS 

골프를 배우는 것이 더 이상 어렵거나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으며 레인지에서 수 백개의 볼을 치며 

무의미게 많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ShotVision 에서 제공하는 골프 응용프로그램은 보는 

순간 당신을 사로잡을 것이며 아마추어나 프로선수 모두 반복해서 비디오를 보게 만들 것입니다. 

ShotVision 은 무료 프로그램이며 (유료 프로그램도 다운로드 가능) 애플의 앱스토어 (App 

Store)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추가의 정보는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mailto:ndajani@shotvisionpro.com


Nabil Dajani – ndajani@shotvisionpro.com – (407) 721-8300 – 웹: www.shotvisionpro.com 

 

ShotVision 골프 앱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시려면 

 오른쪽의 코드 (QR Code)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세요 

 휴대폰의 브라우저에 www.shotvisiongolf.mobi 를 타입하세요 

 앱스토어(App Store)에서 ShotVision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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