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창업을 쉽게

누구나

골프를 쉽게

골프연습장 프랜차이즈



프렌즈 아카데미

카카오 VX 스크린골프 노하우가 담긴 골프 연습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 등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실력이 향상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퍼팅 연습장 9홀 라운드
키패드로 간단하게 퍼팅 연습장으로 이동,  거리  설정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실전 감각을 익히는 ‘9홀 라운드’로 연습 효과가배가 됩니다.

주니어 모드 클럽 측정
아이들을 위한 주니어모드 에서 온가족이 즐겁게 연습하세요. 내 클럽의 거리를 알고 연습하여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픽

정확도

분석력

편리성

고퀄리티 그래픽 환경은 외부에서 연습하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실제와 다른 의미 없는 훈련은 그만, 필드 느낌 그대로의 물리를 구현합니다.

유의미한 데이터만 선별하여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보기 쉽게 제공합니다.

유저에게 최적화된 구성으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앱

간편한 QR 로그인부터 연습 정보까지 모든 것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타석현황 확인과 예약, 결제가 가능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효율적인 타석운영이 가능합니다.

스윙밸런스 분석

스윙 자세 교정에서부터 체중 이동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적인 골프 연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 21년 3분기 업데이트 예정



디바이스디바이스

고객의 취향과 편의성을 고려한 모던/심플한 디자인으로 터치스크린을 통해 쉽게 조작이 가능하며, 

정밀한 센서를 통해 더 정확한 연습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터

3,400안시, 명암비 15,000:1로

선명하고 깊이 있는 화질 구현

카메라 센서

3,800FPS 초고속 카메라 센서로

볼의 속도, 방향, 스핀을 측정하여

정확한 거리와 구질을 표현

카메라

2채널(전방, 후방)화면으로

스윙을 실시간 노출하여 더 정확한 영상 구현

페어웨이 매트

자연 질감을 그대로 살린 매트로

실감나는 플레이 구현

LED 키패트

심플한 디자인으로

직관성을 높인 6구형 키패드

키오스크(모니터/콘솔)

직관적인 터치 스크린 모니터로

마우스와 키보드 없이 편리하게

정보 확인 및 설정 변경 가능



인테리어

카카오 VX의 젊고 모두가 친숙하게 느끼는 브랜드 이미지를 형상화 한 인테리어로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사이니지

카카오 VX의 대표 컬러인 옐로우와 브라운을 사용, 골프를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심볼을 적용하여 쉽게 인지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합니다.

외부간판 바채널 기본형

한남점 B1 02-123-4567

외부간판 파나플렉스 가로형

외부간판 돌출형외부간판 파나플렉스 세로형



마케팅

골프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프렌즈 아카데미를 알리는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합니다.

프렌즈 스크린

카카오 VX

BRAND

스포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컴퍼니 카카오 VX는 IT와 스포츠의 결합을 통한 가상 경험(Virtual eXperience)

기술을 이용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재미를 제공합니다. 기업 가치에 걸맞게 프렌즈 아카데미도 여러 사업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진화해나갈 것입니다.

프렌즈 아카데미

누구나 쉽게 골프를 배울 수 있는

카카오골프예약

새로운 부킹 새로운 골프문화 

카카오프렌즈 골프

필드 위 즐거움

스마트홈트

A.I 코칭 홈트레이닝

스마트골프장

상상하는 모든 것이 실현되는

프렌즈 스크린

고퀄리티 그래픽, 정확한 물리구현

카카오프렌즈와 함께하는

ACADEMY

SCREEN
GOLF

NEW
BUSINESS

뛰어난 기술력과 사업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프렌즈 스크린과 함께 골프 연습장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너지를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창업절차

골프는

쉽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프렌즈 아카데미는

부담은 없애고 즐거움은 더한, 편안한 배움을 제안합니다.

홀인원 깃발 안에 표현된 플레이 버튼은

프렌즈 아카데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직관적이고 미니멀한 감성으로 전달합니다.

그립을 배우는 순간부터 필드에 나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프렌즈 아카데미와 함께.

상담신청 및 방문상담01

상담 및 정보공개서 확인02

점포계약 및 가맹계약03

인테리어 공사04

오픈 전 매뉴얼 교육 및 점검05

그랜드 오픈 / 운영 컨설팅06



자체개발
시뮬레이터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정확한 구질표현은 물론  A.I를 

활용한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탁트인 드라이빙 레인지로 

필드에서 연습하는 것과 같은 생동감을 전달 합니다.   

레슨프로 구인공고 지원

레슨프로 인력 수급을 위한 구인공고( 프렌즈 아카데미 홈페이지 ) 

게시를 도와 드립니다.  담당 슈퍼바이저의 사전 인력 수요조사 후 

다양한 구인 노하우 전달, 빠른 구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드립니다. 

매뉴얼 및 테크니션 
슈퍼바이징

창업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매뉴얼을 제공해 드리며, 

운영관리만 하는 것이 아닌 장비의 점검과 기술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전문가의 슈퍼바이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체개발 포스 프로그램 
전용 어플리케이션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개발 된 포스 프로그램과 

실시간 연습장 현황확인, 타석예약,결제는물론 나만의 기록 

확인과 공유까지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 매장운영을쉽고 

간편하게 도와 드립니다.

Whole in one
서비스

회원모집부터 매장운영 관리까지 전문가가 지도해 드립니다.  

오픈 프로모션과 같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회원모집을 

도와드리며, 키오스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운영효율화까지 매장의 

오픈과 관리를 상세히 지도 해주는 카카오 VX 가맹 서비스는 

예비창업자 분들께 골프연습장 창업과 운영의 복잡한 과정을 간소화 

시켜 드릴 것입니다. 

전국 A/S 네크워크

고객만족팀의 친절한 접수상담, A/S 전담 팀의 빠른 현장출동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내 조치가 가능합니다.

            

영업상권 보호

상권의 유형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상권 범위는 가맹계약 체결 전 

협의를 통해 사전 제공되며, 이후 해당지역 내  직영점,가맹점의 

출점이 금지되어 고유한 영업지역으로의 상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윙플레이트

스크린게임에만 적용되던 스윙플레이트를 연습장에 최초로 

적용하여 필드 위 다양한 경사에 대비한 연습이 가능합니다.



단위:만원, 부가세별도

가맹금

보증금

프렌즈 아카데미 시스템

인테리어 

간 판

초도물품

기타용품

추가공사

위 항목별 비용은 점포환경과 인테리어 시공주체 선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 항목 : 냉/난방기, 공조시설, 소방시설, 전기증설, 철거 등

당사가 연결 해 드리는 리스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가맹비, 교육비, 기타 행정비

계약이행 보증금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및 사용권

3.3㎡ 기준

전면간판

시스템 외 내부집기 및 용품

카카오골프 용품

냉 / 난방기, 전기증설

1,200

300

1,300

120

500

1,000

600

실비

설치비 포함

평당 120만원, 추가공사 제외

LED 채널간판 기준

간판형태에 따라 상이

TV, 집기, 골프용품 등

선택옵션 적용

매장별 가격 상이

내 용 단 가 비 고

영업 개시 전 부담비용

HISTORY창업비용

2021 
02     KLPGA ‘한진선프로’ 메인 후원 계약 체결

05     프렌즈아카데미 프랜차이즈사업 론칭

2020

04     스마트홈트 이동통신 3사 서비스 확대

06     스크린골프 브랜드 프렌즈 스크린 통합

08     플래그십 스토어 카카오 VX 한남 오픈 

09     카카오프렌즈 골프 골프공 R 론칭

2019

03     까스텔바작과 전략적 제휴 체결

04     골프예약 서비스 카카오골프예약 론칭

04     골프용품 브랜드 카카오프렌즈 골프 론칭

06     KLPGA와 전략적 제휴 체결

09     AI 홈트레이닝 서비스 스마트홈트 론칭

10     스크린골프 연습장 프렌즈 스크린 R 론칭

11     SKT와 VR서비스 파트너쉽 체결

2018

04     2018 차이나골프 PGA 머천다이즈 최대 규모 부스로 참가

05     프렌즈 스크린 T2 8억 페스티벌 이벤트 진행

07     플래그십 스토어 카카오 VX 판교 오픈

11     프렌즈 스크린 T2 카카오프렌즈 업데이트 적용

11     프렌즈 스크린 T2 AI 동작인신 기능 적용

12     스카이뷰골프클럽 운영 대행 계약 체결

2017

03     2017 차이나골프 PGA 머천다이즈 최대 규모 부스로 참가

04     2017 KLPGA 공식 스크린골프 파트너 협약

06     중국 현지 대회 프렌즈 스크린 T1 제1회 차이나 오픈 개최

09     업계 최초 음성인식 AI 적용한 프렌즈 스크린 T2 출시

12     (주) 카카오 VX로 사명 변경

2016

02     차이나 골프 PGA 머천다이저쇼 참가

04     2016 KLPGA 공식 스폰서 선정

10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스크린골프 부스 참가

2015

01     마음골프 피팅센터 (FIT UP)오픈

05     명랑운동회 오픈

09      아이템전 출시

11     센서 710S ARC 출시/ TEAM57 골프단 창단

2014

02     골프 다이어리 앱 출시

05     프렌즈 스크린 T1 출시

10     프렌즈 스크린 T1 매니저 앱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