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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프로가 선택한 혼마골프의 또 다른 클럽! 

「HONMA TOUR WORLD(투어 월드)」모델 

풀라인업 신발매! 
「투어프로가 투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능과 기능」를 콘셉트로 한 

「TOUR WORLD (투어 월드)」 모델로 새로운 타킷을 공략 

 

주식회사 혼마골프(대표이사 : 니시타니 코지)는, 골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보다 나은 플레이를 위해 항상 

노력 하고 있는 「열혈 골퍼」를 위한 골프 클럽 『HONMA TOUR WORLD (투어 월드)-약칭 TW(티더블유)』를, 

2013년 3월 중순에 발매한다. 가격은 미정. 

 

이번에 탄생하는 『HONMA TOUR WORLD (투어 월드)』는, “투어 프로가 투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능과 기

능”을 콘셉트로, 혼마골프 용품 계약 프로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개발한 클럽이다. 

 

투어 프로가 추구하는 클럽은 ‘비거리’와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샷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컨트롤 성능’을 가

진 클럽이다. 『HONMA TOUR WORLD (투어 월드)』는, 투어 프로에서 “골프 마니아”까지 모든 골퍼들의 어떠

한 요구에도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클럽의 종류(variation)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헤드의 모양”에도 신경을 

써 어드레스시 목표점으로 샷을 정확히 날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골퍼의 역량을 최대한으

로 끌어 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마무리 하였다. 

 

그리고 투어프로나 톱 아마추어의 니즈를 반영한 샤프트 「VIZARD(비자드)」를 새로이 개발하였다.  

「VIZARD(비자드)」는 Victory+Wizard의 합성어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마법사’라는 의미이며, 이 샤프트는 성

능과 느낌이 확연히 구분된 「TA타입」과 「TZ타입」, 이 두 가지 종류로 전개한다. 

 

<TW 드라이버>  

개개인에게 딱 알맞은 한 자루의 클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작성이 

뛰어난 430cc, 많이 감기는 샷을 방지한 455cc、샬로우백 형태로 고탄

도를 실현한 460cc의 TW717 430, 455, 460으로 3종류를 준비.  

 

<TW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  

번호별 중심설계로, 번호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하여, 비거리와 스핀  

성능을 향상시킨 #3,#5,#7의 페어웨이 우드와 저중심화와 조작성 향상  

개발에 힘을 쓴 중심설계와 FP가 적어 아이언 느낌으로 칠 수 있는  

16,19,22도의 유틸리티. 

 

<TW아이언>  

프로의 요구에 따른 얇고 날카로운 디자인의 「TW717M」 (머슬백),  

1피스 연철단조에서 느껴지는 소프트한 타구감이 일품인「TW717V」 

(일체형 캐비티), 그리고 안정된 방향성과 고탄도를 위한 중급자를 위

한 「TW717P」 (2피스 캐비티)의 각기 다른 세 가지 형태의 헤드로 구

성되어 있으며, 헤드는 중∼상급자 골퍼가 좋아하는 마일드 한 타감의 

연철단조이며 열혈 골퍼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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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TW717M FORGED> 

(중)＜TW717V FORGED＞ 

(우)＜TW717P FORG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