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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 조정식 골프클럽「Perfect Switch」시리즈가 풀 라인업！－ 

Perfect Switch 
드라이버 390 타입, 페어웨이우드, 유틸리티, 

BERES PRO IP（아이언） 발매 
 

주식회사 혼마골프 
 

주식회사혼마골프（대표이사사장：니시타니 코지）는 2011 년 12 월에 출시 한 각도 

조정식 골프클럽「Perfect Switch」 시리즈「드라이버 460 타입」, 「드라이버 440 타입」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드라이버 390 타입」, 「페어웨이우드」, 「유틸리티」와 「Perfect 

Switch」의샤프트를 장착한 IP（이온 플래팅）가공한 아이언 『BERES PRO IP』를, 

2011 년 11 월 하순（예정）부터 전국 혼마골프 직영점 및 유명백화점, 주요골프샵에서 

발매됩니다. 이로써「Perfect Switch」 시리즈는 풀라인업 되어, 함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의 골프라이프 이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Perfect Switch」 시리즈는 라이각, 로프트각, 페이스앵글을 

조절할 수 있는 각도 조정식 골프클럽 입니다. 당사가 새롭게 

개발한 각도 조정 기능「Non-Rotating System」 ※다음페이지 참고 

를 채용함으로서 샤프트를 넣고 뺄 필요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라이각, 로프트각, 페이스앵글의 조절은 사용자가 직접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탄도가 실현 가능하며,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 

만족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 출시하는 『Perfect Switch 드라이브 390 타입』은 소형  

헤드와 70g 대의 샤프트를 장착함으로서 조작성이 높고 파워풀한  

탄도를 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골퍼의 기대를 충족 시켜 드리기위해 『PerfectSwitch 

페어웨이우드』, 『PerfectSwitch 유틸리티』를 골고루 

갖추었습니다. 이와 함께 「번호별헤드 중심설계」로 어떤 번호 

라도 필링을 바꾸지 않고 칠 수 있어 조작성이 높은 클럽입니다. 

또한 『BERES PRO IP』는 투어 프로의 요구를 한데 모아 설계, 

개발한 아이언에 IP（이온 플래팅）가공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연철 아이언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타감과 강한 탄도 샷을 

가능하게 합니다. 

『PerfectSwitch 드라이버 390 타입』, 『Perfect Switch 

페어웨이우드』 , 『Perfect Switch 유틸리티』, 『BERES PRO 

IP』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 이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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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ect Switch」상품개요 ― 

 

필링이 변하지 않는다「Non-Rotating System」＜ 특허번호：4671447 ＞  

「Non-Rotating System（논・로테이팅・시스템）」앵글 조정에 따른 샤프트의 

회전을 0°로 고정 할 수 있습니다. 

최대의 퍼포먼스를 발휘 할 수 있는 포지션에 샤프트를 고정하기 때문에 

앵글조정 후에도 스윙시 필링이 변하지 않습니다. 
  
「Non-Rotating System (논・로테이팅・시스템)」＜특허번호 4671447＞ 
샤프트는 헤드고정 방향에 따라서 미묘하게 타구시의 샤프트 진동수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프트를 회전해서 각도를 조정 했을 경우 샤프트 방향에 의해 미묘하게 스윙의 필링이 달라집니다. 
당사의 각도 조정기능은 샤프트를 넣고 뺄 필요 없이 전용 토크렌치와 홀더로 샤프트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사용자가 스스로 간단히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라이각・로프트각・페이스앵글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무단계 앵글 조정 시스템 

샤프트를 넣고 뺄 필요없이 라이각, 

로프트각, 페이스앵글（F.A.）을 골퍼가 

스스로 간단하게 무단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정밀도 높은 

앵글의 설정으로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 

원하는 만큼의 비거리를 실현 할 수 

있습니다. 

 

 

                  『Perfect Switch 드라이브 390 타입』                               

더욱 파워풀 한 탄도로、보다 강한 샷이 가능한 스몰 헤드「390 타입」 

고탄도 샬로백 헤드「460 타입」, 강한 탄도의 

하이백헤드 「440 타입」에 더해 더욱 강력한 탄도를 

만들어내는 스몰 헤드「390 타입」의 드라이버가 

새롭게 등장.  

3 타입의 드라이버로 보다 많은 골퍼에게 대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erfect Switch 페어웨이우드』                          

컴펙트한 헤드로 조작 성능을 높이고, 번호별 헤드 중심설계한 페어웨이우드 

전 클럽을 컴펙트하게 설계하여, 상급자 골퍼가 이미지 그대로의 샷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각 번호 샤프트축에 중심점을 가까이 설계함으로 인해, 어떤 번호도 같은 필링으로 칠 

수 있는 헤드 설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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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ect Switch 유틸리티』                           
탄도를 컨트롤하여 핀을 직접 노릴 수 있는 번호별 헤드 중심설계의 유틸리티 

페어웨이우드와 같은 설계 컨셉에서 탄생한 유틸리티 입니다. 

어떤 번호로 쳐도 그 필링이 변하지 않고, 더욱이 정밀도가 높은 앵글 설정에 의해서 

유틸리티 샷의 탄도는 더욱 높은 확률로 타겟을 향합니다. 

 

 

 

 

 

 

 

 

 
 

 

― 『BERES PRO IP』상품개요 ― 

 

설계, 형태, 소재 모두가 필링을 추구하여, 투어 프로를 위해 탄생한 아이언 

투어에서 경기하는 탑 프로들의 요구를 한데 모아 설계 개발한, 프로로부터 탄생한, 

프로를 위한 아이언입니다. 컴팩트한 헤드 형태, 스트레이트넥, 심플하고 잘 빠지는 솔 

형태등. 프로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에 최대한 대응 할 것 입니다. 

 

 

프로가 좋아하는 타감과 탄도를 약속 해 드리는 

파워 임팩드 존 

파워 임팩트존을 만드는 중심 포인트는 최대한 육후 

설계를 채택함으로서, 훌륭한 타감과 맞바람에도 강한 

강력한 탄도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히트 존 확대로 비거리 손실을 줄여주는 

육후 트라이앵글파워 캐버티 

최대한의 두꺼운 설계 채택으로 프로가 요구하는 타감을 실현하여 

토우・힐부분으로 쳐도 비거리의 손실도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