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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MA, 이제부턴 볼이다!」 
 

높은 “스핀성능”과 경이로운 “비거리 성능”을 양립한 

「TOUR WORLD」시리즈의 고성능 볼이 등장 

 

2014년 6월, 『TW-G1』『TW-G1x』신발매!! 
 

TEAM HONMA 김다나 프로와 볼 사용 계약 체결! 

 

주식회사 혼마골프 

 

주식회사 혼마골프(대표이사 : 니시타니 코지)는 「TOUR WORLD」시리즈의 높은 “스핀 성능”과 

경이로운 “비거리 성능”을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볼 『TW-G1』 『TW-G1x』를 2014년 6월부터 

전국의 혼마골프 정식 대리점에서 발매할 예정이다.  

 

혼마골프는 골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 골퍼를 “HONMANIA”로 정의하고, 

올해 3월부터 그러한 골퍼들의 니즈에 딱 알맞은 골프 클럽 「TOUR WORLD×VIZARD」를 발매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TOUR WORLD」는, 투어 프로가 우승을 하기 위한 컨셉이며, 

이번에 시판하는 4피스 구조의 『TW-G1』과 3피스 구조의 『TW-G1x』는 “스핀 성능”과 “비거리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HONMANIA”에게 최적의 볼이다. TEAM HONMA와 클럽・용품 사용 

계약을 맺고 있는 김다나 프로는 혼마골프와 볼 사용 계약을 새로이 맺고 이번 시즌부터 사용

하고 있다. 혼마골프는 김다나 프로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할 예

정이며, 이를 계기로 TOUR WORLD 클럽과 볼의 궁합을 실전에서 증명시켜 나갈 것이다. 

 

『TW-G1』은 높은 스핀 성능과 비거리를 모두 만족시키는 볼을 컨셉으로 개발되었다. 

소프트 캐스트 우레탄 커버와 고반발 ionomer Mid 커버의 조합에 의해, 최고 수준의 스핀 성능

을 실현하고 대형 336 딤플 채용으로 안정적인 빅캐리를 실현하였다. 더욱이 신개발의 HPF 

Mid Layer를, 코어 부분과 고반발 ionomer Mid 커버 사이에 끼워 스핀 성능을 향상, 동시에 소

프트한 필링도 실현시켰다. 

 

『TW-G1x』는 과잉된 스핀을 억제하며, 직진성과 강탄도를 양립시킨 볼이다. 「고반발 

Ionomer 커버」를 코어와 아우터커버 사이에 배치하여, 풀 샷시 과잉된 스핀을 억제하는 것에 성

공. 이것에 의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똑바로 날아가는 강탄도를 실현하였다. 또한, 투어 프

로의 사용율이 높은, 소프트 우레탄 커버를 채용하여 드라이버에서 퍼터까지 소프트한 필링을 느

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혼마골프는 신제품 『TW-G1』 『TW-G1x』를 통해, 골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골퍼 “HONMANIA”를 위해 적극적인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참조 ; 혼마골프 홈페이지> 

http://www.honmagolf.co.jp/kr/twg1/ 

 

― 『TW-G1』 『TW-G1x』 제품 개요 ― 
 

 

【제 품 명】  『TW-G1』, 『TW-G1x』  

【발 매 일】  2014 년 6 월초 

【컬    러】 화이트 

【가    격】 80,000 원 

【제    조】 『TW-G1』 

    4피스 소프트 우레탄 커버 

코   어： 대용량 고반발 코어 

Mid Layer：신개발HPF Mid Layer 

Mid cover：고반발 ionomer Mid 커버 

  커   버：소프트 캐스트 우레탄 커버 

딤   플：336대형 딤플 

『TW-G1x』 

3피스 소프트 캐스트 우레탄 커버 

코   어：대용량 고반발 코어 

Mid Layer：고반발 Ionomer 커버  

         커   버：소프트 캐스트 우레탄 커버  

딤   플：318 대형 딤플 

 

 

【구    조】 

 

   
 
 
 
 
 

 

 

   

 

 

 

<문의처> 

주식회사 혼마골프 한국지점 마케팅부 대리 채성민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9-8 2F 

전화번호 02-2140-1800 

www.honmagolfkorea.com 

 좌 ： 『T W - G 1』 우 ： 『T W - G 1x』 

 『TW-G1x』 

 

신개발 HPF Mid Layer 

고반발 Ionomer Mid 커버 

소프트 캐스팅 우레탄 커버 

『TW -G1』 

 고반발 Ionomer 커버 

 

 

소프트 캐스팅 우레탄 커버 

 

볼 사용 계약 : TEAM HONMA 김다나프로 

http://www.honmagolf.co.jp/kr/twg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