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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혼마골프 

 

주식회사 혼마골프(대표이사: 이토 야스키)는 2017년 2월부터「BERES KIWAMI Ⅲ (베레스 

키와미 쓰리)」를 발매할 예정이다. 

 

「BERES KIWAMI Ⅲ」는 비거리를 추구하는 한국 시니어골퍼들의 니즈에 대응하여 한국

인만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키와미(極み:일본어로 ‘궁극의’라는 뜻)모델의 세번째 모델로 그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2015년 출시되어 시니어골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BERES KIWAMI Ⅱ」 이상의 비

거리와 쉬운 클럽 개발을 목표로, 일본의 사카타 공장에서 2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최고의 

비거리와 방향성 설계가 가능한 클럽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이전 모델보다 더욱 발전된 전용 샤프트와 헤드의 조합으로, 여러가지 탄도가 실현 가능

하게 되어 비거리와 품격을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적합한 모델이다. 

 

이번 모델은 4스타 남성용,여성용 구성되어 있다. 여성용은 2스타도 있다.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3, #5), 유틸리티(22,25도), 아이언 남성,여성용 4스타

(#5~#11,SW로8개셋트 혹은 5번을 제외한 7개세트) 

 

모든 클럽은 비거리를 중시한 설계를 하였다. 드라이버는 고강도 Ti-VS 고반발 페이스를

사용하여 크라운과 솔이 연결되는 부분을 얇게 하여 효과적인 반발력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초경량 샤프트를 사용하여 클럽 중량이 가벼워져 (남성용:263(기존 키와미2보다 -8g), 

여성용:251g(기존 키와미2보다 -4g)) 헤드스피드 빨라지면서도 우수한 반발력으로 비거리

를 1야드라도 늘리고 싶어하는 골퍼들을 위한 모델이다.  

페어웨이 우드도 드라이버와 같이 고반발의 페이스 설계로, 볼을 타격했을 시에 나타나는 

스프링 현상을 반발력으로 바꾸어 비거리 성능을 중시했다. 

유틸리티는, 볼의 직진성과 포착성을 중시한 중심위치로 어떤 라이에서도 쉽게 칠 수 있

게 설계되었다 

아이언은 기존 모델보다 솔의 폭을 넓히고 저중심으로 설계하여, 고탄도로 쉽게 비거리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혼마골프 관계자는 “한국골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작한 키와미3는 일본 사카타 공장에서

의 2년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로 출시되는 모델이다. 한국인이 원하는 비거리와 느낌, 외관

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클럽으로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페이지에서 가격/상품개요/스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거리를 원하는 시니어를 위한 클럽－ 

BERES KIWAMI Ⅲ 고반발 시리즈 신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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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RES KIWAMIⅢ」가격>              단위:원 

 4스타(남성용,여성용) 2스타(여성용) 

드라이버 1,900,000 850,000 

페어웨이우드 1,000,000 450,000 

유틸리티 1,000,000 390,000 

아이언8셋트 6,700,000 2,100,000 

아이언7셋트  1,850,000 

 

2. <「BERES KIWAMIⅢ」상품 라인업> 

 

「BERES KIWAMI Ⅲ」 4스타 남성용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3, #5), 유틸리티(22,25

도), 아이언(#5~#11,SW로8개셋트)  

 

 

 

 

 

 

「BERES KIWAMI Ⅲ」 4스타 여성용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3, #5), 유틸리티(22,25도), 아

이언(#5~#11,SW로8개셋트) 

 

 

 

 

 

 

「BERES KIWAMI Ⅲ」 2스타 여성용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3, #5), 유틸리티(22,25

도), 아이언(#5~#11,SW로8개셋트 혹은 #6~#11,SW

로 7개세트) 

 

 

 

 

 



 

3 

 

3. <「BERES KIWAMIⅢ」상품개요> 

1W 

- 페이스 면에서 크라운과 솔로 연결되는 부분을 얇게 만든 고반발 

설계로 볼을 타격했을 시에 나타나는 스프링 현상을 반발력으로 바

꾸어 볼을 멀리 날릴 수 있다.  

- 탄도,스핀량,포착성을 고려하여 쉽게 날릴 수 있게 한 웨이트 배치 

 

 

FW/UT 

- FW: 페이스 면에서 크라운과 솔로 연결되는 부분을 얇게 만든 고반

발 설계로, 볼을 타격했을 시에 나타나는 스프링 현상을 반발력으로 

바꾸어 비거리 성능을 중시한 설계이다.  

- 3번 우드: 볼의 포착성이 좋고, 고탄도도로 곧게 날릴 수 있는 중심

설계이다. 

- 5번 우드: 볼이 좌측으로 감기지 않는 적절한 스핀량으로 볼을 세울 

수 있다. 

 

 

 

- UT: 볼의 직진성과 포착성을 중시한 웨이트 배치에 따른 중심위치 

 

 

 

 

IRON 

- 기존 모델보다 솔의 폭을 넓히고 솔 하부를 더 두껍게하여 저중심 

설계 

- 저중심 설계와 2.3mm얇은 페이스, 2피스 구조의 상승효과로 고탄

도로 쉽게 비거리를 낼 수 있는 성능을 위한 설계 

- 힐 측에 위치한 중량배분으로 중심거리를 짧게 설계하여 포착성이 

좋아지며 조작성과 직진성이 향상 

- 볼에 힘을 쉽게 전달하여 비거리 상승 

- 솔에서 백페이스로 이어지는 모서리를 깎아내어 볼의 빠짐이 좋도

록 설계 

- 스타일리쉬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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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ERES KIWAMIⅢ」상품스펙> 

 

「BERES KIWAMIⅢ 4스타 남성용」 

 

「BERES KIWAMIⅢ 4스타 여성용」 

 

「BERES KIWAMIⅢ 2스타 여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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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식회사 혼마골프 한국지점 

마케팅 박찬미주임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511 트레이드타워 203호 

전화번호 02-2140-1803(기사관련문의) 

www.honmagolf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