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마 스타즈 프로그램 회원님께

●서비스 대상 클럽

혼마 스타즈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4스타, 5스타의 클럽으로 전년도 구매 클럽(구입 후 1년이 지난 

클럽)만 해당되며, 보증기간내 1회를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2012년 12월 3일 (월)~12월 21일 (금)

●메인터넌스 소요기간

20일 정도 

*접수 상황에 따라 2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샤프트 코팅을 할 경우 2~3개월 소요됩니다.

●접수 방법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내 신청서를 

기입하여 팩스로 보내시거나, 전화로 

접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FAX  02-2140-1819 (혼마골프 CS센터) 

 2. 전화 02-2140-1888 (혼마골프 CS센터) 

주식회사 혼마골프 한국지점 CS센터

문의 : 02-2140-1888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7:00, 일.공휴일은 휴무)

클럽을 보다 안심하고 오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혼마골프가 서포트해드립니다

혼마 스타즈 프로그램에서는 고객 서비스로,

고객님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클럽 메인터넌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오랜기간동안 골프를 즐기실 수 있도록 

서포터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클럽 클리닝과 메인터넌스, 그립 교환 등 

혼마골프 사카타공장의 클럽 장인이 직접 철저하게 점검, 수리, 클리닝하여 

새 클럽과 같은 느낌으로 돌려드립니다.



헤드 클리닝(아이언)
클럽에 생긴 흠집(스크래치)을 자세히 체크한 후, 전체를 

클리닝. 페이스라인, 로고, 번호 등의 리페인팅으로 새 클

럽 처럼 완성 시킵니다.

헤드 클리닝(우드)
우드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흠집(스크래치),

타구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깨끗이 닦아내며, 전

체적으로 광택 작업을 합니다.

그립 교환
더러워지거나 소모가 심한 그립은 신품으로 교환해드립

니다. 클럽과 골퍼의 유일한 접점이 되는 중요한 그립. 

교환은 클럽 장인에게 맡겨 주십시오.

엠블렘 교환
클럽 메인터넌스 서비스에서는 흠집(스크래치)이 있는 클

럽에 한해서 새 엠블럼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샤프트 클리닝 or 샤프트 코팅
샤프트의 흠집(스크래치)을 체크한후, 전체를 클리닝. 장

인이 판단하여 외관상 흠집(스크래치)이 심한 경우에 한

해 샤프트 코팅 처리해 드립니다.

(샤프트 코팅의 경우, 샤프트와 헤드 해체 작업이 들어가며 2~3

개월 소요됨)

최종 점검
최종적으로 중량, 밸런스, 로프트각, 라이각 등을 체크. 

각 부분의 작업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 완료 한 후 발송

해 드립니다.

클럽 메인터넌스 서비스는, 단순히 클럽 외관만을 클리닝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사카타 공장의 클럽 장인이 직접 철저하게 점검, 

수리하는 타사에서 모방할 수 없는 HONMA만의 고품격 서비스입니다. 클럽을 보다 안심하고 오랜기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

에서 고객님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클럽 메인터넌스 서비스의 작업 공정

“클럽 메인터넌스 서비스” 혼마골프 사카타 공장의 클럽 장인이 
소중한 고객님의 클럽을 철저하게 점검 & 메인터넌스
클럽의 장인이 헤드, 샤프트, 그립 등을 철저하게 점검, 수리, 교환해 드리므로, 고객님은 완벽한 셋업과 

밸런스가 조정된 클럽을 새로운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헤드 전체를 블라스트 처리

타구흔적, 흠집을 전용 연마기로 지움

그립 분리

전용 공구로 엠블렘을 분리시킨 후 
클리닝

샤프트 도장을 벗김

새틴 연마

콤파운드 왁스 클리닝후 
전용 연마기로 광택

양면 테이핑

접착 부분을 가열

신규 샤프트 공정과 같이 
도장 처리

페이스라인, 로고에 리페인팅 

샌드 페이퍼로 페이스면을 클리닝

그립 장착

엠블렘 장착

로고 필름 입히기 스펙 측정

밸런스 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