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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의계 골퍼의 높은 요구에 대응한 플래그십 모델 

「TOUR WORLD TW-G1」「TOUR WORLD TW-G1x」 

리뉴얼하여 12 월중순부터 발매 
 

주식회사 혼마골프 

주식회사 혼마골프(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롯본기 6-10-1 롯본기힐즈 모리타워 35F, 대표 이사사장: 

이토 야스키)는 12 월 중순부터 HONMA 볼의 플래그십 모델(Flagship Model) 『TOUR WORLD 

TW-G1』과 『TOUR WORLD TW-G1x』를 리뉴얼하여 전국의 혼마골프 직영점 및 혼마골프 제품 

취급점에서 발매합니다. 

 

열의계 골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TOUR WORLD TW-G1」시리즈는 3 년 전, 2014 년도 

발매 이래로 중급자, 상급자의 골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모든 열의계 골퍼가 추구하는 

「비거리 성능」, 「스핀 성능」, 「컨트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 진화 시켜 NEW『TOUR 

WORLD TW-G1』, NEW 『TOUR WORLD TW-G1x』를 발매합니다. 

 

 

 

 

 

 

 

 

 

포인트①「비거리 성능」 

볼의 초속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MX 코어를 채용. 비거리 향상을 목표로 하고 강한 탄도를 

실현하기 위해 326 딤플로 새롭게 개발.  
 

포인트②「스핀 성능」 

부드러운 우레탄 커버로 경이로운 스핀 성능을 실현 
 

포인트③「컨트롤 성능」 

높은 컨트롤을 실현하기 위해 IO 아웃 레이어 또는 고반발 IOTH 미들 레이어 채용 
 

이번에 발매하는 NEW『TOUR WORLD TW-G1』, NEW『TOUR WORLD TW-G1x』는 

열의계 골퍼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탄생한 기량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NEW『TOUR WORLD TW-G1』, NEW 『TOUR WORLD TW-G1x』의 개요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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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 WORLD TW-G1』 제품개요 ― 

 

품          번 ： BTQ1702（슬리브） 

구          조 ： 4 피스  

판   매  가  격： 1,350 엔＋세금 (슬리브） 

 5,400 엔＋세금（더즌） 

컬          러 ： 화이트 

플레이어즈 No. ： 1.2.3.4 

 

 

 

 

 

 

 

 
 

 

 

 

 

 

 

 ―  『TOUR WORLD TW-G1x』 제품개요 ― 

 

품 번 ： BTQ1703（슬리브） 

구            조 ： 3 피스  

판   매  가  격 ： 1,350 엔＋세금（슬리브） 

5,400 엔＋세금（더즌） 

컬            러 ： 화이트 

플레이어즈 No    ： 1.2.3.4 

 

 

 

 

 

①MX 코어 

■부드러운 타감과 스핀 성능을 융합시켰다 

■비거리와 스핀을 더욱 연마하다 

②고반발 IOTH 미들 레이어(Middle layer) 

③IO 아웃 레이어(Out layer) 

④부드러운 우레탄 커버 

⑤326 딤플 

①MX 코어 

②고반발 IOTH 미들 레이어(Middle layer)  

③부드러운 우레탄 커버 

④326 딤플 

볼의 초속을 높여 비거리 증가 

MX 코어와 조합으로 볼 초속 증가 

컨트롤 성능 증가 

뛰어난 스핀 성능 발휘 

강한 탄도와 체공 시간 유지 

강한 탄도와 체공 시간 유지 

뛰어난 스핀 성능 발휘 

MX 코어와 조합으로 볼 초속 증가 

볼의 초속을 높여 비거리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