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맹목적으로 날리기 위함이 아니다. 일부 한정된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다.
이것은 파워를 추구하는 모든 골퍼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inpres X.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탄생한 흔들림 없는 근거.
기술적인 야마하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높은 완성도.
기능과 감성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연결시킨 그 파워로 지금 미래가 열린다.

inpres X 역사상 최강의 비거리를 보유한
POWER inpres X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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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감성과 일치하여 맞았을 때, 최고의 일을 한다.
120년 이상 걸쳐서 악기를 만들어온 야마하 제조의 철학이다.
골프 클럽에도 이 정신은 발휘된다. 기계 테스트에 의한 데이터가 전부가 아니다.
날리고, 방향이 바뀌지 않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플레이어의 감성을
롤
트
컨

소
리

흔드는“무언가”가 필요한 것이다. 기이함을 과시하지 않는 아름다운 디자인 속에
조용히 숨겨진 혁신적인 테크놀러지. 느낌이 온다. 마음에 편안하다.
클럽과 대화를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야마하다움' 이다.

클럽별 비거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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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자. 비거리의 차이를

그 파워는 무한하다.
2011년의 inpres X는 혁신의 <비거리 구조>를 담았다. 크라운의 내측을 그물코 형태로
만든 파워 케미컬 밀링 크라운. 그 그물코 패턴에 치밀하게 계산된 야마하 독자적인 연구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파워를 창출해낸다. 동시에 이 그물모양 선의 설계가 크라운의 강도를 줄이지 않고 두께를 얇게 해
경량화, 저중심화를 실현. 몇 가지의 진화가 집결된 <강탄도>로 최대 비거리가 실현되었다.

위 그림은 크라운 부분의 내부구조를 이미지 한 것으로 실제의 상품 외관과는 다릅니다.

임팩트 전

임팩트 시
페이스 근처의 파워 케미컬 밀링
크라운의 그물망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눌려서 페이스 윗부분이 휜다.

휘는 현상으로 인하여 페이스
면이 자연스럽게 위로 향하여
치는 각도가 0.3°상승한다.

스핀량을 줄여
강한 탄도를 실현.

두께 0.45mm
두께 0.55mm

헐렁함

크라운 안쪽을 화학 처리하여 선을 그물코 형태로 했다.
페이스 가까이에는 임팩트 시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밀도를
높이고, 후방에 갈수록 조금씩 성글게 만든 독자적인 패턴.
임팩트 시에는 페이스 가까이의 세밀한 그물코 모양이 효과적
으로 휘어지고, 타출각을 높여서 스핀량을 최적화 한다.
동시에 크라운의 강도를 상하지 않으면서 두께를 얇게 해, 경량화,
저중심화에 성공하여 “강탄도”를 만들어내 최대 비거리를

촘촘함

실현했다.
두께 0.75mm

치러 가자. 두려워 할 것은 없다.
드라이버 스윙은 볼을 치는 순간 더욱 위축된다. 두려움 없이, 치고 휘둘러라.
이것이 드라이버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비결이다. inpres X의 파워라면 할 수 있다. 2011년 한층 더 진화를 이룬 OCTAFACE WIDE가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OCTAFACE는 상급골퍼와 애버리지 골퍼의 타점분포가 다르다는 사실을 근거로 개발된 야마하 독자적인 페이스 이론.
중심에서 벗어난 샷에서도 파워 로스를 줄여 방향성을 수정하고 평균 비거리를 높여준다.

골프 레벨 차이로 인한 타점의 차이

반발력 대

반발 영역

13%확대
(전 모델 대비)

애버리지 골퍼
(야마하 골프 조사)

상급골퍼
상급골퍼의 타점은 페이스 중앙에 위아래로
분포한다. 이 타점 특징에 맞추어 두께 설정을
재검토 하여 반발 영역을 한층 더 확대했다.

페이스를 4분할하여 벌지, 롤의 최적화를 추구.
[비거리]와 [방향성]이 한 단계 더 안정되었다.

반발력 대

반발 영역

25%확대
(전 모델 대비)

애버리지 골퍼의 타점은 힐 아래 쪽부터
토우 위쪽에 걸쳐서 타원형으로 분포한다.
이 타점의 특징에 맞춰서 선과 두께를
조절하여 반발 영역을 한층 더 확대했다.

페이스의 곡면형상에 관하여 벌지는 페이스의 가로 방향의 굴곡이고,
롤은 세로 방향의 굴곡. 야마하에서는 타점분석을 기초로 하여
페이스를 4분할하여 조정하고 V시리즈, D시리즈에 적합한 독자적인
벌지, 롤 설계를 완성. 중심에서 벗어난 샷에도 캐리의 손실이나
방향의 흔들림을 억제할 수 있도록 완성했다.

헤드를 활용하는 샤프트의 위력
헤드와 샤프트의 특성이 조화를 이룰 때 클럽은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일본 야마하의 피팅 서비스[YPAS(Yamaha Pro-custom Analyzing System]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여기에 투어 프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헤드와 샤프트의
베스트 매치를 선택한 V시리즈, D시리즈의 순정 샤프트를 결정했다.

투어에서 수많은 실적을 쌓은 Diamana D시리즈의 후속 모델을 채용. 조금 작은 헤드와의 베스트 매치로 최고의 조작성을 발휘한다.

한층 더 비거리를 요구하는 골퍼를 위해 장척용으로 개발된 샤프트를 채용. 안정된 스윙플랜으로 제대로 치고 + α의 비거리를 실현한다.

orbit특유의 [휘어짐]이 임팩트 시의 궤도를 레벨 업으로 수정. 헤드 스피드가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이상적인 타출각도로 작용하여 에너지 손실을 경감하고,
초속 1.4m/s업에 성공했다. 게다가 과잉 백스핀으로 인해 일어나는 "위로 솟아오름"에
대한 비거리 손실을 방지하고 이상적인 강탄도를 실현하였다.

초속

※

1.4m/s업

(orbit 비장착 모델과 비교)
강성곡선

대

이상적인 임팩트 각도
개선된 헤드 궤도
종래의 헤드 궤도
그림 이미지

orbit을 사용함으로써 다운궤도의 골퍼는 개선된 헤드궤도로. 개선된 헤드궤도의
골퍼는 가장 이상적인 헤드궤도로 수정. 스윙의 상하궤도를 개선하여 애버리지 골퍼에게
최적의 효율을 내는 좋은 탄도를 제공.

※헤드 스피드 40m/s의 골퍼의 측정치의 평균 (야마하 조사)

편하게 쥐고 고탄도 드로우를
일으키는 강성곡선
이 전후의 휘는 정도의 차이를
붙여서 임팩트를 향해 상승
궤도로 수정

휘
어
지
는
양

휘는 것을 조금 억제시키고
조작성을 높여줌.
고탄도 스트레이트를
일으키는 강성곡선
휘는 양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져서
파워의 증대로 연결짓는다.

소

그립부분

샤프트 위치

헤드부분

최적의 스핀으로 강하게, 더 멀리.
스핀량이 너무 많으면 높이 올라가 버린다. 너무 적으면 부력을 잃어서 떨어져버린다.
야마하는 비거리를 최대로 하는 스핀량을 수치화하고, 모델마다 중심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이상적인 '캐리&런'을 달성했다. 이것이 바로 [r.p.m컨셉]이다.
파워 케미컬 밀링 크라운과의 상승효과로 최대 비거리를 충족시키는 [강탄도]가 탄생했다.

백스핀량이 많다

중심위치:높음

아래의 그래프는 'track man' 이라는 레이더 탄도측정기로 측정한 비거리와
스핀의 관계. 약 2,500 rpm의 백스핀량에서 볼이 가장 잘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상적인 백스핀량을 실현한 것이‘r.p.m.컨셉’이다.

비거리(yard)

백스핀량을
최적으로 컨트롤

중심위치:낮음

앞으로 가는 힘이 강하고, 무거운 탄도
높게 올라가서 거리가 손실되는 탄도

이상적인
백스핀량
일반 아마추어에게
많은 백스핀량
r.p.m컨셉

비 r.p.m컨셉

백스핀(rpm)

(야마하 골프 조사)

상쾌한 타구음을 듣고, 귀에 기억시킨다.
감성을 울리는 클럽이야말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일으킨다. 이것이 야마하의 클럽 만들기에 대한 남다른 고집이다.
상쾌한 타구음을 기억하여 그것을 어떻게 재현시킬 수 있을까. 기술만으로는 아니다.
골프는 오감으로 즐기는 스포츠이다.

페이스에 달라붙는 듯한 부드러운 타감과 섬세한 조작성을 느끼게 해주는
중•고음은 중,상급자의 감성을 자극하는‘기분좋은’소리이다.

진동해석

V시리즈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추구하면서 진동해석으로 인해 가장 어울리는 음을 실현.

자유롭고 맑은 금속음은 넓은 하늘에 높게 오르는 탄도에 걸맞고,
골프의 진미를 선보인다.

진동해석

D시리즈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추구하면서 진동해석으로 인해 가장 어울리는 음을 실현.

조작성과 비거리. 이 두 가지를 높은 레벨에서 모두 만족시키는 V시리즈
노린대로 쉽게 만족스러운 탄도를 내는 안정성의 D시리즈

컨트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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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매틱 파

헤드체적 425cc

클럽 길이 45"

중~고탄도 스트레이트

헤드체적 445cc
※전 모델 SLE룰 적합

클럽 길이 45.75"

헤드체적 440cc

클럽 길이 46"

고탄도 드로우

헤드체적 460cc

클럽 길이 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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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탄도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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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탄도

컨트롤 탄도

투어 프로를 위해 한정된
가장 우수한 모델.
투어 프로의 사용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작은 헤드(425cc)와
투어에서 주목되고 있는 Diamana’ahina와의 베스트 매치로
상급자가 열망하는 조작성과 비거리를 실현시켰다.
파워 케미컬 밀링 크라운 탑재.
후지타 히로유키, 타니구치 토오루 사용모델.

한정 4,000개*

중심거리 36.0mm

중심심도 36.0mm
로프트각(˚)
라이각(˚)
페이스각(˚)
헤드체적(cc)
중심거리(㎜)
샤프트
샤프트 강도
샤프트 중량(g)
샤프트 토크(˚)
샤프트 상태

Butt

클럽길이(")
밸런스
오리지널 헤드커버

[투어 벨벳 고무 inpres X로고 삽입]
(51g, M60, 백라인 있음)

총중량(g)
그립

투어 벨벳 고무 inpres X로고 삽입
(51g, M60, 백라인 있음)

구조

ELF단조 티탄 컵 페이스, KS100티탄 보디

※표시된 수치는 설계 치수이기 때문에, 변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의 수치는 설계치로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SLE룰(반발 규제) 적합. ※헤드 스피드와 샤프트 강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MITSHBISHI RAYON Diamana’ahina60(S)…44~49m/s
※클럽 : Made in Japan, 오리지널 헤드커버 : Made in China

중탄도 스트레이트

비거리와 조작성의 완벽한 조화로
중,상급자에 적합한 장척 46인치
440cc의 작은 헤드에 GRAPHITE DESIGN 社가 제작한
장척용 샤프트를 채용. 파워 케미컬 밀링 크라운 탑재로
강탄도 스트레이트를 실현. 비거리가 나오는 사람이라면
한층 더 나는 비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중심거리 38.0mm

중심심도 37.0mm
로프트각(˚)
라이각(˚)
페이스각(˚)
헤드체적(cc)
중심거리(㎜)
샤프트
샤프트 강도
샤프트 중량(g)
샤프트 토크(˚)
샤프트 상태

Tip & Middle

클럽길이(")
밸런스
오리지널 헤드커버

[투어 벨벳 고무 inpres X로고 삽입]
(51g, M60, 백라인 있음)

총중량(g)
그립

투어 벨벳 고무 inpres X로고 삽입
(51g, M60, 백라인 있음)

구조

ELF단조 티탄 컵 페이스, KS100티탄 보디

※표시의 수치는 설계치로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의 수치와 각각의 상품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SLE룰(반발 규제) 적합. ※헤드 스피드와 플렉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GRAPHITE DESIGN TourAD LV-6…S:44~49m/s, SR:41~46m/s
※클럽 : Made in Japan, 오리지널 헤드커버 : Made in China

중~고탄도 스트레이트

쉽게, 강하게 똑바로 날린다.
조작성도 한층 더 강화 한 애버리지 모델.
중심거리 33.5mm

비거리를 추구한 최신 오토매틱계. 파워 케미컬 밀링 크라운
탑재의 조금 작은 헤드 (445cc)에 야마하 오리지널
orbit샤프트 사용. 강탄도 스트레이트 볼로
최대 비거리를 달성한다.

중심심도 37.0mm
로프트각(˚)
라이각(˚)
페이스각(˚)
헤드체적(cc)
중심거리(㎜)
샤프트
샤프트 강도
샤프트 중량(g)
샤프트 토크(˚)
샤프트 상태

Middle & Butt

클럽길이(")
밸런스
총중량(g)
오리지널 헤드커버

[inpres X오리지널 고무 ND레드]
(45g, M60상당, 백라인 있음)

그립

inpres X오리지널 고무 ND레드
(45g, M60상당, 백라인 있음)

구조

단조 티탄 컵 페이스, KS100티탄 보디,
힐 백 무게 5g

※표시의 수치는 설계치로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의 수치와 각각의 상품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프트 각 11도 R은 특별 주문품 입니다. ※SLE룰(반발 규제)
적합. ※헤드 스피드와 플렉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orbit MBX-511D…S:41~46m/s,
SR:38~43m/s, R:35~40m/s ※클럽 : Made in Japan, 오리지널 헤드커버 : Made in China

고탄도 드로우

오른쪽을 신경쓰지 않고 쉽게 드로 볼을 칠 수 있다.
460cc 큰 헤드의 애버리지 모델
중심거리 33.5mm

460cc의 큰 헤드. 1도의 훅 페이스로 오른쪽을 신경쓰지 않고
날릴 수 있다. 파워 케미컬 밀링 크라운 탑재, orbit샤프트
채용으로 확실히 쥐고서 강하고 높게 드로우를 칠 수 있다.

중심심도 37.0mm
로프트각(˚)
라이각(˚)
페이스각(˚)

훅 1.0

헤드체적(cc)
중심거리(㎜)
샤프트
샤프트 강도
샤프트 중량(g)
샤프트 토크(˚)
샤프트 상태

Tip & Butt

클럽길이(")
밸런스
총중량(g)
오리지널 헤드커버

[inpres X오리지널 고무 ND레드]
(45g, M60상당, 백라인 있음)

그립

inpres X오리지널 고무 ND레드
(45g, M60상당, 백라인 있음)

구조

ELF단조 티탄 컵 페이스, KS100티탄 보디,
힐 백 무게 5g

※표시의 수치는 설계치로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의 수치와 각각의 상품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프트각 11도 R은 특별 주문품입니다. ※SLE룰(반발 규제) 적합.
※헤드 스피드와 플렉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orbit TBX-511D…S:41~46m/s, SR:38~43m/s,
R:35~40m/s ※클럽 : Made in Japan, 오리지널 헤드커버 : Made in China

컨트롤과 파워를 창출해내는 경이로운 프로 선수

후지타 히로유키

"골프는 멀리 날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임이다.
그러므로 나는 드라이버에 중점을 둔다"
inpres X의 진화는 후지타 히로유키의 진화라고 할 수도 있다. 신장 168cm, 체중70kg,
연령 41세. 이 작은 프로가 뿜어내는 300야드를 넘는 드라이버 샷은 확실히 압권이다.
- 후지타 프로는 드라이버에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거리입니다. 날아가는 정도지요. 1야드라도 멀리
날릴 수 있는 드라이버를 갖고 싶습니다.
특히 코스상황에 따라 드로우, 페이드를 골라서
칠 수 있는 조작성을 중요시합니다. inpres X는
잘 날아가는 드라이버로써 이미 인정받은 클럽
입니다. 그래도 늘 좀 더 날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웃음)

- 인프레스는 멀리 날아 가나요?
최초에 사용한 건 2003년. 당시에는 인프레스 V
모델이었는데, 갑자기 15야드가 늘어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야마하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클럽, 이것이라면 투어에서도
싸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클럽을 만들어 주겠다
는 "고마운 보증"을 해주었고, 이러면 안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면서 주문을 하여 받았습니다.
결국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에 이른것이기
때문에 날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흔히 말하는 투어 모델에 이르렀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투어 모델은 '나의 고집의 결과' 입
니다. 원래 저는 페이드를 사용했었는데 작년부터

드로우도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젊고 신선한 선수가 늘어나서 비거리
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46.25인치의 장척을 사용한 것도 비거
리 상승효과를 노린 것 입니다.

- 헤드는 작은 425cc를 쓰시내요?
그렇습니다. 425cc의 헤드에 중심거리는
36mm. 큰 헤드의 효과로 조작성이 좋고,
우수한 밸런스를 보여주는 헤드입니다.
실전을 통한 저의 경험으로 지금 현재는 이것이
베스트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inpres X에 대해서는...
우선, 자세를 취했을 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른 것을 압도시킵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운
페이스 안에 두근두근 거리는 새로운 테크놀로
지가 숨어 있는 것이 inpres X의 특징입니다.
이번에도 확실히 앞으로의 투어에 든든한
무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새로운 클럽은 처음 봤을 때 어렵다고 느껴
지지만 직접 사용해 보면 볼이 높게 올라가
고 그립감도 좋아서 사용하기 쉬운 클럽이라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어웨이를 지키고자 하는 남다른 고집. 노려서 크게 날린다.

타니구치 토오루

"페어웨이를 지켜 1야드라도 멀리 날린다.
나는 이 간단한 꿈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골퍼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드라이버 샷을 겨누는 것이다. 프로도, 아마추어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페어웨이 안착률과 성적은 거의 비례한다. 따라서 퍼터의 명수라고 불리우는
타니구치도 이 점에 남다른 고집이 크다.
- 타니구치 프로는 드라이버에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1야드라도 2야드라도 멀리 날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페어웨이 안착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계 테스트
로는 좋은 결과가 나와도 막상 사용하면 잘 나가지
않는 클럽이 대부분 입니다. 역시 인간이 사용
하는 도구는 '궁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궁합'라면 구체적으로 어떤것 입니까?
가장 알기 쉬운 것은 자세를 취했을 때의 분위
기랄까요. 저의 경우에는 페이스가 아름답다
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집중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네요.
하지만 골퍼들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집중하면서 스윙하면 정말 기분이 좋게 날아갑
니다. '궁합'이 나쁠 이유가 없겠지요.(웃음)

- inpres X는 어떻습니까?
물론 궁합이 좋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잘 맞는 감"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떠한 클럽보다 우수합니다.

- 새로운 inpres X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구조, 파워 케미컬 밀링 크라운을 채용한
것이 대단히 기대됩니다.
높은 볼을 억제하는 구질도 테스트 해보았는데,
매우 좋은 느낌입니다. 타감도 제가 좋아하는
성향이고요. 2011년은 이 클럽으로 싸우는 것이
기대됩니다.

- 아마추어 골퍼에게 드라이버 고르는
비법을 알려주신다면...
기계테스트의 데이터나 외부 평가에 많이 치우
치지 않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체력도 스윙도 다르기 때문
에 역시 자신에게 맞는 클럽을 찾는 것이 중요
합니다. 물론, 상급자의 어드바이스나 시타에
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V440 POWER LENGTH는 헤드
체적이 440cc로 크지도 작지도 않는 정도의
사이즈로 아마추어에게 추천할 제품 입니다.
치기 쉬운 장척으로 비거리도 기대할 수 있고
똑바로 날라서 페어웨이에 안착할 수도 있습니
다. 이 클럽과 친해지면 골프는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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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으로 압도하자.

빠져 나가라, 똑바로
빠지기 쉽다고 인정받은 FRICOFF(프리코프)솔에 새로운 두 줄의
날을 붙인 신형 솔 FRICOFF TWIN(프리코프 트윈).
야마하 모터가 손수 다루는 고속선의 배 밑 형상에서 힌트를 얻어
페어웨이 우드의 솔부분 날에 보다 쉽게 빠지고 직진성을 높였다.
헤드의 움직임을 최대한 활용하여 볼을 높게 띄우고 크게 날릴 수 있는
성능이 한 단계 더 향상되었다.

빠지기 좋은 성능에 방향 안정성을 플러스
FRICOFF TWIN의 날은
고속선이 물을 가르는 것처럼
지면을 시원스레 빠져나가며
방향의 안정을 그려 부드러운
스윙 궤도를 실현한다.
그림 이미지

FRICOFF 솔의 효과는 그대로
리딩엣지에 바운스각을 만들어 지면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솔의 완만한 커브를 붙인 FRICOFF 솔. 접지면적을 줄이고
저항을 적게하여 팔로 스로우까지 빠지기 쉽게 한다.

부드러운 커브

리딩엣지

번호별로 최대 성능을 발휘하는
3가지 플로(Flow) 설계

빠지기 쉬움과방향성의 안정을 모두 갖춘 FRICOFF TWIN.
빠지기 쉬움

역중심거리 플로 설계
3번 우드부터 숏 우드쪽으로 향하는 중심거리를 길게한
설계로 긴 번호의 잡기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시에
짧은 번호가 왼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한다.

FRICOFF TWIN은 임팩트 순간의 히트다운
현상으로 인한 리딩엣지의 걸림을 억제한다.

임팩트 시 우드의 전후로 FRICOFF TWIN의
날이 고속선의 배 밑과 같이 지면을 가르며 간다.

방향성의 안정
두 줄의 날이 지면을 가르며 FRICOFF 솔의
효과를 증진시켜 정확한 방향의 헤드 궤도를
그리고 있다.

FRICOFF TWIN 비탑재 모델

중심심도 플로 설계
긴 번호일수록 중심심도를 깊게 해 볼을 띄우기 쉽게
했고, 짧은 번호는 중심심도를 얕게 해 컨트롤 성능을
높였다.

FRICOFF TWIN 탑재 모델
그림 이미지

클럽 길이 플로 설계
일반적인 0.5인치 설계가 아닌 0.75인치로 설정해
비거리, 정확성, 컨트롤성 등 번호별로 노리는 것이
좀 더 쉽게 되었다.

임팩트 순간에 리딩엣지가 걸려서
로프트가 서있는 상태.

히트다운 현상이란

두 줄의 날이 임팩트 시 리딩엣지의 걸림을
줄여 보다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

임팩트의 순간에 헤드가 가라앉는 움직임을“히트 다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에 의해 임팩트시 헤드의 빠져 나옴이 나빠져 비거리를 잃거나 방향성에 이상이 생깁니다.

"

"
"

"

"

"

"
"

독자적인 구조와 중심 플로 설계가
정확하게 노릴 수 있게 한다.
모든 공격이 가능한 라인 업.

클럽별 비거리표
비거리 중시 컨트롤 중시

비거리 중시

V : 드라이버의 헤드 스피드 약 45m/s를 가정
D : 드라이버의 헤드 스피드 약 40m/s를 가정

용이함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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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모델은 2010년 새로운 룰 규칙에 적합합니다.

지면을 빠져나오기가 압도적으로 쉬워
중, 상급자가 추구하는 비거리와 조작성을 실현
FRICOFF TWIN의 채용으로 클럽이 빠지기 쉽고 방향성의 안정을
향상시켰다. 번호별로 페이스 소재를 바꾸어 3번 우드는
머레이징 소재를 사용해 비거리를 중시했고, 5, 7번
우드는 스텐레스로 거리와 컨트롤성을 강조했다.

로프트각(˚)
라이각(˚)
페이스각(˚)
헤드체적(cc)
중심거리(㎜)
샤프트
샤프트 강도
샤프트 중량(g)
샤프트 토크(˚)
샤프트 상태

Middle

클럽길이(")
밸런스
총중량(g)
오리지널 헤드커버

그립
구조

[투어 벨벳 고무 inpres X로고 삽입]
(51g, M60, 백 라인 있음)

투어 벨벳 고무 inpres X로고 삽입
(51g, M60, 백 라인 있음)
2.0mm의 얇은 머레이징 페이스
SUS630주조보디

SUS630주조페이스
SUS630주조보디

※표시의 수치는 설계치로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의 수치와 각각의 상품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드 스피드와 플렉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GRAPHITE
DESIGN TourAD MX-611F…S:44~49m/s, SR:41~46m/s ※클럽 : Made in Japan, 오리
지널 헤드커버 : Made in China ※모든 모델은 2010년 새로운 룰 규칙에 적합.

쉽게 칠 수 있는 플로 설계. 클럽이 빠지기 쉽고
직진성까지 갖추어 애버리지 골퍼에게
추천하는 모델.
FRICOFF TWIN으로 클럽이 빠지기 쉽고 방향성과
안정성이 향상되었다. 최대 비거리를 노리는
3번 우드부터 높이 올려서 멈추는 9번 우드까지,
목적을 명확하게 한 풍부한 라인 업으로
모든 골퍼들의 해답이 된다.

로프트각(˚)
라이각(˚)
페이스각(˚)

훅 0.5

헤드체적(cc)
중심거리(㎜)
샤프트

오리지널 카본

샤프트 강도
샤프트 중량(g)
샤프트 토크(˚)
샤프트 상태

Middle

클럽길이(")
밸런스
총중량(g)
오리지널 헤드커버

[inpres X오리지널 고무 ND레드]
(45g, M60상당, 백 라인 있음)

오리지널 카본 MX-511F

그립

inpres X오리지널 고무 ND레드
(45g, M60상당, 백 라인 있음)

구조

2.0mm의 얇은 머레이징 페이스, SUS630주조보디

※표시의 수치는 설계치로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의 수치와 각각의 상품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드 스피드와 플렉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MX-511F …
S:41~46m/s, SR:38~43m/s, R:35~40m/s ※클럽 : Made in Japan, 오리지널 헤드커버 :
Made in China ※모든 모델은 2010년 새로운 룰 규칙에 적합.

3번 아이언의 비거리를 7번 아이언의 편한 스윙으로
러프에서도 고탄도로 그린을 노린다.
FRICOFF TWIN과 고반발 머레이징 페이스의 채용으로 UT의
편한 스윙과 공격성을 향상. 한층 더 저중심, 심중심화 되어
관성 모멘트도 향상시킨다. 모든 라이에서
높은 볼로 그린을 노린다.

로프트각(˚)
라이각(˚)
페이스각(˚)
헤드체적(cc)
중심거리(㎜)
샤프트

오리지널 카본

샤프트 강도
샤프트 중량(g)
샤프트 토크(˚)
샤프트 상태

Middle

클럽길이(")
밸런스
총중량(g)
오리지널 헤드커버

[inpres X오리지널 고무 ND레드]
(45g, M60상당, 백 라인 있음)

오리지널 카본 MX-511U

그립

inpres X오리지널 고무 ND레드
(45g, M60상당, 백 라인 있음)

구조

2.0mm의 얇은 머레이징 페이스, SUS630주조보디

※표시의 수치는 설계치로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의 수치와 각각의 상품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드 스피드와 플렉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MX-511U …
S:41~46m/s, SR:38~43m/s, R:35~40m/s ※클럽 : Made in Japan, 오리지널 헤드커버 :
Made in China ※모든 모델은 2010년 새로운 룰 규칙에 적합.

솔에 72g의 텅스텐 웨이트를
배분하여 고탄도의 큰 비거리를
일으키는 저중심화를 실현

압도적인 큰 캐리를 내는 인기 모델.
롱 홀에서도 투 온을 노릴 수 있다.
정밀 주조 풀 티탄의 208cc대형 샬로우 헤드. 솔에는 72g의
텅스텐 웨이트를 배분해 중심 높이 18.5mm의 초저중심화를
실현. D POWER SPOON전용“orbit”샤프트로
최적 스핀량을 확보하면서 큰 캐리를 만든다.

로프트각(˚)
라이각(˚)
페이스각(˚)

훅 0.5

헤드체적(cc)
중심거리(㎜)
샤프트
샤프트 강도
샤프트 중량(g)
샤프트 토크(˚)
샤프트 상태

Middle

클럽길이(")
밸런스
오리지널 헤드커버

[inpres X오리지널 고무 ND레드]
(45g, M60상당, 백 라인 있음)

총중량(g)
그립

inpres X오리지널 고무 ND레드
(45g, M60상당, 백 라인 있음)

구조

6-4정밀주조티탄, 텅스텐 웨이트 72g

※표시의 수치는 설계치로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의 수치와 각각의 상품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드 스피드와 플렉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MX-410F …
S:43~46m/s, SR:40~43m/s, R:35~40m/s ※클럽 : Made in Japan, 오리지널 헤드커버 :
Made in China ※모든 모델은 2010년 새로운 룰 규칙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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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려라. 그 감성을 무기로.

높은 정밀도의 샷을 자유롭게 칠 수 있다.
연철 단조의 신 모델, V시리즈.
쉽게 날려서 핀을 직접 노리는
베스트 셀러 모델, D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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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모델은 2010년 새로운 룰 규칙에 적합합니다.

손에 착 달라붙는 부드러운 타구감.
감성에 남다른 고집을 가진 후지타 히로유키 사용 모델
후지타 히로유키의 실전을 기초로 진화를 거듭하여 만든 상급자용
연철 단조 아이언. 하프 캐비티의 컴팩트 한 헤드는
아름다운 페이스디자인과 손에 착 달라붙는
부드러운 타구감으로 조작성도 우수하다.

한정 1,200세트*

로프트각(˚)

●조그마한 헤드로 상황에 맞게 노린 볼을 나누어 칠 수
있는 뛰어난 조작성.

●샤프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얇고 스트레이트한
탑 블레이드.

라이각(˚)
샤프트
샤프트 중량(g)
샤프트 상태

●손에 쥘 때 방향을 잡기 쉬운 스트레이트 넥.

Butt

클럽길이(")

●타점을 집중하는 곳에 두께를 주어

밸런스

한층 더 우수한 타감을 실현.

총중량(g)

●라이각, 로프트 각 조절이
가능한 연철 단조 아이언.

[투어 벨벳 고무 inpres X로고 삽입]
(51g, M60, 백 라인 있음)

그립

투어 벨벳 고무 inpres X로고 삽입
(51g, M60, 백 라인 있음)

구조

연철(S20C)단조

※표시의 수치는 설계치로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의 수치와 각각의 상품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은 스페셜 주문입니다. ※니켈 크롬 도금입니다.
※헤드 스피드와 플렉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Dynamic Gold S200…44m/s이상
※클럽 : Made in Japan ※모든 모델은 2010년 새로운 룰 규칙에 적합.

독자적인 번호별 캐비티 디자인 플로 설계
롱 아이언은“방향성”을 중시. 미들 숏 아이언은“타감”을 중시.
아이언을 번호별로 우선되는 기능에 맞춰서 캐비티 사이즈나 디자인을
조정해 조작하는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실전에서 뒷받침되는 합리성.
심플한 공격을 즐기는 타니구치 토오루
번호별 캐비티 디자인의 플로 설계로 롱 아이언은 방향성 중시,
미들 숏 아이언은 타감을 중시한 연철 단조 아이언.
한층 더 저중심, 심중심화로 스판량을 늘려
잘 뜨고 잘 멈춘다.

로프트각(˚)
라이각(˚)
샤프트 중량(g)

샤프트 토크(˚)
샤프트 상태
Butt
Middle
Middle
Middle / Middle
클럽길이(")

●부드러운 타감의 연철 단조
●쉽게 잡을 수 있는 점을 중시한 세미 구스넥
●구형 모델보다 힐부분을 1mm 높게 하여
잡기 쉽게 향상.

밸런스

●라이각, 로프트각 조절이 가능한
연철 단조

●샤프트는 4가지 타입으로

총중량(g)

쉽게 변경 가능

[투어 벨벳 고무 inpres X로고 삽입]
(51g, M60, 백 라인 있음)
그립
구조

컬러

투어벨벳 고무 inpres X로고 삽입(51g•M60•백라인 있음)
연철(S20C)단조, 텅스텐 무게4g(#3~#5)

※표시의 수치는 설계치로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의 수치와 각각의 상품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AW, SW포함 9개 아이언 판매 가능합니다.(상세 스펙은 52페이지 참조)
※3번은 스페셜 주문입니다. ※니켈 크롬 도금입니다. ※헤드 스피드와 플렉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Dynamic Gold S200…44m/s이상, N.S.PRO1050GH(S)…43m/s N.S.PRO950GH(S)…43~48m/s,
GRAPHITE DESIGN Tour AD-75…S:42~48m/s,R:37~43m/s ※클럽 : Made in Japan
※모든 모델은 2010년 새로운 룰 규칙에 적합.

높은 탄도의 샷을 생각한대로
연철 단조의 고기능 웨지

로프트각(˚) / 바운스(˚)
라이각(˚)
샤프트 중량(g)

탑 블레이드를 두껍게 하여 고중심화. 세밀한 타감과 안정된
스핀량으로 뛰어난 조작성을 발휘한다. 연철 단조 보디에
매우 얇은 3가크롬 도금. 모든 라이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솔 설계로 고난이도의 볼을 나눠 칠 수 있다.

샤프트 토크(˚)
샤프트 상태
Butt
Middle
Middle
Middle / Middle
클럽길이(")

밸런스

총중량(g)

탑 블레이드를
두껍게 하여 고중심화.
[투어 벨벳 고무 inpres X로고 삽입]
(51g, M60, 백 라인 있음)

컬러

그립

투어벨벳 고무 inpres X로고 삽입(51g•M60•백라인 있음)

구조

연철(S20C)단조, 3가크롬 도금

※표시의 수치는 설계치로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의 수치와 각각의 상품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8도는 스페셜 주문입니다. ※헤드 스피드와 플렉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Dynamic Gold S200…44m/s이상, N.S.PRO1050GH(S)…43m/s이상, N.S.PRO950GH(S)…
43~48m/s, GRAPHITE DESIGN Tour AD-75…S:42~48m/s, R:37~43m/s
※클럽 : Made in Japan ※모든 모델은 2010년 새로운 룰 규칙에 적합.
※3가크롬 도금은 얇기 때문에 마모에 의해 녹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칠 수 있는 스트레이트 탑 블레이드

치기 쉽고 볼이 왼쪽으로 가지 않는
기능을 하는 세미 구스넥

잡기 쉬운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탑 블레이드의 곡선.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볼을 잘 잡아주는 이미지의 구스넥

스틸 샤프트의 강성을 느끼면서
쉽게 확실히 칠 수 있다.
샤프한 세미 라지헤드. 스트레이트한 탑 블레이드로
잡기 쉽고, 더블 컷 솔의 효과로 클럽의 빠짐이 좋다.
높은 반발력의 머레이징 페이스로 안정된 고탄도로
큰 비거리를 실현한다.

로프트각(˚)/바운스(˚)
라이각(˚)
샤프트 중량(g)

샤프트 상태
Middle
Middle

클럽길이(")

밸런스

총중량(g)

●솔에 텅스텐 웨이트를 배분하여 저중심, 심중심화를
도와 미스 히트 시 비거리의 손실이나 방향성의
실수를 경감(#3~#7)

그립

●라이각, 로프트 각이 조절가능한

소프트 스텐레스 단조 보디의
고반발 머레이징 페이스(#3~PW)

구조

[inpres X오리지널 고무 ND레드]
(45g, M60상당, 백 라인 있음)

inpres X오리지널 고무 ND레드(45g•M60상당•백라인 있음)
소프트 스텐레스 (MS225) 단조 보디,
머레이징 페이스 (ES230),
토우, 힐, 텅스텐 웨이트
(각 4g)

소프트 스텐레스
(MS225) 단조 보디,
머레이징 페이스
(ES230)

소프트
스텐레스
(MS225)
단조 보디

※표시의 수치는 설계치로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의 수치와 각각의 상품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은 스페셜 주문입니다. ※니켈 크롬 도금입니다. ※헤드 스피드와 플렉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N.S.PRO950GH(S)…43~48m/s, N.S.PRO850GH(R)…37~43m/s
※클럽 : Made in Japan ※모든 모델은 2010년 새로운 룰 규칙에 적합.

카본샤프트의 가벼움과“휘어짐”을
이용하여 쉽게 잡고 멀리 날린다.
토우, 힐 포켓 캐비티와 솔에 내장되어 있는 텅스텐 웨이트(3번~7번)
가 미스 히트 시 흐트러짐을 줄여준다. 큰 헤드의
조금 둥근 탑 블레이드는 잡기 쉬워 안정감을 준다.
넓은 라운드 솔에 레벨로우(수평 임팩트)로 볼을
치기 쉽고, 편하게 띄워 비거리를 늘린다.
치기 쉬움을 중시한 오토매틱계 모델.

로프트각(˚)/바운스(˚)
라이각(˚)
샤프트

오리지널 카본 TBX-510i(SR/R)

샤프트 중량(g)

샤프트 토크(˚)

샤프트 상태

Tip& Butt

클럽길이(")
밸런스
총중량(g)

그립

구조

●솔에 텅스텐 웨이트를 배분하여 저중심, 심중심화를
도와 미스 히트 시 비거리의 손실이나 방향성의
실수를 경감(#3~#7)

●라이각, 로프트 각이 조절가능한

소프트 스텐레스 단조 보디의
고반발 머레이징 페이스(#3~PW)

[inpres X오리지널 고무 ND레드]
(45g, M60상당, 백 라인 있음)

오리지널 카본

inpres X오리지널 고무 ND레드 (45g•M60상당•백라인 있음)
소프트 스텐레스 (MS225) 단조 보디,
머레이징 페이스 (ES230),
토우, 힐, 텅스텐 웨이트
(각 4g)

소프트 스텐레스
(MS225) 단조 보디,
머레이징 페이스
(ES230)

소프트
스텐레스
(MS225)
단조 보디

※표시의 수치는 설계치로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의 수치와 각각의 상품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은 스페셜 주문입니다. ※니켈 크롬 도금입니다.
※헤드 스피드와 플렉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리지널 카본 TBX-510i…SR: 40~45m/s,
R: 35~40m/s ※클럽 : Made in Japan ※모든 모델은 2010년 새로운 룰 규칙에 적합.

inpres X 로고도 자랑스럽다. 기능과 세련미까지 추구한 최신 모델

화이트

블랙

캐디백 YGAM1600
소 재 : PU X PVC
사이즈 : 9.5인치
중 량 : 5.1kg
컬 러 : 화이트, 블랙

48인치 대응
풀 세퍼레이터
보텀그립
오리지널 핸들 그립
(Made in China)

아래 부분에 독자적인 받침을
사용하여 바닥에 놓을 때
안정성을 향상.

세련된 디자인의 넉넉한
수납공간

바닥에 선명한 야마하 로고

디자인과 기능성에 남다른 고집으로 만든 프로 사양 모델

클럽과 연동성을 중시한 상쾌한 스포츠형 디자인.

캐디백 YGAM1598
소 재 : PU
사이즈 : 9.5인치
중 량 : 4.8kg
컬 러 : 화이트, 블랙

캐디백 YGAM1596
48인치 대응
풀 세퍼레이터
보텀그립
오리지널 핸들 그립
(Made in Vietnam)

소 재 : PU X 나일론
사이즈 : 9.5인치
중 량 : 3.8kg

48인치 대응
풀 세퍼레이터
보텀그립
(Made in China)

컬 러 : 블랙 X 레드
블랙 X 네이비
블랙 X 블랙

세련된 디자인의 넉넉한
수납공간

아래 부분에 독자적인 받침을
사용하여 바닥에 놓을 때
안정성을 향상.

화이트

블랙

아래 부분에 독자적인 받침을
사용하여 바닥에 놓을 때
안정성을 향상.

바닥에 선명한 야마하 로고

블랙 X 레드

블랙 X 네이비

블랙 X 블랙

클럽별 비거리표
V: 드라이버의 헤드스피드 약 45m/s가정 D: 드라이버의 헤드스피드 약 40m/s가정

야마하 골프는 지구와 미래를 위해
환경 대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하마마츠의 주요
사무소에서 ISO14001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었습
니다. 규칙의 상세 설명이나 각각의 제품의 적합
성에 대한 것은 제조 업체 또는 판매점에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일반 골퍼에 대해서는 현행의
규칙에 적합한 클럽을 적어도 2024년까지는
계속해서 적합 클럽으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룰에 적합하는 클럽 사용이 [경기의 조건]
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프로투어 등의 일부
엘리트 레벨의 경기만 입니다.
●카달로그에 표시되어 있는 수치는 설계 수치이므로 실측 수치와는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본 카달로그 게재 상품의 사양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본 카달로그 게재 상품의 색은 인쇄상, 실제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주)오리엔트골프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66-11 오리엔트빌딩
TEL : 02-582-5787
FAX : 02-582-2552
http://www.yamahagol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