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의 스핀
Z-STAR XV는 최대의 볼스피드를 제공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비거리를 실현시켜줍니다.
프리미엄 4피스 볼인 Z-STAR XV는 모든 샷에서 플레이어에게 
완벽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FASTLAYER 코어
부드러운 중심부를 시작으로 가장자리가 점점 단단해지는 
구조로, 빠른 스윙스피드를 가진 플레이어들에게 향상된 
볼스피드로 최고의 비거리와 샷감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4세대 스핀스킨 SERM
4세대 스핀스킨 코팅을 입힌 더 부드러워진 코어는 웻지와 
아이언의 그루브에 더많은 컨트롤과 제어력을 위한 최대의 
스핀을 제공합니다.

338 스피드 딤플
강력한 바람 앞에서도 놀라운 직진성과 비거리를 제공합니다.

SPECS

Construction
Cover Material
Cover Thickness
Compression
Dimple Number
Color

4PC
Urethane

0.020 in
102

338
ㅖPure White, Tour Yellow

Swing Speed : 100+MPH
Launch : Mid-High

*MADE IN JAPAN

NEW 
FASTLAYER
CORE

338 SPEED 
DIMPLE PATTERN

NEW 
4TH GENERATION

SPECS

최대의 스핀
Z-STAR는 최대의 스핀으로 그린주변에서 놀라운 컨트롤과 
제어력을 제공합니다. 프리미엄 3피스 볼인 Z-STAR는 
플레이어들에게 완성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FASTLAYER 코어
부드러운 중심부를 시작으로 가장자리가 점점 단단해지는 
구조로, 빠른 스윙스피드를 가진 플레이어들에게 향상된 
볼스피드로 최고의 비거리와 샷감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4세대 스핀스킨 SERM
4세대 스핀스킨 코팅을 입힌 더 부드러워진 코어는 웻지와 
아이언의 그루브에 더많은 컨트롤과 제어력을 위한 최대의 
스핀을 제공합니다.

338 스피드 딤플
강력한 바람 앞에서도 놀라운 직진성과 비거리를 제공합니다.

Construction
Cover Material
Cover Thickness
Compression
Dimple Number
Color

3PC
Urethane

0.020 in
90

338
ㅖPure White, Tour Yellow

Swing Speed : 90+MPH
Launch : Mid

*MADE IN JAPAN

NEW 
FASTLAYER
CORE

338 SPEED 
DIMPLE PATTERN

NEW 
4TH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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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S

스릭슨 소프트 필은 그린사이드에서의 스핀이 개선되었고 
티박스에서 그린까지 믿을 수 없는 비거리와 정확도로 높아 
모든 샷에서 훨씬 더 좋은 타구감을 제공합니다.

Energetic Gradient Growth Core
티샷 시 높은 런치각과 최적의 스핀으로 최대의 비거리와 
최상의 샷감을 제공합니다.

Soft, Thin Cover
칩샷, 피치샷등 숏게임에서의 모든샷과 퍼트 시 그린사이드 
스핀과 부드러운 느낌을 제공합니다. 

338 Speed Dimple Pattern
강력한 바람 앞에서도 놀라운 직진성과 비거리
향상을 제공합니다.

Construction
Cover Material
Cover Thickness
Compression
Dimple Number
Color

2PC
Ionomer

0.063”
60

338
Soft White, Passion Pink

Swing Speed : All
Launch : High
Greenside Spin : Mid

*MADE IN INDONESIA

SPECS

스릭슨 소프트 필은 그린사이드에서의 스핀이 개선되었고 
티박스에서 그린까지 믿을 수 없는 비거리와 정확도로 높아 
모든 샷에서 훨씬 더 좋은 타구감을 제공합니다.

Energetic Gradient Growth Core
티샷 시 높은 런치각과 최적의 스핀으로 최대의 비거리와 
최상의 샷감을 제공합니다.

Soft, Thin Cover
칩샷, 피치샷등 숏게임에서의 모든샷과 퍼트 시 그린사이드 
스핀과 부드러운 느낌을 제공합니다. 

338 Speed Dimple Pattern
강력한 바람 앞에서도 놀라운 직진성과 비거리
향상을 제공합니다.

Construction
Cover Material
Cover Thickness
Compression
Dimple Number
Color

2PC
Ionomer

0.063”
60

338
Soft White, Tour Yellow

Swing Speed : All
Launch : High
Greenside Spin : Mid

*MADE IN INDONESIA

SOFT, LOW
COMPRESSION CORE

SOFT, LOW
COMPRESSION CORE

SOFT & THIN
COVER

SOFT & THIN
COVER

338 SPEED
DIMPLE PATTERN

338 SPEED
DIMPL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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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S

HIGH RESILIENCE LARGE 
ENERGETIC GRADIENT
GROWTHTM CORE

ADVANCED 338 SPEED
DIMPLETM PATTERN

더욱 멀리, 핀에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샷을 원하는 
골퍼들에게 SRIXON TRI-STAR를 권합니다. 
TRI-STAR는 탁월한 비거리와 스핀 컨트롤을 자랑합니다. 
TRI-STAR를 사용하여 더욱 공격적으로 골프를 즐기세요.  

338 Speed Dimple Pattern
강력한 바람 앞에서도 놀라운 직진성과 비거리향상을
제공합니다.

High Resilience large Energetic Gradient 
Growth Core
부드럽고, 조밀해진 압축된 코어는 손맛을 높이고 매끄러운 
에너지 전달을 높혀 모든 샷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실현시킵니다.

Spin Skin Coating 
부드러워진 커버코팅은 임팩트시 마찰을 높혀 어프로치시 
그린주변은 물론 러프에서까지 보다 나아진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Construction
Cover Material
Dimple Number
Color

3PC
Ionomer

338
Pure White,  Tour Yellow

Swing Speed : All
Launch : Mid-High
Greenside Spin : High

*MADE IN JAPAN

ENERGETIC 
GRADIENT 
GROWTH CORE

SPECS

새로운 AD333TOUR는 부드러운 코어와 투어 성능의 우레탄 
커버를 조합한 프리미엄급 3피스 볼입니다. AD333TOUR는
투어 프로들이 사용하는 볼과 같은 퍼포먼스와 타구감을 원하는 
아마추어들을 위해 특별하게 제작되었습니다.

3세대 스핀스킨 코팅
부드럽고 탄성이 강한 스핀 스킨 코팅은 러프를 포함한 그린 
주변의 모든 라이에서 최적의 스핀을 제공합니다.

Tour Urethane Cover
부드럽고 얇은 우레탄 커버는 그린 주변에서 완벽한 컨트롤을
위한 투어 레벨의 스핀을 제공합니다.

Energetic Gradient Growth Core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코어는 임팩트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완벽하게 전달하여 모든 샷에서 최고의
비거리와 최적의 퍼포먼스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338 Aerodynamic Speed Dimple Pattern
최적의 딤플 디자인은 중력에 의한 저항을 최소화하여
바람 속에서도 강렬한 비행을 통한 최대 비거리를
만들어 냅니다.

Construction
Cover Material
Dimple Number
Color

3PC
Urethane

338 
Pure White

Swing Speed : 75+MPH
Launch : Mid-High
Greenside Spin : High

338 SPEED 
DIMPLE PATTERN

SPIN SKIN 
COATING

*MADE IN JAPAN

06DUNLOP DUNLOP07



ㆍ커버   아이오노머 극박커버 
ㆍ미드   슈퍼 소프트 미드
ㆍ코어   하이스피드 대구경 슈퍼 소프트 E.G.G. 
ㆍ딤플   338 스피드 딤플
ㆍ컬러   Premium White, Premium Pink, Passion Yellow, Passion Orange

SPECIFICATIONS (고반발 슈퍼 소프트 3피스)

ㆍ중상급자 아마추어 골퍼로 더 긴 비거리를 원하는 골퍼
ㆍ모든 샷에서 부드러운 타구감을 원하는 골퍼
ㆍ높은 탄도의 샷을 원하는 골퍼
ㆍ적합한 스윙스피드 : 약 35m/s~43m/s(80MPH~95MPH)
ㆍ추천대상 : 부드러운 스윙으로 멀리 보내고 싶은 아마추어 골퍼

TARGET

ㆍ외강내유 고강성 커버
ㆍ높은 관성모멘트를 유지

ㆍ향상된 공기역학 성능
ㆍ딤플의 최적 사이즈 조합
ㆍ고탄도, 더 길어진 캐리

고비중 파우더 배합 아이오노머 커버
하이스피드 대경
슈퍼소프트 E.G.G. 코어

ㆍ기존 모델 대비 36% 소프트해진 미드
ㆍ신기술 도입으로 더욱 부드러운 타구감 실현
ㆍ낮은 스윙스피드에 최적화

고기능 슈퍼소프트 미드신개발 고탄도 338 스피드 딤플

ㆍ기존 모델보다 10% 소프트해진 신개발 코어
ㆍ높은 타출각, 저 스핀으로 늘어난 비거리
ㆍ매우 소프트한 필링

*MAD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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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커버   'TEFABLOC® HR+' 'HIMILAN ®' 배합, 고탄성 소프트 아이오노머 극박 커버
ㆍ미드   고반발 슈퍼소프트 미드레이어
ㆍ코어   고반발 대구경 소프트 E.G.G. 코어 
ㆍ딤플   338 스피드 딤플 
ㆍ컬러   Royal Gold

*MADE IN JAPAN

SPECIFICATIONS (고반발 소프트 3피스)

ㆍ부드러운 타구감을 원하는 골퍼
ㆍ헤드스피드로 인한 비거리 감소가 고민인 골퍼
ㆍ품격있는 디자인을 중시하는 골퍼
ㆍ적합한 스윙스피드 : 약 35m/s ~ 40m/s(80MPH~90MPH)
ㆍ추천대상 : XXIO 클럽을 사용하거나 선호하는 골퍼
                       소중한 분을 위한 품격있는 선물을 찾고 계신 분

TARGET

고반발 슈퍼소프트 미드레이어

ㆍ338 스피드 딤플 기술로 최상의 비거리 실현
ㆍ매우 부드럽고 경쾌한 느낌

최상의 탄성을 자랑하는 신개발 소프트 아이오노머 커버

ㆍE.G.G. 코어에 의한 높은 탄도, 낮은 스핀으로 안정적인 방향성
ㆍ소프트 코어의 부드러운 필링 극대화
 * E.G.G.: ENERGETIC GRADIENT GROWTH

고반발의 대구경 슈퍼 소프트 E.G.G. 코어

ㆍ진주색 광택의 High Quality 코팅 적용

고광택 펄(PEARL) 컬러 ㆍ슈퍼소프트 미드로 한층 부드러운 필링

ㆍ구조   2피스
ㆍ코어   고반발 소프트 코어 
ㆍ커버   고반발 아이오노머 커버
ㆍ딤플   344 딤플 
ㆍ컬러   White, Passion Yellow

SPECIFICATIONS

ㆍ부드러운 타구감을 원하는 골퍼를 위한 모델
ㆍ느린 스윙으로도 발군의 비거리 효과

TARGET

344 딤플
고반발 아이오노머 커버

고반발 소프트 코어

*MAD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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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비거리와 직진성을 가장 중시
ㆍ함께 라운딩하는 동료보다 멀리 보내고 싶다
ㆍ주말골퍼로서 빠르지 않은 헤드스피드로
    슬라이스(훅)을 발생시키지 않고 
    똑바로 보내고 싶어한다

비거리(방향성)
계열

플레이 스타일 구조 추천볼

스핀(컨트롤)
계열

올라운드
계열

ㆍ비거리를 중시
ㆍ부드러운 느낌의 경제적인 2피스를
    원하는 골퍼 

ㆍ백스핀을 걸어 핀을 공략한다
ㆍ드로우(페이드) 샷을 구사한다
ㆍ프로들이 사용하는 볼을 사용하고 싶다

ㆍ마음 편하게 큰 비거리를 노린다
ㆍ어프로치에서도 충분한 스핀 성능을 
    기대한다

플레이 스타일에 따른 추천 볼 라인업

3피스

2피스

4피스

3피스

2피스

3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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