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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01

스윙을 바꾸지 않고도 정확한 임팩트가 가능합니다
넥 인세트 구조와 팁 부분이 부드러운 신개발 샤프트로 이상적인 헤드 움직임과 정확한 임팩트 실현

토우 쪽 크라운을 높인 업라이 형상으로 편안한 임팩트 실현

이상적인
임팩트

업라이 형상
라이 각 기존 모델 대비 +2°

일반적인 드라이버
페이스가 열린 상태로 임팩트,
슬라이스가 나고 비거리 손실이 생김

XXIO PRIME RE
페이스가 스퀘어해 진 상태에서 임팩트,
똑바로 멀리 보냄

New

드라이버

토우 부분을 높게 힐 부분을 낮게

넥 인세트
샤프트 축을 페이스 중심에
가깝게 이동시킨 넥 인세트 구조
[기존 모델 대비 2mm]

임팩트가 좋아지는 헤드 디자인과,
넥 인세트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기존 모델

이상적인 헤드의 움직임으로
안정된 스윙을 실현했습니다

신개발 SP-1000K 카본 샤프트
팁 부분을 부드럽게 해 유연성과 복원력을 높인 샤프트 설계

버트

강
성

샤프트

단
단
함

부
드
러
움 팁

샤프트의
팁 부분을
부드럽게

New
XXIO PRIME RE

NEW

New
X X I O  P R I M E

R OYA L  E D I T I O N

NEW



POINT 02

스윙을 바꾸지 않고도 빠른 헤드 스피드를 실현합니다
46.5인치의 초경량 샤프트와 얇고 가벼운 헤드로 긴 길이에도 치기 편함

헤드를 더욱 얇고 가볍게 설계하였습니다

스윙을 바꾸지 않고도
헤드 스피드가
향상되었습니다

W#1 : 드라이버 10.5°, R 기준  *당사 측정 데이터W#1 : 드라이버 헤드스피드 35m/s 기준  *당사 측정 데이터

치기 쉬운 46.5인치 초경량 샤프트를 장착하였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2g 기존 모델 대비 +0.5인치임에도 같은 중량

티타늄 컵 페이스
더욱 얇고 가볍게 설계

숏호젤
넥 부분을 기존 모델 대비
20% 경량화

윙바디
크라운 쪽 토우,
힐 부분의 경량화

기존 모델 대비 2% 얇은 두께로 설계
고강도 고탄성 카본 ‘TORAYCA®’ T1100G와 ‘NANOALLOY®’ 기술을 적용한
수지 조합의 소재를 채용.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더욱 얇게 설계한 샤프트

두께 : 0.7mm

기존 모델

두께 : 1.0mm

46.5인치  /  36g 기존 모델 46.0인치  /  36g

기존 모델

클럽 중량(g) 250 -2 252

길이 46.5 +0.5 46

밸런스 D3 - D3

헤드 중량 185 -2 187

샤프트 중량 36 - 36

New
X X I O  P R I M E

R OYA L  E D I T I O N

New
XXIO PRIME RE

New
XXIO PRIME RE

New
XXIO PRIME RE

기존 모델

헤
드
스
피
드

빠
름

느
림

New
XXIO PRIME RE

무게 중심을 낮춰
스윗 스팟을 확대하였습니다

페이스의
반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103%의 스윗 스팟 확대

신개발 컵페이스
상하 주변 부분을 얇게, 크라운 부분 폭 확대

대형 웨이트
6.5g의 무게추를 배치해
무게 중심 조정

솔의 홈
페이스 하부부터 토우, 힐 부분 반발 성능 향상

반발 성능 향상으로 압도적 비거리를 실현합니다
새로운 프라임 컵 페이스로 반발 성능을 강화해 볼 스피드 향상

페이스 전면에 반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기존 모델

크라운 8-2 티타늄 바디

51AF-Premium
컵페이스

심 중심화

POINT 03

New
XXIO PRIME RE



자연스러운 임팩트, 압도적 비거리
평소의 스윙으로도 정확한 임팩트와 편안한 샷이 가능합니다
골퍼의 마음을 사로잡고 행복을 선사하는 NEW XXIO PRIME RE

압도적 비거리, 최상의 타구음

솔 디자인과 효과적으로 배치된 사운드 리브로 인해
낮은 헤드 스피드로도 경쾌한 타구음 실현

New
X X I O  P R I M E

R OYA L  E D I T I O N

기존 모델

타사 A

New
XXIO PRIME RE

비거리와 임팩트감 향상으로 인한
어드벤티지

기존 모델 대비
+6 yds

타사A 대비
+4 yds

New
XXIO PRIME RE

스윙을 바꾸지 않고도 빠른 헤드 스피드를 실현합니다 반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스퀘어 한 임팩트를 실현합니다

기존 모델 대비
+0.25인치

클럽 중량 1g 경량화
[W#3, R기준]

샤프트 축을 페이스 중앙에 가깝게 하여
임팩트를 향상시키는 넥 인세트 설계 [기존 모델 대비 2mm]

컵페이스를 확장하여 
크라운 부분의 폭을 확대 함으로써 반발 성능 향상

보다 높게, 보다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저 중심 설계와 진화된 풀 티타늄 컵페이스로 비거리 증대를 실현

페어웨이 우드

볼을 띄우기 쉬운 저 중심 설계

풀 티타늄 컵페이스로 볼 스피드 향상

고탄도를 실현합니다

호젤을 짧게하고 경량화 [기존 모델 대비 -3mm]

솔 부분에 프라임 사상 가장 무거운
27g [#5] 웨이트 장착

샬로우백 [기존 모델 대비 -3mm]

넥 인세트

기존 모델

헤
드
스
피
드

빠
름

느
림

New
XXIO PRIME RE

기존 모델

New
XXIO PRIME RE

W#3 : 드라이버 헤드스피드 35m/s 기준  *당사 측정 데이터

NEW



바로 그린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팩트와 그린 공략이 가능한 반발 성능과 저,심 중심 설계

하이브리드

볼을 띄우기 쉬운 저 중심 설계

컵페이스의 상, 하 부분을 확장하여
크라운과 솔 부분의 폭을 확대 함으로써
반발 성능 향상

반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머레이징 컵페이스로 볼 스피드 향상

고탄도를 실현합니다

샬로우백

정확한 임팩트를 실현합니다
넥 인세트 설계로 정확한 임팩트가 쉬워짐
토우 부분의 크라운을 두껍게 한 업라이 형상으로
정확한 임팩트 실현

토우 부분을 높게 힐 부분을 낮게

힐 부분을 두껍게 해
중심거리를 짧게

New
X X I O  P R I M E

R OYA L  E D I T I O N

NEW

고탄도로 핀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티타늄 페이스에 스피드 그루브 설계로 반발 성능 향상

아이언

SUS630 주조 바디

샬로우 페이스
[기존모델 대비 -3mm]

스피드 그루브
페이스 안쪽 가장자리에
스피드 그루브 설계로
페이스 하부, 토우 쪽
반발 성능 향상

반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임팩트를 실현합니다
업라이 형상의 헤드 디자인 설계로 정확한 임팩트 실현정확한 저 중심 설계, 스윗 스팟 확대로 비거리 증가

고탄도를 실현합니다

텅스텐 니켈 웨이트
[#7 : 밀도 9.5g/cc 32g]

고비중 텅스텐 니켈 웨이트 [#7 : 밀도 12.0g/cc 22.5g]

힐 쪽을 낮게무게중심 위치를 힐 쪽으로

기존 모델

New
XXIO PRIME RE

NEW



NEW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1 LOFT 9.5° / 10.5° #3  #5  #7

클럽 : MADE IN JAPAN ● : 일반주문 ★ : 특별주문    ● : 일반주문

*5번 페어웨이우드 기준

클럽 : MADE IN JAPAN

번호 #1

로프트각 (° ) 9.5 10.5

라이각 (° ) 60

헤드중량 (g) 185

헤드체적 (cm3) 460

클럽길이 (inch) 46.5

밸런스 D3

클럽중량 (g) / R 250

SR ● ●

R ● ●

번호 #3 #5 #7

로프트각 (° ) 15 18 21

라이각 (° ) 59 60 60.5

헤드중량 (g) 202 211 216

헤드체적 (cm3) 188 175 158

클럽길이 (inch) 43.25 42.25 41.75

밸런스 D2 D2 D2

클럽중량 (g) / R 279 (#5 기준)

SR ● ● ★

R ● ● ●

헤드 소재 / 페이스 51AF-Premium    바디 8-2티타늄 + SUS웨이트
헤드 제법 / 페이스 단조    바디 진공정밀주조
마감 / 골드 이온 플레이팅 + 고휘도 메탈릭 그라데이션 도장, 
            밀러 + 새틴 + 레이저 마감
            뱃지 골드

SHAFT : SP1000K SHAFT : SP1000K

GRIP : NEW XXIO PRIME RE 전용 그립

앞

뒤

경도 K.P 중량(g) 토크

SR MID 38.0 6.6

R MID 36.0 6.7

헤드 소재 / 페이스 티타늄[Super-TIX® PLUS for XXIO]
                      바디 8-2티타늄 + W-Ni내부웨이트
헤드 제법 / 페이스 단조    바디 진공정밀주조
마감 / 골드 이온 플레이팅 + 고휘도 메탈릭 그라데이션 도장,
            밀러 + 레이저 마감
            뱃지 골드

GRIP : NEW XXIO PRIME RE 전용 그립

앞

뒤

경도 K.P 중량(g) 토크

SR MID 39.0 6.8

R MID 38.0 6.9

NEW NEW

NEW LINE UP



하이브리드 아이언

#5  #6  #7 #5  #6  #7  #8  #9  PW  AW  SW

● : 일반주문클럽 : MADE IN JAPAN 클럽 : MADE IN JAPAN

번호 #5 #6 #7

로프트각 (° ) 23 26 29

라이각 (° ) 60.5 61 61.5

헤드중량 (g) 233 238 244

헤드체적 (cm3) 109 108 105

클럽길이 (inch) 39.75 39.25 38.75

밸런스 D0 D0 D0

클럽중량 (g) / R 318 (#5 기준)

SR ● ● ●

R ● ● ●

번호 #5 #6 #7 #8 #9 PW AW SW

로프트각 (° ) 22 25 28 32 37 42 48 56

라이각 (° ) 61.5 62.0 62.5 63.0 63.0 63.5 63.5 63.5 

바운스각 (° ) 1.0 1.0 1.0 2.0 3.0 4.0 5.0 12.0 

Progression (mm) 1.5 2.0 2.0 2.0 2.5 3.5 5.0 5.0 

클럽길이 (inch) 38.25 37.75 37.25 36.75 36.25 35.75 35.75 35.75 

밸런스 C9 C9 C9 C9 C9 C9 D0 D0

클럽중량 (g) / R 345 (#7 기준)

SHAFT : SP1000K SHAFT : SP1000K

헤드 소재 / 페이스 HT1700    바디 머레이징
헤드 제법 / 페이스 단조    바디 로스트웍스 정밀주조
마감 / 골드 이온 플레이팅 + 고휘도 메탈릭 그라데이션 도장,
            밀러 + 레이저 마감
            뱃지 골드

GRIP : NEW XXIO PRIME RE 전용 그립

앞

뒤

경도 K.P 중량(g) 토크

SR MID 45.0 4.7

R MID 44.0 4.8

헤드 소재 / 페이스 티타늄[Super-TIX® PLUS for XXIO]
                     [#5~7]바디 SUS630 Stainless + 텅스텐 니켈 솔 웨이트
                                            + 고비중 텅스텐 니켈 웨이트
                     [#8, 9]바디 SUS630 Stainless + 텅스텐 니켈 솔 웨이트 
                     [PW, AW, SW]바디 SUS630 Stainless
헤드 제법 / 페이스 밀링 가공 인서트    바디 로스트웍스 정밀주조
마감 / 밀러 + 새틴 밀러 + 세라믹 쇼트 마감

GRIP : NEW XXIO PRIME RE 전용 그립

앞

뒤

경도 K.P 중량(g) 토크

SR MID 47.0 3.8

R MID 45.0 3.9

NEW NEW

NEW LINE UP

*5번 하이브리드 기준 *6번 아이언 기준

NEW



드라이버 레이디스 레이디스페어웨이 우드

#1 LOFT 11.5° #3  #5  #7

클럽 : MADE IN JAPAN

번호 #1

로프트각 (° ) 11.5

라이각 (° ) 60

헤드중량 (g) 177

헤드체적 (cm3) 460

클럽길이 (inch) 44.5

밸런스 C1

클럽중량 (g) / L 239

L ●

번호 #3 #5 #7

로프트각 (° ) 17 21 24

라이각 (° ) 59 60 60.5

헤드중량 (g) 189 197 202

헤드체적 (cm3) 190 176 160

클럽길이 (inch) 42.25 41.25 40.75

밸런스 C0 C0 C0

클럽중량 (g) / L 259 (#5 기준)

L ● ● ●

SHAFT : SP1000K SHAFT : SP1000K

GRIP :
NEW XXIO PRIME RE Ladies 전용 그립

GRIP :
NEW XXIO PRIME RE Ladies 전용 그립

앞 앞

뒤 뒤

경도 K.P 중량(g) 토크

L MID 36.0 7.2

경도 K.P 중량(g) 토크

L MID 36.0 6.8

헤드 소재 / 페이스 51AF-Premium    바디 8-2티타늄 + SUS웨이트
헤드 제법 / 페이스 단조    바디 진공정밀주조
마감 / 로즈골드 이온 플레이팅 + 고휘도 메탈릭 그라데이션 도장, 
            밀러+새틴+레이저 마감
            뱃지 로즈골드

헤드 소재 / 페이스 티타늄[Super-TIX® PLUS for XXIO]
                      바디 8-2티타늄 + W-Ni내부웨이트
헤드 제법 / 페이스 단조    바디 진공정밀주조
마감 / 로즈골드 이온 플레이팅 + 고휘도 메탈릭 그라데이션 도장,
            밀러 + 레이저 마감
            뱃지 로즈골드

● : 일반주문 ● : 일반주문클럽 : MADE IN JAPAN

NEW NEW

*5번 페어웨이우드 기준

레이디스 레이디스하이브리드 아이언

#5  #6  #7 #5  #6  #7  #8  #9  PW  AW  SW

클럽 : MADE IN JAPAN 클럽 : MADE IN JAPAN

번호 #5 #6 #7

로프트각 (° ) 25 28 31

라이각 (° ) 60.5 61 61.5

헤드중량 (g) 219 225 230

헤드체적 (cm3) 108 108 107

클럽길이 (inch) 38.75 38.25 37.75

밸런스 C0 C0 C0

클럽중량 (g) / L 281 (#5 기준)

L ● ● ●

번호 #5 #6 #7 #8 #9 PW AW SW

로프트각 (° ) 24 27 30 34 39 44 50 56

라이각 (° ) 61.5 62.0 62.5 63.0 63.0 63.5 63.5 63.5 

바운스각 (° ) 1.0 1.0 1.0 2.0 3.0 4.0 5.0 12.0 

Progression (mm) 1.5 2.0 2.0 2.0 2.5 3.5 5.0 5.0 

클럽길이 (inch) 37.25 36.75 36.25 35.75 35.25 34.75 34.75 34.75 

밸런스 C0 C0 C0 C0 C0 C0 C1 C1

클럽중량 (g) / L 312 (#7 기준)

SHAFT : SP1000K SHAFT : SP1000K

GRIP :
NEW XXIO PRIME RE Ladies 전용 그립

앞

뒤

경도 K.P 중량(g) 토크

L MID 35.0 5.5

헤드 소재 / 페이스 HT1700    바디 머레이징
헤드 제법 / 페이스 단조    바디 로스트웍스 정밀주조
마감 / 로즈골드 이온 플레이팅 + 고휘도 메탈릭 그라데이션 도장,
            밀러 + 레이저 마감
            뱃지 로즈골드

GRIP :
NEW XXIO PRIME RE Ladies 전용 그립

앞

뒤

경도 K.P 중량(g) 토크

L MID 37.0 5.1

헤드 소재 / 페이스 티타늄[Super-TIX® PLUS for XXIO]
                     [#5~7]바디 SUS630 Stainless + 텅스텐 니켈 솔 웨이트
                                            + 고비중 텅스텐 니켈 웨이트
                     [#8, 9]바디 SUS630 Stainless + 텅스텐 니켈 솔 웨이트 
                     [PW, AW, SW]바디 SUS630 Stainless
헤드 제법 / 페이스 밀링 가공 인서트    바디 로스트웍스 정밀주조
마감 / 밀러 + 새틴 밀러 + 세라믹 쇼트 마감

● : 일반주문

NEW NEW

NEW LINE UP

*5번 하이브리드 기준 *6번 아이언 기준



최신 던롭 제품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렌탈서비스와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타회, 최적의 클럽 선택과 다양하고
정교한 분석을 경험할 수 있는 퍼포먼스 센터 서비스로
골프 실력 향상과 즐거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76  문의전화 02 3462 3960  업무시간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7:00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센터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체인지 & 메인테이닝

정품 인증 클럽에 한하여 3년 보증기간 
내 무상 A/S를 보장합니다.
[고객 과실 및 보증 규정 이외의 경우 제외]

무상 그립 교환 서비스

보증 기간 내 횟수 무제한 교환
무상 서비스

유상 수리 50%  할인

보증 기간 내 모든 클럽 수리 시,
50% 할인 혜택

무료 클럽 테스트

최첨단 장비를 통해 고객님의 스윙
테스트를 진단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 운영]

전문 기술진의 A/S

일본에서 연수를 받은 기술진이 A/S를
진행합니다.

프리미엄 케어서비스

TRY-OUT SERVICE

던롭고객센터

실시간 온라인 예약으로 이용하는
무료 체험 서비스.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젝시오의 최신 클럽을
체험해 보세요.

클럽 렌탈 서비스

던롭의 모든 스펙의 클럽이 전국 연습장
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클럽 체험과
함께 던롭 전문가의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해드립니다.

시타회

최첨단 시스템과 전문가의 노하우를 
통한
스윙 분석 서비스. 내 몸에 꼭 맞는
이상적인 클럽을 찾아드립니다.

퍼포먼스 센터

젝시오 프라임 로얄에디션 구매 고객님께는 던롭코리아만의 아주 특별한 Premium Care Service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던롭 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NEW NEW

New
X X I O  P R I M E

R OYA L  E D I T I O N



본 카탈로그는 2019년 1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ADDRESS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76 로지트반포빌딩
TEL 02 3462 3957 FAX 02 3462 3957

www.dunlopkorea.co.kr

DUNLOP 제품의 한국 내 유일한 공식 수입 업체는 DUNLOP SPORTS KOREA Co., LTD. 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미국 등 기타 지역에서 제조, 수입되는 저가 제품은 본사에서 A/S 및 P/L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구입 시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내용을 구입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