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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XXIO LINE UP

LEFT HAND MODEL



영리하게 위대하게

최대 헤드 스피드 실현 ‘에어로다이나믹 설계’
액티브윙 X

최대 반발력 실현 ‘4중 스프링 구조’
리바운드 프레임

‘에어로다이나믹 설계’와 ‘4중 스프링 구조’로
최대 비거리 실현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궤도와 빠른 헤드 스피드를 만들어 내는
‘ACTIVWING’과 임팩트 시에 헤드에서 두 번의 힘을 응축한 반발력으로 튕겨내어
스프링과 같은 파워를 만들어내는 ‘REBOUND FRAME’
혁신적인 두가지 테크놀로지가 압도적인 비거리를 실현해 줍니다.



최대 볼스피드를 실현하는
에어로다이나믹 설계

‘ACTIVWING’은 다운 스윙의 시작과 함께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여
헤드가 흔들림 없이 궤도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임팩트 시 최적의 페이스 앵글을 만들어 헤드 스피드의 손실없이 최대 비거리로
연결해주는 혁신적인 헤드 설계 입니다.

다운스윙 시 초반에서의
에어로다이나믹 컨트롤

XXIO X / XXIO12 / XXIO LADIESXXIO TECHNOLOGY

‘ACTIVWING’으로 정확한 임팩트 실현

타점 분산

17% 감소

미스샷

23% 감소

ACTIVWING (O) ACTIVWING (X)

임팩트 정확도 향상

미스샷 감소

ACTIVWING (O)

ACTIVWING (X)

클로즈

높음

임팩트시의 페이스 각

빈도

스퀘어 오픈

-5 0-10 51 010

빈도1 눈금 : 5%



‘ACTIVWING’효과로
다운스윙 후반~임팩트 시 페이스 앵글과
타점이 최적화

‘ACTIVWING’으로 헤드의
흔들림을 제어하여 파워 축적

다운 스윙 후반~임팩트

탑~다운 스윙 초반

ACTIVWING을 통한 
에어로다이나믹 컨트롤은?

스윙 동작에서 헤드가 흔들리는 이유는 다운 스윙시에 발생하는 구심력과
이와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 때문 입니다.
ACTIVWING은 스윙 방향의 반대로 흐르는 공기를 제어하여 다운 스윙시에서의
헤드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임팩트 파워를 높여주는 기술 입니다.

‘에어로다이나믹’컨트롤
구심력과의 밸런스 조절

‘구심력’
헤드가 흔들리는 요인

항력

양력

XXIO X / XXIO12 / XXIO LADIESXXIO TECHNOLOGY

비행기의 수직 꼬리날개는 돌풍 등 외부의 영향으로 기체가 좌우로 흔들릴 때
‘에어로다이나믹’으로 흔들림을 제어해 안전한 비행을 가능하게 한다.

F1 레이싱 머신의 리어 스포일러도 단순히 공기 저항을 줄이는 역할만이 
아니라 ‘에어로다이나믹’을 통해 차체를 낮춰 안정감 있게 운전자의 의도대로 
코너를 빠져나가 코스를 빠르게 돌 수 있게 해준다.

‘에어로다이나믹 설계’의 중요성

진행 방향

올바른 진행 방향으로 궤도 수정

지면으로 힘이 가해지도록 에어로다이나믹 컨트롤



고반발을 실현하는
반발력의 진화

젝시오 고유의 컵페이스 구조에 ‘연-강-연-강’ 4중 스프링 구조의
‘REBOUND FRAME’을 더해 폭발적인 반발력을 만들어 줍니다.

고반발 SUPER-TIX 51AF 소재의 플랫 컵 페이스로 
임팩트 시 최대 반발 성능 실현

컵페이스의 주변에 얇은 소프트 존을 배치하여 임팩트로 인해
페이스면이 휘어질 때 바디에서도 한 번 반발력을 증폭시켜
반발 성능을 극대화

컵페이스와 헤드의 엣지 부분을 견고하게 결합하여
임팩트 순간에 튕겨나가는 페이스 면을 견고하게 지지

헤드 아래쪽에 위치한 티타늄 구조를 통해 강성을 높이고
빠른 스피드로 인한 에너지를 모아 임팩트 순간에 골프공에 전달

SOFT ZONE 1

SOFT ZONE 2

HARD ZONE 1

HARD ZONE 2

XXIO X / XXIO12 / XXIO LADIESXXIO TECHNOLOGY

기존모델 대비 (COR치=0.80이상)*당사 계측 데이터

NEW 젝시오 엑스 기존 모델 (젝시오 엑스)

반발영역의 확대

리바운드 프레임으로 반발 성능 극대화

121%

반발 영역은 더 소프트하게
지지 영역은 더 하드하게

128%

기존 모델

연 강연 강

NEW 젝시오

연 연강 강

젝시오 엑스 젝시오 12



Driver



영리하게 위대하게
최대 비거리와 방향 안정성 실현

페이스의 중심부를 최대한 얇고 넓게 설계하여 탄성을 높이고
반발 영역을 극대화

플랫 컵 페이스

그립 끝에 삽입된 엘라스토머 부싱과 샤프트 무게 
배분을 통한 최적의 파워포지션 구현

웨이트플러스 테크놀로지
볼 스피드와 헤드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각기 다른 
테크놀로지의 시너지로 최대 비거리 구현

듀얼 스피드 테크놀로지

6분할 페이스 설계로 미스샷에서도 거리 손실 및 방향성을
최대한 보정

6분할 벌지 & 롤 설계

쉽고 편안한
젝시오 비거리 테크놀로지

XXIO X  / XXIO12XXIO TECHNOLOGY

경량화 설계 및 잉여 중량의 효과적 재배치를 통해 
낮고 깊은 중심 설계로 인한 관성 모멘트 확대

라이트 웨이트 크라운

헤드 무게를 높이고 얇아진 컵페이스, 리바운드 
프레임을 통해 향상된 볼 스피드 제공

무게중심의 재배치 및 경량화, 그립 무게를 
가볍게 하여 관성 모멘트를 감소

그립 끝 쪽에 무게추가 지렛대 원리로 쉽고 
안정적인 백스윙 탑 형성

볼스피드 향상 테크놀로지

스윙스피드 향상 테크놀로지
엘라스토머 부싱

사운드 리브 기술을 통한 젝시오 만의 상쾌한 타구음 실현

사운드 리브



최대 스피드로 역대급 비거리를 실현한
‘비거리의 날개’

동일한 헤드 스피드에도
볼 스피드는 향상!

연-강-연-강 반발력의 4중 구조
높은 탄성력으로 고반발 영역 확대

‘ACTIVWING’효과에 더해
헤드 중량을 올려 운동 에너지를 증대

(기존모델 대비 +3g)
다운 스윙 초반의 ‘에어로다이나믹 컨트롤’

정확한 임팩트로 볼 스피드 업

헤드스피드

젝시오 엑스 헤드 스피드 vs 볼 스피드 헤드스피드 42m/s 기준

볼 스피드

타사 A

타사 C

젝시오 엑스

기존모델

타사 B

XXIO X  / XXIO12XXIO TECHNOLOGY

젝시오 엑스
드라이버 헤드스피드 42m/s 기준 

W#1 10.5’ : S

젝시오 12
드라이버 헤드스피드 38m/s 기준 

기존모델 대비

기존모델 대비

타사 A 대비

타사 A 대비

타사 B 대비

타사 B 대비

타사 C 대비

타사 C 대비

+3.3yds

+3.6yds

+4.7yds

+5.1yds

+5.0yds

+4.0yds

+2.6yds

+2.6yds

W#1 10.5’ : R



빠른 헤드 스피드를 가진 골퍼들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탄도로 만들어지는 최대 비거리

젝시오 엑스 드라이버

똑바로 보내기 쉬운
입체적 라인의 백사이드

12가지 포지션으로 페이스각, 라이각, 로프트각을
튜닝하여 원하는 탄도로 세팅

딥 페이스의 강력한 파워가
느껴지는 헤드 디자인
테이크백에서
똑바로 보내기 쉬운 실루엣

헤드스피드가 빠른 골퍼가
선호하는 음역대의 타구음

QTS 슬리브 피팅 시스템
높음

낮음
시간

음압

XXIO X  / XXIO12XXIO TECHNOLOGY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비거리 증대 효과

젝시오 12 드라이버

안정감을 주는
백사이드

샬로우 페이스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헤드 디자인
어드레스 시 임팩트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는 실루엣

젝시오 특유의 상쾌한 타구음을
느낄 수 있는 음역대

높음

낮음
시간

음압



Fairway Woods



에어로다이나믹 컨트롤로
정확한 임팩트

페이스 면과 크라운의 연결 부분에
단차를 두어 스프링 효과를 통한 비거리 증대

잉여 중량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낮고, 깊은
중심설계로 관성 모멘트 확대를 실현

이상적인 탑 포지션을 만들어 스윙 궤도를
안정시킴으로써 스윙 스피드업을 실현

볼 스피드와 헤드 스피드 향상 테크놀로지의
시너지 효과로 비거리 성능이 향상

스텝 크라운

라이트 웨이트 크라운

웨이트 플러스 테크놀로지

듀얼 스피드 테크놀로지

‘ACTIVWING’과 ‘REBOUND FRAME’의
시너지로 쉽고 편하게 더 멀리

다운스윙 시에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을
컨트롤하여 헤드의 흔들림을 줄여주고
궤도에 따른 정확한 임팩트를 가능하게 하여
최대 헤드 스피드를 실현해줍니다.

XXIO X  / XXIO12XXIO TECHNOLOGY

페이스 중앙부의 두께를 더 얇고 더 넓게
설계하여 모든 부분의 탄성을 높임으로써
미스샷에서도 반발력과 볼스피드를 향상시킴

페이스 뒤쪽 솔 위에 웨이트 패드를 추가하여
페이스 반발력을 높임
특히 클럽 아래쪽에 맞는 미스 샷에서도
볼 스피드가 유지됨

플랫 컵 페이스

CANNON SOLE

스프링 효과를 만들어 내는 연-강-연-강의 4중 구조
반발 영역 확대로 높은 반발 성능 실현

압도적인 볼 스피드
볼스피드 비교 : FW#5

드라이버 헤드스피드 42m/s기준
1눈금 : 0.5m/s

XXIO 엑스 기존모델 타사 A 타사 B

빠름

볼 스피드

SOFT ZONE 1
HARD ZONE 1
SOFT ZONE 2
HARD ZONE 2

연

연
강

강

1

3
2

4

반발영역

기존모델 대비(COR치 -0.80이상)

131%



Hybrids



페이스면과 크라운의 연결 부분에
단차를 두어 스프링 효과를 통한 비거리 증대

잉여 중량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낮고,깊은
중심설계로 관성 모멘트 확대를 실현

이상적인 탑 포지션을 만들어 스윙 궤도를
안정시킴으로써 스윙 스피드업을 실현

볼 스피드와 헤드 스피드 향상 테크놀로지의 
시너지 효과로 비거리 성능이 향상

스텝 크라운

라이트 웨이트 크라운

웨이트 플러스 테크놀로지

듀얼 스피드 테크놀로지

‘ACTIVWING’과 ‘REBOUND FRAME’의
시너지로 쉽고 편하게 더 멀리

XXIO X  / XXIO12XXIO TECHNOLOGY

에어로다이나믹 컨트롤로
정확한 임팩트

다운스윙 시에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을
컨트롤하여 헤드의 흔들림을 줄여주고
궤도에 따른 정확한 임팩트를 가능하게 하여
최대 헤드 스피드를 실현해줍니다.

페이스 뒤쪽 솔 위에 웨이트 패드를 추가하여
페이스 반발력을 높임
특히 클럽 아래쪽에 맞는 미스 샷에서도
볼 스피드가 유지됨

CANNON SOLE

반발영역

압도적인 볼 스피드

기존모델 대비(COR치 -0.80이상)

113%

볼스피드 비교 : HB#5

드라이버 헤드스피드 42m/s기준
1눈금 : 0.5m/s

빠름

볼 스피드

SOFT ZONE 1
HARD ZONE 1
SOFT ZONE 2
HARD ZONE 2

연

연
강

강

1

3
2

4

XXIO 엑스 기존모델 타사 A

스프링 효과를 만들어 내는 연-강-연-강의 4중 구조
반발 영역 확대로 높은 반발 성능 실현



Irons



반발성능을 높이는 리바운드 프레임

스피드 그루브 설계로 강성을 낮춤으로써
페이스 아래 부분의 반발력을 증폭 시키는 부분

유연한 페이스의 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임팩트 순간에 단단하게 버텨주는 부분

SOFT ZONE

HARD ZONE

시리즈 최고의 스피드를 실현하는 반발성능의 진화

XXIO X  / XXIO12XXIO TECHNOLOGY

젝시오 엑스
반발성능을 높이는 리바운드 프레임

바디 아래부분에 배치한 L자 그루브로 강성을
낮춤으로써 페이스 아래부분의 반발력을
증폭 시키는 부분

유연한 페이스의 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임팩트 순간에 단단하게 버텨주는 부분

SOFT ZONE

HARD ZONE

REBOUND FRAME을 아이언에도 탑재
전체적으로 탄성력을 높이기 위한 얇은 페이스 설계
바디 아래 부분의 ‘SOFT ZONE’과 바디 후방부의 ‘HARD ZONE’을 통해
페이스 아래 부분의 반발 성능을 향상시킨 ‘연-강’구조.

젝시오 12



페이스의 반발력이 만들어내는 비거리 성능과
다양한 라이에서 그린을 공략할 수 있는 뛰어난 스핀 성능을 양립

롱아이언은 저중심 설계로 고반발 성능과 비거리를 추구
숏아이언은 고중심 설계로 상하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여 
컨트롤 중시

번호별 최적의 중심설계

고강도의 NEW 페이스 소재 ‘DHA™1’
적용하여 페이스를 얇게 설계

페이스 전면에 밀도 높은 레이저 밀림 작업을 통해
어떠한 컨디션에서도 안정적인 스핀량 구현

토우쪽에 고비중 텅스텐 니켈 웨이트를 적용(#5~7)
관성 모멘트가 증대되어 방향 안정성이 향상

다운블로우로 치는 유저 타입에 맞춰
바운스각을 약간 크게 만든 ‘V’자 솔로 다양한 샷에서
강한 임팩트를 실현

컨트롤 중시의 숏아이언은 그루브를 깊고,좁게
설계하여 스핀 성능을 향상

신소재의 얇은 페이스

마이크로 레이저 밀링

고비중 텅스텐 니켈 웨이트 ‘V’솔

숏아이언 특수 그루브 설계

젝시오 엑스 아이언

XXIO XXXIO TECHNOLOGY

‘REBOUND FRAME’이 만들어내는
뛰어난 볼 스피드

‘젝시오 테크놀로지’로
안정적 비거리와 방향성 구현

비거리(캐리)

비거리 비교 : IRON #6

젝시오 엑스

기존 모델

타사 A

타사 B

드라이버 헤드스피드 42m/s기준
1눈금 : 5yds

볼스피드 비교 : IRON #6 드라이버 헤드스피드 42m/s기준
1눈금 : 0.5m/s

기존모델젝시오 엑스

볼 스피드

타사A 타사B

빠름



XXIO12XXIO TECHNOLOGY

티타늄 페이스로 한층 더 진화된 젝시오 아이언
‘페이스 반발력’과 ‘바디 반발력’의 시너지로 놀라운 클럽 스피드 구현

토우측 솔 부분에 고비중 텅스텐 니켈 웨이트를 적용(#5~7)
저중심화와 관성 모멘트 증대로 쉽게 이상적 탄도를 실현

모든 클럽에서 볼을 쉽게 띄울 수 있도록 아이언 마다
각기 다른 무게 중심 적용
롱아이언에서는 무게 중심을 낮추어 미스샷에서도
비거리를 확보하고, 숏아이언에서는 관성 모멘트를 증가시켜
컨트롤이 쉬워짐 2.1mm 고강도 Super-TIX 51AF

티타늄 페이스 적용

짧은 호젤로 저중심화와 관성 모멘트 증대를 
실현하고, 높은 탄도와 뛰어난 직진성을 발휘

고비중 텅스텐 니켈 웨이트

로프트별로 최적화된 무게 중심

얇은 티타늄 페이스

저중심의 전용 넥 설계

젝시오 12 아이언

‘REBOUND FRAME’이 만들어내는
뛰어난 볼 스피드

‘젝시오 테크놀로지’로
안정적 비거리와 방향성 구현

비거리(캐리)

비거리 비교 : IRON #6

젝시오 12

기존 모델

타사 A

타사 B

드라이버 헤드스피드 38m/s기준
1눈금 : 5yds

볼스피드 비교 : IRON #6 드라이버 헤드스피드 38m/s기준
1눈금 : 0.5m/s

이전모델젝시오 12

볼 스피드

타사A 타사B

빠름



젝시오 엑스

젝시오 12

스퀘어한 리딩엣지

오프셋을 높여
안정감 강화

스트레이트 탑라인

라운드형 탑라인

토우를 높게, 힐을 낮게
헤드 페이스면 확대

힐과 토 부분의 곡선화를 통해
관용성 확대

잔디에서 부드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한 V솔

미스샷에도 강한
관용성 높은 와이드 솔

정확한 임팩트와
강한 탄도 실현

빠른 스피드와
높은 탄도 실현

XXIO X  / XXIO12XXIO TECHNOLOGY

풀티타늄 구조 풀티타늄

딥 헤드 디자인 샬로우

300g(S) 클럽 중량 285g(R)

45.5inch 클럽 길이 45.75inch

스트레이트성 구질 드로우성

묵직한 타구음 타구음 높게퍼지는 타구음

311g(S) 클럽 중량 292g(R)

42inch 클럽 길이 42.25inch

347g(S) 클럽 중량 333g(R)

39inch 클럽 길이 39.25inch

AX-2 샤프트 MP1200K

DHATMI 페이스 티타늄

연철단조 바디 SUS630 정밀주조

29° 로프트각 28°

378g(S) 클럽 중량 364g(R)

37inch 클럽 길이 37.25inch

Driver Loft 10.5°

Hybrid:#6

Fairway Wood:#5

Iron:#7





‘ACTIVWING’과 ‘REBOUND FRAME’을 탑재한,
젝시오 레이디스 전용 설계! 편안한 스윙으로 최대 비거리 실현!

에어로다이나믹 설계로 다운 스윙시 발생하는 
헤드의 불규칙한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흔들림 
없는 임팩트로 볼 스피드 극대화

XXIO LADIESXXIO TECHNOLOGY

컵페이스와 헤드의 엣지 부분을 견고하게 결합하여
임팩트 순간에 튕겨나가는 페이스 면을 견고하게 지지

컵페이스의 주변에 얇은 소프트 존을 배치하여 임팩트로 인해
페이스면이 휘어질 때 바디에서도 한 번 반발력을 증폭시켜
반발 성능을 극대화

헤드 아래쪽에 위치한 티타늄 구조를 통해 강성을 높이고 빠른 
스피드로 인한 에너지를 모아 임팩트 순간에 골프공에 전달

고반발 SUPER-TIX 51AF 소재의 플랫 컵 페이스로 
임팩트 시 최대 반발 성능 실현

HARD ZONE 1

SOFT ZONE 2

HARD ZONE 2

SOFT ZONE 1



비거리의 날개를 달다
여성 골퍼들이 쉽고 편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젝시오만의 레이디스 전용 설계 적용

Driver
쉽고 편한 드라이버샷을 위한 다양한

로프트 구성 및 460cc 헤드 사이즈

Iron
언제나 쉽게 볼을 띄울 수 있도록

무게 중심을 낮춘 레이디스 전용 로프트

레이디스 전용 헤드에 맞춘
페이스 두께 적용

오프셋 확대 힐과 토 부분의 곡선화를 통해
스윙스팟 확대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헤드 후면 설계

XXIO LADIESXXIO TECHNOLOGY

상쾌한 타구음과 최대 비거리를 만들기 위한 젝시오 레이디스만의
트라이애드(헤드-샤프트-그립) 테크놀로지

스윙에 자신감을 주는 독보적인 디자인
퍼포먼스와 트렌디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젝시오 레이디스 디자인 컨셉

고급스러운 컬러에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

젝시오 애로우를 통한
쉬운 에이밍

국내 골퍼의 감성에 맞춘
한국 전용 젝시오 레이디스 샤프트 디자인

ACTIVWING의
날개를 표현

BlueBordeaux

최신 트렌드에 맞춘 ‘One Tone’ 컨셉 디자인
개성에 따라 보르도와 블루 컬러 선택 가능



GRIP  ① 젝시오 엑스 전용 웨이트 플러스 풀러버 그립
             ②  골프프라이드 투어벨벳 그립

HEAD COVER  젝시오 엑스 전용 헤드커버

GRIP  ① 젝시오 엑스 전용 웨이트 플러스 풀러버 그립
             ② 골프프라이드 투어벨벳 그립

HEAD COVER  젝시오 엑스 전용 헤드커버

클럽  MADE IN JAPAN  /  오리지널 헤드커버  MADE IN CHINA  

젝시오 엑스
드라이버

젝시오 엑스 
페어웨이 우드

클럽  MADE IN JAPAN  /  오리지널 헤드커버  MADE IN CHINA  

CLUB SPECIFICATIONS

번호 #1

로프트각(°) 9.5 10.5

라이각(°) 59

헤드체적(cm3) 460

클럽길이(inch) 45.5

밸런스 ①  D3(S/SR/R)  ② D5(6S) D4(5S/5R)

클럽중량(g)  / S ①  300  ② 316(5S)

①

S ●

SR ● ●

R

②

6S ●

5S ●

5R ●

● 표시는 일반주문, 그 외에는 특별주문 ● 표시는 일반주문, 그 외에는 특별주문

SHAFT SPECIFICATIONS

FLEX CUT WEIGHT(g) T.Q. K.P.

①MIYAZAKI 
AX-2

S 46 5.7 MID

SR 44 5.8 MID

R 43 5.8 MID

②TOUR AD 
UB

6S 62.5 3.2 MID

5S 55.5 4.4 MID

5R 54 4.4 MID

CLUB SPECIFICATIONS

번호 #3 #4 #5 #7

로프트각(°) 15 16.5 18 20

라이각(°) 58 58.5 59 59.5

헤드체적(cm3) 185 174 162 147

클럽길이(inch) 43 42.5 42 41.5

밸런스 ① D1(S/SR)      D0(R)     ② D2(6S)     D1(5S/5R)

클럽중량(g) / S ①  303  ② 316(5S) ①  307  ② 321 (5S) ①  311  ② 325 (5S) ①  316  ② 329 (5S)

①

S ● ● ●

SR ● ● ●

R

②

6S ● ● ●

5S ● ● ●

5R ● ● ●

SHAFT SPECIFICATIONS

FLEX #5 CUT WEIGHT(g) T.Q. K.P.

①MIYAZAKI 
AX-2

S 46 5.0 MID

SR 43 5.0 MID

R 42 5.1 MID

②TOUR AD 
UB

6S 59 3.2 MID

5S 52 4.4 MID

5R 50.5 4.4 MID

① MIYAZAKI AX-2 ② TOUR AD UB ① MIYAZAKI AX-2 ② TOUR AD UB

①

②

①

②

페이스 : HT1770M   바디 : 머레이징
페이스 :  단조   바디 : 로스트웍스 정밀주조
IP + 고휘도 메탈릭
미러 + 새틴 + 레이저 마감

페이스 : 티타늄(Super-TIX®51AF)   바디 : TI-811 PLUS
 페이스 :  단조   바디 : 진공정밀주조
IP + 고휘도 메탈릭
미러 + 새틴 + 레이저 마감
엘라스토머 부싱(6g)

헤드소재                     
헤드제법
마감

헤드소재                     
헤드제법
마감

웨이트 플러스

GRIP  젝시오 엑스 전용 웨이트 플러스 풀러버 그립

HEAD COVER  젝시오 엑스 전용 헤드커버

GRIP  ① ② 젝시오 엑스 전용 웨이트 플러스 풀러버 그립

HEAD COVER  젝시오 엑스 전용 헤드커버

젝시오 엑스
하이브리드

젝시오 엑스
아이언

클럽  MADE IN JAPAN  /  오리지널 헤드커버  MADE IN CHINA  클럽  MADE IN JAPAN  /  오리지널 헤드커버  MADE IN CHINA  

SHAFT SPECIFICATIONS

FLEX #5 CUT WEIGHT(g) T.Q. K.P.

MIYAZAKI 
AX-2

S 55 4.1 MID

SR 53 4.2 MID

R 51 4.2 MID

CLUB SPECIFICATIONS

번호 H3 H4 H5 H6

로프트각(°) 18 20 23 26

라이각(°) 59.5 60 60.5 61

헤드체적(cm3) 129 128 126 124

클럽길이(inch) 40.5 40 39.5 39

밸런스 D0(S/SR)     C9(R)

클럽중량(g)/ S 332 336 341 347

S ● ● ●

SR ● ● ●

R

● 표시는 일반주문, 그 외에는 특별주문

CLUB SPECIFICATIONS

번호 #4 #5 #6 #7 #8 #9 PW AW SW

로프트각(°) 21 23 26 29 33 38 43 49 56

라이각(°) 60.5 61 61.5 62 62.5 63 63.5 63.5 63.5

바운스각(°) Face Edge 7 7 8 8 9 9 10 11 12

Progression(mm) 2.2 2.4 2.7 3 3.4 3.6 4.1 4.4 4.8

클럽길이(inch) 38.5 38 37.5 37 36.5 36 35.5 35.5 35.5

밸런스

①

S

D0 D1SR

R

②
S

D1 D2
R

클럽중량
(g)

① 378(S:#7)

② 415(S:#7)

SHAFT SPECIFICATIONS

FLEX #6 CUT WEIGHT(g) T.Q. K.P.

①MIYAZAKI 
AX-2

S 59 3.6 MID

SR 58 3.6 MID

R 57 3.6 MID

②N.S. PRO
950NEO DST

FOR XXIO

S 93 2.5 MID

R 89 2.6 MID

① ②

(#4~9)페이스 : DHATM1
(#PW~SW)페이스 : 크롬바나듐강
바디 : 연철
페이스 :  단조 + CNC가공 + 페이스 레이저 밀링가공
바디 : 단조
미러 + 새틴 + 세라믹샷 + 레이저 마감

페이스 : HT1770M   바디 : 머레이징
페이스 :  단조   바디 : 로스트웍스 정밀주조
IP + 고휘도 메탈릭
미러 + 새틴 + 레이저 마감

헤드소재                     

헤드제법

마감

헤드소재                     
헤드제법
마감

① MIYAZAKI AX-2

① MIYAZAKI AX-2

② N.S. PRO 950NEO DST FOR XXIO

* #4 아이언 특별주문으로 대응 가능



클럽  MADE IN JAPAN  /  오리지널 헤드커버  MADE IN CHINA  

SHAFT SPECIFICATIONS

FLEX CUT WEIGHT(g) T.Q. K.P.

MP1200K

S 43 6.4 MID

SR 41 6.4 MID

R 39 6.6 MID

CLUB SPECIFICATIONS

번호 #1

로프트각(°) 9.5 10.5 11.5

라이각(°) 59

헤드체적(cm3) 460

클럽길이(inch) 45.75

밸런스 ㅇD4(S/SR/R)

클럽중량(g)/ R 285

S ● ●

SR ● ●

R ● ●

● 표시는 일반주문, 그 외에는 특별주문

젝시오 12
드라이버

젝시오 12
페어웨이 우드

GRIP  젝시오12 전용 웨이트 플러스 풀러버 그립
HEAD COVER  젝시오12 전용 헤드커버

GRIP  젝시오12 전용 웨이트 플러스 풀러버 그립
HEAD COVER  젝시오12 전용 헤드커버

클럽  MADE IN JAPAN  /  오리지널 헤드커버  MADE IN CHINA  

SHAFT SPECIFICATIONS

FLEX #5 CUT WEIGHT(g) T.Q. K.P.

MP1200K

S 43 5.6 MID

SR 41 5.7 MID

R 39 5.7 MID

CLUB SPECIFICATIONS

번호 #3 #4 #5 #7 #9

로프트각(°) 15 16.5 18 20 23

라이각(°) 58 58.5 59 59.5 60

헤드체적(cm3) 185 174 162 147 136

클럽길이(inch) 43.25 42.75 42.25 41.75 41.25

밸런스 D3(S/SR)     D2(R)

클럽중량(g)/ R 283 287 292 296 300

S ● ● ● ●

SR ● ● ● ●

R ● ● ● ●

● 표시는 일반주문, 그 외에는 특별주문

페이스 : 티타늄(Super-TIX®51AF)   바디 :  TI-811 PLUS
페이스 :  단조   바디 : 진공정밀주조
고휘도 메탈릭
미러 + 세라믹샷 + 새틴 + 레이저 마감
엘라스토머 부싱 (10g)

페이스 : HT1770M   바디 :  머레이징
페이스 :  단조   바디 : 로스트윅스 정밀주조
고휘도 메탈릭
미러 + 세라믹샷 + 새틴 + 레이저 마감

헤드소재                     
헤드제법
마감

웨이트 플러스

헤드소재                     
헤드제법
마감

젝시오 12
하이브리드

젝시오 12
아이언

GRIP  젝시오12 전용 웨이트 플러스 풀러버 그립
HEAD COVER  젝시오12 전용 헤드커버

GRIP  젝시오12 전용 웨이트 플러스 풀러버 그립
HEAD COVER  젝시오12 전용 헤드커버

① ②

클럽  MADE IN JAPAN  /  오리지널 헤드커버  MADE IN CHINA  

SHAFT SPECIFICATIONS

FLEX #5 CUT WEIGHT(g) T.Q. K.P.

MP1200K

S 47 4.3 MID

SR 46 4.3 MID

R 44 4.3 MID

CLUB SPECIFICATIONS

번호 H3 H4 H5 H6

로프트각(°) 18 20 23 26

라이각(°) 59.5 60 60.5 61

헤드체적(cm3) 129 128 126 124

클럽길이(inch) 40.75 40.25 39.75 39.25

밸런스 D1(S/SR)     D0(R)

클럽중량(g)/ R 319 323 328 333

S ● ● ● ●

SR ● ● ● ●

R ● ● ● ●

● 표시는 일반주문, 그 외에는 특별주문 CLUB SPECIFICATIONS

번호 #5 #6 #7 #8 #9 PW AW SW

로프트각(°) 22 25 28 32 37 42 48 56

라이각(°) 61.5 62 62.5 63 63 63.5 63.5 63.5

바운스각(°) 1 1 2 3 4 5 6 12

Progression(mm) 0.5 1 1 1 1.5 3 4.5 5

클럽길이
(inch)

① 38.25 37.75 37.25 36.75 36.25 35.75 35.75 35.75

② 38 37.5 37 36.5 36 35.5 35.5 35.5

밸런스 ①

S C9 D0

SR C9 D0

R C8 C9

밸런스 ②
S D1 D2

R D0 D1

클럽중량(g) ① 364(R:#7)      ② 403(R:#7)

클럽  MADE IN JAPAN  /  오리지널 헤드커버  MADE IN CHINA  

SHAFT SPECIFICATIONS

FLEX #6 CUT WEIGHT(g) T.Q. K.P

① MP1200K

S 51 4.0 MID

SR 50 4.0 MID

R 49 4.0 MID

② N.S. PRO
850GH

DST FOR XXIO

S 87 3.0 MID

R 83 3.3 MID

페이스 : HT1770M   바디 :  머레이징
페이스 :  단조   바디 : 로스트윅스 정밀주조
고휘도 메탈릭
미러 + 세라믹샷 + 새틴 + 레이저 마감

페이스 : 티타늄(Super-TIX®51AF)
(#5~7)바디 : SUS630 + 고비중 텅스텐 니켈 웨이트
(#8~SW)바디 : SUS630
페이스 :  CNC가공   바디 : 로스트윅스 정밀주조 + CNC 가공
미러 + 새틴미러 + 세라믹샷 + 레이저 마감

헤드소재                     
헤드제법
마감

헤드소재                     

헤드제법
마감

① MP1200K ② N.S. PRO 850GH DST FOR XXIO



클럽  MADE IN JAPAN  /  오리지널 헤드커버  MADE IN CHINA  

SHAFT SPECIFICATIONS

FLEX CUT WEIGHT(g) T.Q. K.P.

MP1200K
S 43 6.4 MID

R 39 6.6 MID

CLUB SPECIFICATIONS

번호 #1

로프트각(°) 9.5 10.5

라이각(°) 59

헤드체적(cm3) 460

클럽길이(inch) 45.75

밸런스 D4

클럽중량(g)/ R 285

S ◎ ◎

R ◎ ◎

◎ 표시는 특별주문 가능

젝시오 12
드라이버 (LEFT HAND)

젝시오 12
페어웨이 우드 (LEFT HAND)

클럽  MADE IN JAPAN  /  오리지널 헤드커버  MADE IN CHINA  

SHAFT SPECIFICATIONS

FLEX #5 CUT WEIGHT(g) T.Q. K.P.

MP1200K
S 43 5.6 MID

R 39 5.7 MID

CLUB SPECIFICATIONS

번호 #3 #5 #7

로프트각(°) 15 18 20

라이각(°) 58 59 59.5

헤드체적(cm3) 185 162 147

클럽길이(inch) 43.25 42.25 41.75

밸런스 D3(S/SR)     D2(R)

클럽중량(g)/ R 283 292 296

S ◎ ◎ ◎

R ◎ ◎ ◎

◎ 표시는 특별주문 가능

페이스 : 티타늄(Super-TIX®51AF)   바디 :  TI-811 PLUS
페이스 :  단조   바디 : 진공정밀주조
고휘도 메탈릭
미러 + 세라믹샷 + 새틴 + 레이저 마감
엘라스토머 부싱 (10g)

페이스 : HT1770M   바디 :  머레이징
페이스 :  단조   바디 : 로스트윅스 정밀주조
고휘도 메탈릭
미러 + 세라믹샷 + 새틴 + 레이저 마감

헤드소재                     
헤드제법
마감

웨이트 플러스

헤드소재                     
헤드제법
마감

GRIP  젝시오12 전용 웨이트 플러스 풀러버 그립
HEAD COVER  젝시오12 전용 헤드커버

GRIP  젝시오12 전용 웨이트 플러스 풀러버 그립
HEAD COVER  젝시오12 전용 헤드커버

젝시오 12
하이브리드 (LEFT HAND)

젝시오 12
아이언 (LEFT HAND)

클럽  MADE IN JAPAN  /  오리지널 헤드커버  MADE IN CHINA  

SHAFT SPECIFICATIONS

FLEX #5 CUT WEIGHT(g) T.Q. K.P.

MP1200K
S 47 4.3 MID

R 44 4.3 MID

CLUB SPECIFICATIONS

번호 H3 H4 H5 H6

로프트각(°) 18 20 23 26

라이각(°) 59.5 60 60.5 61

헤드체적(cm3) 129 128 126 124

클럽길이(inch) 40.75 40.25 39.75 39.25

밸런스 D1(S/SR)     D0(R)

클럽중량(g)/ R 319 323 328 333

S ◎ ◎ ◎ ◎

R ◎ ◎ ◎ ◎

◎ 표시는 특별주문 가능 CLUB SPECIFICATIONS

번호 #5 #6 #7 #8 #9 PW AW SW

로프트각(°) 22 25 28 32 37 42 48 56

라이각(°) 61.5 62 62.5 63 63 63.5 63.5 63.5

바운스각(°) 1 1 2 3 4 5 6 12

Progression(mm) 0.5 1 1 1 1.5 3 4.5 5

클럽길이
(inch)

① 38.25 37.75 37.25 36.75 36.25 35.75 35.75 35.75

② 38 37.5 37 36.5 36 35.5 35.5 35.5

밸런스 ①
S C9 D0

R C8 C9

밸런스 ②
S D1 D2

R D0 D1

클럽중량(g) ① 364(R:#7)      ② 403(R:#7)

클럽  MADE IN JAPAN  /  오리지널 헤드커버  MADE IN CHINA  

SHAFT SPECIFICATIONS

FLEX #6 CUT WEIGHT(g) T.Q. K.P

①MP1200K

S 51 4.0 MID

SR 50 4.0 MID

R 49 4.0 MID

② N.S. PRO
850GH

DST FOR XXIO

S 87 3.0 MID

R 83 3.3 MID

페이스 : HT1770M   바디 :  머레이징
페이스 :  단조   바디 : 로스트윅스 정밀주조
고휘도 메탈릭
미러 + 세라믹샷 + 새틴 + 레이저 마감

페이스 : 티타늄(Super-TIX®51AF)
(#5~7)바디 : SUS630 + 고비중 텅스텐 니켈 웨이트
(#8~SW)바디 : SUS630
페이스 :  CNC가공   바디 : 로스트윅스 정밀주조 + CNC 가공
미러 + 새틴미러 + 세라믹샷 + 레이저 마감

헤드소재                     
헤드제법
마감

헤드소재                     

헤드제법
마감

GRIP  젝시오12 전용 웨이트 플러스 풀러버 그립
HEAD COVER  젝시오12 전용 헤드커버

GRIP  젝시오12 전용 웨이트 플러스 풀러버 그립
HEAD COVER  젝시오12 전용 헤드커버

① ②

① MP1200K ② N.S. PRO 850GH DST FOR XXIO



GRIP  젝시오 레이디스 전용 웨이트 플러스 풀러버 그립
HEAD COVER  젝시오 레이디스 전용 헤드커버

GRIP  젝시오 레이디스 전용 웨이트 플러스 풀러버 그립
HEAD COVER  젝시오 레이디스 전용 헤드커버

클럽  MADE IN JAPAN  /  오리지널 헤드커버  MADE IN CHINA  

SHAFT SPECIFICATIONS

FLEX CUT WEIGHT(g) T.Q. K.P.

MP1200LK

R 37 7.0 MID

A 36 7.0 MID

L 34 7.1 MID

CLUB SPECIFICATIONS

번호 #1

로프트각(°) 10.5 11.5 12.5

라이각(°) 59

헤드체적(cm3) 460

클럽길이(inch) 44.75(R)   44.25(A)   43.75(L)

밸런스 D0(A)     C7(L)

클럽중량(g)/ L 269

R

A ● ● ●

L ● ● ●

● 표시는 일반주문, 그 외에는 특별주문

젝시오 레이디스
드라이버

젝시오 레이디스
페어웨이 우드

클럽  MADE IN JAPAN  /  오리지널 헤드커버  MADE IN CHINA  

SHAFT SPECIFICATIONS

FLEX #5 CUT WEIGHT(g) T.Q. K.P.

MP1200LK

R 37 6.5 MID

A 36 6.6 MID

L 34 6.7 MID

CLUB SPECIFICATIONS ● 표시는 일반주문, 그 외에는 특별주문

페이스 : 티타늄(Super-TIX®51AF)   바디 :  TI-811 PLUS
페이스 :  단조   바디 : 진공정밀주조
고휘도 메탈릭
미러 + 세라믹샷 + 새틴 + 레이저 마감
엘라스토머 부싱 (3g)

페이스 : HT1770M   바디 :  머레이징
페이스 :  단조   바디 : 로스트윅스 정밀주조
고휘도 메탈릭
미러 + 세라믹샷 + 새틴 + 레이저 마감

헤드소재                     
헤드제법
마감

웨이트 플러스

헤드소재                     
헤드제법
마감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번호 #3 #4 #5 #7 #9

로프트각(°) 16 18 20 23 26

라이각(°) 58 58.5 59 59.5 60

헤드체적(cm3) 186 176 163 149 138

클럽길이
(inch)

R 42.75 42.25 41.75 41.25 40.75

A / L 42.0 41.5 41.0 40.5 40.0

밸런스 C0(A/L)

클럽중량(g)/ L 264 268 273 277 281

R

A ● ● ● ● ●

L ● ● ● ● ●

GRIP  젝시오 레이디스 전용 웨이트 플러스 풀러버 그립
HEAD COVER  젝시오 레이디스 전용 헤드커버

GRIP  젝시오 레이디스 전용 웨이트 플러스 풀러버 그립
HEAD COVER  젝시오 레이디스 전용 헤드커버

젝시오 레이디스
하이브리드

젝시오 레이디스
아이언

클럽  MADE IN JAPAN  /  오리지널 헤드커버  MADE IN CHINA  

SHAFT SPECIFICATIONS SHAFT SPECIFICATIONS

FLEX #5 CUT WEIGHT(g) T.Q. K.P.

MP1200LK

R 37 5.9 MID

A 36 5.9 MID

L 34 6.1 MID

FLEX #7 CUT WEIGHT(g) T.Q. K.P.

MP1200LK

R 38 5.5 MID

A 37 5.6 MID

L 35 5.6 MID

CLUB SPECIFICATIONS ● 표시는 일반주문, 그 외에는 특별주문 CLUB SPECIFICATIONS

클럽  MADE IN JAPAN  /  오리지널 헤드커버  MADE IN CHINA  

* R스펙은 특별주문으로 대응 가능  / #5 아이언 단품주문으로 대응 가능

페이스 : HT1770M   바디 :  머레이징
페이스 :  단조   바디 : 로스트윅스 정밀주조
고휘도 메탈릭
미러 + 세라믹샷 + 새틴 + 레이저 마감

페이스 : 티타늄(Super-TIX®51AF)
(#5~7)바디 : SUS630 + 고비중 텅스텐 니켈 웨이트
(#8~SW)바디 : SUS630
페이스 :  CNC가공   바디 : 로스트윅스 정밀주조 + CNC 가공
미러 + 새틴미러 + 세라믹샷 + 레이저 마감

헤드소재                     
헤드제법
마감

헤드소재                     

헤드제법
마감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번호 H4 H5 H6 H7

로프트각(°) 22 25 28 31

라이각(°) 60 60.5 61 61.5

헤드체적(cm3) 126 125 122 120

클럽길이
(inch)

R 39.75 39.25 38.75 38.25

A / L 39.0 38.5 38.0 37.5

밸런스 B8(A/L)

클럽중량(g)/ L 290 295 301 306

R

A ● ● ●

L ● ● ●

번호 #5 #6 #7 #8 #9 PW AW SW

로프트각(°) 24 27 30 34 39 44 50 56

라이각(°) 61.5 62 62.5 63 63 63.5 63.5 63.5

바운스각(°) 1 1 2 3 4 5 6 12

Progression(mm) 1.5 2 2 2 2.5 3 4.5 4.5

클럽길이
(inch)

R 37.75 37.25 36.75 36.25 35.75 35.25 35.25 35.25

A / L 37.25 36.75 36.25 35.75 35.25 34.75 34.75 34.75

밸런스 B8(A/L) B9(A/L)

클럽중량(g) 328(L:#7)



퍼팅의 정교함을 높이다
높은 관성 모멘트 설계에
최적화된 페이스 그루브 설계

높은 관성 모멘트를 만들어 내는
고비중 텅스텐 니켈 웨이트

좌우 방향의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여
페이스의 흔들림을 줄이고 미스샷에도
직진성이 향상

미스샷에 강한 페이스 그루브

헤드 관성 모멘트에 맞춰 최적화시킨
페이스 그루브

일반적인 퍼터

힐 & 토우쪽에 맞으면 볼스피드가 떨어짐

젝시오 블레이드 퍼터

페이스 어디에 맞아도 볼 스피드 유지

센터쪽의 그루브를 촘촘하게 설계하여
센터를 벗어나도 볼스피드를 유지하여
거리의 불균형을 줄여줌

XXIO PUTTERXXIO TECHNOLOGY

클럽 길이 (inch) 34 34(왼손)

로프트각(°) 3 3

라이각(°) 70 70

클럽중량(g) 535 535

SPECIFICATIONS  -  오른손, 왼손

헤드소재   I   바디 : SUS304 / 페이스 : 수지

                          웨이트 : 고비중 텅스텐 니켈

헤드제법   I   바디 : 주조 + CNC가공

                         웨이트 : 소결+CNC 가공

마감            I   바디 : 니켈크롬 도장 

                         페이스 : 쇼트마감 + 레이저 가공

젝시오 블레이드 퍼터 전용 그립

남성용 여성용

젝시오 블레이드 퍼터 레이디스 전용 그립

HEAD COVER

GRIP
클럽 길이 (inch) 32

로프트각(°) 3

라이각(°) 70

클럽중량(g) 529

SPECIFICATIONS  -  여성용

클럽  MADE IN JAPAN  /  오리지널 헤드커버  MADE IN CHINA  



젝시오 클럽과 볼이 만들어내는
스마트 시너지 

<리바운드 드라이브>
부드러운 부분과 단단한 부분을 교차 배치한 3층 구조
젝시오 클럽에 적용된 ‘리바운드 프레임’과 시너지를 내어
‘가장 빠른 볼 스피드’와 ‘부드러운 타구감’을 구현

XXIO BALLXXIO TECHNOLOGY

SOFT ZONE 1

HARD ZONE 1

SOFT ZONE 2

슈퍼 소프트 RB 커버
부드러우면서 고반발을 실현한 혁신적 커버

고반발 RB 미드
탄성이 강화된 복원력이 뛰어난 미드 레이어

퍼스트 레이어 코어
에너지 응축에 효과적인 소프트한 고반발 코어

연

연

강

1

3

2

32

1

XXIO REBOUND DRIVE

젝시오 리바운드 드라이브

프리미엄 화이트 라임 옐로우

4 컬러 ( 핑크, 화이트, 라임 옐로우, 오렌지)

구조 3피스

커버 슈퍼 소프트 RB 커버

미드 고반발 RB 미드

코어 퍼스트레이어 코어

딤플 고탄도 338 스피드 딤플

타구감

단단한 부드러움 매우 부드러움

드라이버샷 탄도

저 고중

볼 타입

컨트롤 디스턴스

30 35 40 45 50

헤드스피드(m/s)

프리미엄 화이트 6구 패키지 3컬러 6구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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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A는 Daido Steel Co, Ltd
던롭스포츠코리아 고객센터

체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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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타회
젝시오의 모든 스펙의 클럽이 전국 
연습장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클럽 체험과 함께 던롭 전문가의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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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젝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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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품등록 및 혜택 안내
던롭스포츠코리아의 정품등록 시스템은
던롭 클럽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하며, 
A/S시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 정품등록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단, 2007년 이후 출시 된 클럽에 한함 )
A/S 기간을

2년 보장해 드립니다.

A/S
2년 보장



주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76 로지트반포빌딩
전화번호    02  3462  3957

www.dunlopkorea.co.kr

던롭스포츠코리아 제품의 한국내 유일한 공식 수입 업체는 DUNLOP SPORTS KOREA CO., Ltd. 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미국 등 기타지역에서 제조, 수입되는 저가 제품은 본사에서 A/S 및 P/L법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구입시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내용을 구입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카달로그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