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일본에서만 출시되는  
타이틀리스트의 새로운 경량 메탈 시리즈!

METALS

아쿠쉬네트 코리아 주식회사  /  문의전화 : 02)3014-3800  /  www.titleist.co.kr   /  team.titleist.co.kr
아쿠쉬네트 코리아는 타이틀리스트, FJ를 소유한 아쿠쉬네트 컴퍼니의 한국지사입니다.

샤프트 옵션

로프트 (도)

플렉스

헤드크기 (CC)

라이각 (도)

길이 (인치)

샤프트 무게 (g)

스윙 웨이트

토크

플렉스 포인트

TITLEIST VG50

9.5 / 10.5

R / SR

460

61

46

R (50) / SR (52)

D1

R (4.6) / SR (4.4)

MID - LOW

TITLEIST VG60

9.5 / 10.5

R / SR / S

460

61

45.5

R (60) / SR (63) / S (65) 

D1

R (3.5) / SR (3.3) / S (3.2)

MID

샤프트 옵션

로프트 (도)

플렉스

라이각 (도)

길이 (인치)

샤프트 무게 (g)

스윙 웨이트

토크

플렉스 포인트

TITLEIST VGF 페어웨이 

15 / 18 / 21

R / S

57 / 58 / 59

43 / 42.5 / 42

R (55) / S (57)

D1

4.3 / 3.9

MID

TITLEIST VGH 하이브리드

19 / 22 / 25

R / S

59 / 59.5 / 60

40.5 / 40 / 39.5

R (67) / S (71)

D1

3.9 / 3.5

MID

DRIVER SPEC.

FAIRWAY & HYBRID SPEC.

TITLEIST VG3 METAL SPEC.



뛰어난 안정감과 비거리를 위한 VG3F 페어웨이 우드와 높은 탄도와 편안한 스윙이 가능한 VG3H 하이브리드.

정교한 텅스텐 무게 시스템을 통한 뛰어난 비거리를 가능하게 하는 타이틀리스트의 경량 메탈, VG3 드라이버입니다. 헤드 솔 뒤쪽에  
텅스텐 웨이트를 장착함으로써 무게중심이 더욱 깊고 낮아졌으며, 스윗 스팟을 넓혀주는 Cup-Face 공법으로 탁월한 비거리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골퍼들이 선호하는 특유의 부드러운 타구음과 타구감, 그리고 깔끔한 헤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뛰어난 안정감과 비거리에 중점을 둔 타이틀리스트의 경량 메탈, VG3F 페어웨이 우드와 높은 탄도와 편안한 스윙 (Follow Through) 을  
위한 타이틀리스트의 경량 메탈, VG3H 하이브리드입니다. 깊고 낮은 무게중심, L-Cup Face 를 통한 향상된 관성모멘트로 강한 볼 비행과 
미스 샷에서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합니다.

PTW (Precision TunGsTen WeiGHT) 기술. 헤드 솔 뒤쪽에 
텅스텐 웨이트를 장착함으로써 더욱 깊고 낮은 무게중심을 실현하여 
보다 공을 띄우기 쉽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각 로프트 별로 
무게중심의 위치를 조정하여 최적의 임팩트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넓은 스윗 스팟의 cuP-Face. 스윗 스팟을 넓혀주는 Cup-Face 
공법으로 미스 샷 시에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긴 비거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정교하게 밀링 처리된 크라운. 정교한 밀링을 통한 크라운의 무게 
감소로 무게중심을 낮췄습니다.

어드레스가 편안한 헤드 디자인. 골퍼들이 선호하는 둥그런 헤드 
디자인으로 어드레스 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뛰어난 타구음과 타구감. 자연스러운 울림을 통한 부드러운 타구음과 
타구감을 제공합니다.

뛰어난 관성모멘트 / 깊고 낮은 무게중심. 헤드 솔 뒤쪽에 장착된 
PTW (Precision Tungsten Weight) 로 높은 탄도와 안정된 구질이 
가능합니다.

진화된 Face 설계. 스윗 스팟을 넓혀주는 L-Cup Face 공법으로 
미스 샷 시에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긴 비거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어드레스가 편안한 헤드 디자인. 헤드 사이즈를 확대함으로써 
관성모멘트가 높아졌으며, 쉽고 편안하게 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편안한 스윙 (FolloW THrouGH) 을 위한 라운드 솔 디자인. 
코스 내 다양한 경사를 고려한 넓고 둥근 솔 디자인으로 잔디를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무게 시스템을 통한 향상된 비거리의 VG3 드라이버.

헤드소재:  티타늄, 텅스텐 (무게추) 

헤드제작방법:  단조 

코팅마감:  DARK METALIC

기본 샤프트: TITLEIST VG50 / VG60

기본 그립: VG3 TOUR VELVET RED CAP (M60 / 경량) 

헤드소재:  17-4 스테인레스 (바디), HT1770M (L-Cup Face), 텅스텐 (무게추)

헤드제작방법:  단조

코팅마감:  DARK METALIC

기본 샤프트: VG3F (TITLEIST VGF) / VG3H (TITLEIST VGH) 

기본 그립: VG3 TOUR VELVET RED CAP (M60 / 경량) 

텅스텐 (무게추) 

Cup-Face 

티타늄 바디

정교하게 밀링 처리된 크라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