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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타이틀리스트의 미션은 열정적인 골퍼들에게
최상의 퍼포먼스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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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3
Golf b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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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Gear  
76

 

Gloves 
6
head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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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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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 더프너

잭 블레어

안병훈

케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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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s™

프리미엄 태닝 양가죽

그립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짜여진 이음새

퍼포먼스와 그립감을 위한 가장 얇은 스펙 (0.4mm)의 가죽

2

1

엄지와 손목에 새틴(Satin)
강화

최고의 통기성 제공

1

2

Players™ 22 23 24 25

men’s left (6124e) • • • •

men’s right (6127e) • • • •

권장소비자가
₩��35,000원

3

1

2



엄지와 손목에 새틴(Satin)
강화

최고의 통기성 제공

Perma-soft® 22 23 24 25

men’s left (6580e) • • • •

2

1

1

2

PerMa-soft®  (Men)

내구성 높은 양가죽

편안한 신축성과 정교한 봉합처리

그립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짜여진 이음새

권장소비자가
₩��28,000원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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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soft® 18 19 20 21

Women’s left (6591e) • • • •

Women’s Pair (6595e) • • • •

엄지와 손목에 새틴(Satin)
강화

최고의 통기성 제공

2
1

1

2

PerMa-soft®  (woMen)

내구성 높은 양가죽

편안한 신축성과 정교한 봉합처리

그립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짜여진 이음새

권장소비자가
₩��28,000원

3

1

2



golf bags

PerforMance       |       ProPrietarY       |       PreMiUM 

투어와 열정적인 골퍼들에게 입증된 최고의 퍼포먼스 | 타이틀리스트만의 엔지니어링과 제품요소 | 최고급 소재 사용과 완성도 높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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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콧 저스틴 토마스

 지미 워커빌 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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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인치 6분할 투입구와
일체형 핸들

타이틀리스트 클럽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과 마감

자수 가능한 벨리 포켓

hood cover

toUr staff baG
PGA 투어프로들에게 입증된 하이퀄리티의 투어백

경량 엔지니어링  

인체공학 핸들과 어깨끈

프리미엄 쿠션폼의 어깨끈과 힙패드

마그네틱 귀중품 포켓

1

3

2

4

skU toP cUff weiGht Pockets 권장소비자가

tB7sf9-061 6 5.3kg 10 ₩700,000

1

2

3

3

4

1

2

1

2

3

4



Mid staff baG
투어 스태프백에서 영감을 받은 미드 사이즈의 스태프백

경량 엔지니어링  

인체공학 핸들과 어깨끈

프리미엄 쿠션폼의 어깨끈과 힙패드

skU toP cUff weiGht Pockets 권장소비자가

tB7sf4-061 6 3.5kg 9 ₩480,000

1

2

9.5인치 6분할 투입구

타이틀리스트 클럽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과 마감

hood cover

1

3

2

3

1

2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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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stand baG
투어 스태프백에서 영감을 받은 스탠드백

프리미엄 쿠션폼의 어깨끈

독보적인 컨버터블 어깨끈 시스템

발의 메커니즘을 반영한 퍼포먼스 스탠드 시스템

투어에서 영감을 받은 마그네틱 귀중품 포켓

skU toP cUff weiGht Pockets 권장소비자가

tB7sXsf-061 4 2.9kg 7 ₩480,000

2
1

타이틀리스트 클럽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과 마감

9.0인치 4분할 투입구

hood cover

1

3

2

3

4

1

2

3

4

1

2



1

3

2

skU toP cUff weiGht Pockets 권장소비자가

tB8ct6k 6 3.9kg 10 ₩540,000

Players 6k cart baG
아시아 전통의 캐디백 디자인에 타이틀리스트의 독보적인 기술이 
더해져 완성된 6분할 캐디백

백 전면에 포켓을 배치하여 카트에 실었을 때 편의성을 높인 구조

투어에서 영감을 받은 마그네틱 귀중품 포켓

방수봉합 처리된 귀중품 포켓과 큰 사이즈의 의류 포켓

TPU로고 마감

경량 텍스타일과 PU소재의 조합

9.0인치 6분할 투입구

골프기어 허브패턴이 새겨진 
인체공학 핸들

자수 가능한 볼 포켓

1

2

3

NEW

3

4

5

1

2

1

5

2
3

4



19skU toP cUff weiGht Pockets 권장소비자가

tB8ct5k 5 3.8kg 10 ₩500,000

1

5

2
3

4

1

2

3

9.0인치 5분할 투입구

골프기어 허브패턴이 새겨진 
인체공학 핸들

자수 가능한 볼 포켓

1

2

NEW

3

Players 5k cart baG
경량 엔지니어링의 기술과 PU소재가 견고한 느낌을 선사하는 
5분할 캐디백

백 전면에 포켓을 배치하여 카트에 실었을 때 편의성을 높인 구조

독보적인 기술의 경량 엔지니어링

방수봉합 처리된 귀중품 포켓과 큰 사이즈의 의류 포켓

TPU로고 마감

경량 텍스타일과 PU소재의 조합

3

4

5

1

2



1

2

3

skU toP cUff weiGht Pockets 권장소비자가

tB8ct4k 4 3.5kg 7 ₩460,000

Players 4k cart baG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구조와 디자인의 4분할 캐디백

경량 텍스타일과 PU소재의 조합

방수봉합 처리된 귀중품 포켓과 사이드 의류 포켓

백 전면에 포켓을 배치하여 카트에 실었을 때 편의성을 높인 구조

포켓을 최소화하여 슬림한 디자인과 경량 기능을 갖춘 새로운 캐디백

TPU로고 마감

9.0인치 4분할 투입구

골프기어 허브패턴이 새겨진 
인체공학 핸들

자수 가능한 볼 포켓

1

2

3

NEW

3

4

5

1

2

1

3

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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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2

cluB 14 cart baG
혁신, 최상의 구조, 그리고 최고의 접근성

180도 회전된 투입구로 카트 적재에 적합한 한국형 모델

투어에서 영감을 받은 마그네틱 귀중품 포켓

백 전면에 포켓을 배치하여 카트에 실었을 때 편의성을 높인 구조

슬림한 디자인과 효율성을 고려한 수납공간

10.0인치 14분할 투입구

스크래치 방지 및 보호 소재

자수 가능한 볼 포켓

1

2

3

NEW

3

4

1

2

2

skU toP cUff weiGht Pockets 권장소비자가

tB8ct14k 14 3.3kg 9 ₩460,000

3

1

4



cluB 7 cart baG
컴팩트함에 담겨진 효율성과 경량

퍼터 투입구가 따로 있어 편리성을 제공

독보적인 기술의 7분할 투입구

180도 회전된 투입구로 카트 적재에 적합한 한국형 모델

백 전면에 포켓을 배치하여 카트에 실었을 때 편의성을 높인 구조

슬림한 디자인과 효율성을 고려한 수납공간

1

3

2

skU toP cUff weiGht Pockets 권장소비자가

tB8ct7k 7 2.9kg 8 ₩420,000

9.0인치 7분할 투입구

스크래치 방지 및 보호 소재

자수 가능한 볼 포켓

1

2

3

NEW

3

4

5

1

2

4

1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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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grade cart baG
퍼포먼스를 위한 최상의 퀄리티

Step-down 디자인: 숏아이언으로 갈수록 디바이더의 높이가 낮아져 
클럽을 쉽게 식별하고 꺼낼 수 있음

견고하고 묵직한 성형 핸들 

세련미가 넘치는 PU소재가 스포티한 감성을 전달

스태프백에서 영감을 받아 아시안 감성으로 재탄생한 캐디백

보온/보냉이 가능한 앞부분 음료 포켓

1

9.5인치 5분할 투입구

자수 가능한 벨리 포켓

1

NEW

3

4

5

1

2

skU toP cUff weiGht Pockets 권장소비자가

tB8cthgk 5 5.1kg 9 ₩700,000

1

2

5

3

4

2
2



classic sPorts
cart baG
클래식한 디자인이 고급스러움을 선사

두툼한 벨보아로 감싸진 귀중품 포켓

부드럽고 굵직한 패턴의 PU가죽이 중후한 느낌

사이드 풀사이즈 의류 포켓

1

2

skU toP cUff weiGht Pockets 권장소비자가

tB8ctcsk 5 5.3kg 10 ₩660,000

9.0인치 5분할 투입구

두툼한 벨보아로 감싸진 투입구

1

2

NEW

3

1

2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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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Players 5k cart Bag

tB8ct5k-062

black
red · charcoal

tB8ct5k-10

white · black
tB8ct5k-451

navY
Pink · white

tB8ct5k-201

asPhalt · saddle

tB8ct5k-41

navY · white
tB8ct5k-041

black
silver · white

Players 6k cart Bag

tB8ct6k-062

black
red · charcoal

tB8ct6k-601

red
black · white

tB8ct6k-021

black
charcoal · white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tB8ct6k-212

GreY
white · charcoal

tB8ct6k-20

khaki · black
tB8ct6k-10

white · black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Players 4k cart Bag

tB8ct4k-02

black · charcoal
tB8ct4k-10

white · black
tB8ct4k-451

navY
Pink · white

tB8ct4k-461

navY
red · white

tB8ct4k-016

black
white · red

tB8ct4k-210

charcoal
white · black

hood cover

cluB 14 cart Bag

tB8ct14k-016
black

white · red

tB8ct14k-026
black

charcoal · red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cluB 7 cart Bag

tB8ct7k-006
black

black · red

tB8ct7k-206
Granite

black ·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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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d cover hood cover

high grade cart Bag

tB8cthgk-0
black

tB8cthgk-1
white

hood cover hood cover

classic sPorts cart Bag

tB8ctcsk-0
black

tB8ctcsk-4
navY



players ColleCtion
the Difference is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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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ProPrietary Premium

 
스탠드 시스템

 
프리미엄 쿠션폼

 
최고급 소재

컨버터블 어깨끈 최상의 골프백 구성요소 프리미엄 디자인

빠르게 변경 가능한 어깨끈 버클



1

2

3

skU toP cUff weiGht Pockets straP 권장소비자가

tB7sX14 14 2.3kg 9 convertiBle ₩440,000

Players 14 stand baG
다재다능함, 쉬운 정리, 그리고 퍼포먼스

프리미엄 쿠션폼의 어깨끈과 힙패드

독보적인 컨버터블 어깨끈 시스템

두 개의 사이드 의류 포켓

굴곡의 힌지기반의 독보적인 퍼포먼스 스탠드 시스템

10.0인치 14분할 투입구

완전 5분할 시스템

자수 가능한 볼 포켓

1

2

3

3

4

1

2

4

1

2

3



31skU toP cUff weiGht Pockets straP 권장소비자가

tB7sX6 5 2.1kg 6 convertiBle ₩420,000

1

2

13

Players 5 stand baG
정리를 위한 최상의 조합과 경량 엔지니어링

프리미엄 쿠션폼의 어깨끈과 힙패드

독보적인 컨버터블 어깨끈 시스템

보호성이 높은 방수처리된 귀중품 포켓

굴곡의 힌지기반의 독보적인 퍼포먼스 스탠드 시스템

9.0인치 5분할 투입구

완전 5분할 시스템

자수 가능한 볼 포켓

1

2

3

3

4

1

2

2

4

3

1



1

2

3

skU toP cUff weiGht Pockets straP 권장소비자가

tB7sX1 4 1.9kg 5 convertiBle ₩380,000

Players 4 stand baG
최상의 경량과 내구성 엔지니어링

프리미엄 쿠션폼의 어깨끈과 힙패드

독보적인 컨버터블 어깨끈 시스템

보호성이 높은 방수처리된 귀중품 포켓

굴곡의 힌지기반의 독보적인 퍼포먼스 스탠드 시스템

8.5인치 4분할 투입구

완전 4분할 시스템

자수 가능한 볼 포켓

1

2

3

3

4

1

2

4

1

3

2



33skU toP cUff weiGht Pockets straP 권장소비자가

tB8sX3 4 1.9kg 5 convertiBle ₩460,000

1

Players 4 StaDry
™

stand baG
방수, 경량, 내구성

프리미엄 쿠션폼의 어깨끈과 힙패드

독보적인 컨버터블 어깨끈 시스템

방수 소재 바디와 이음새마다 처리된 방수봉합 구조

굴곡의 힌지기반의 독보적인 퍼포먼스 스탠드 시스템

2

8.5인치 4분할 투입구

완전 4분할 시스템

1

2

NEW

3

4

1

2

2

4

1

3



skU toP cUff weiGht Pockets straP 권장소비자가

tB8sX2 4 1.8 kg 4 convertiBle ₩440,000

1

2

Players 4uP StaDry
™ 

stand baG
경량, 내구성, 방수, 그리고 타이틀리스트

컨버터블 어깨끈 시스템과 프리미엄 쿠션폼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초경량 스탠드백

내구성 높은 StaDry 구조

방수 소재 바디와 이음새마다 처리된 방수봉합 구조

새로운 보온/보냉 물병 포켓

3

4

5

1

2

NEW

8.5인치 4분할 투입구

완전 4분할 시스템

1

2

3

5

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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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ayers 4 Featherweight 
stand baG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펜슬 스타일 스탠드백

슬림한 몸통에 14개 클럽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컴팩트함

1.5kg의 초경량 엔지니어링

초경량 카본 화이버 (Carbon Fiber) 스탠드

굴곡의 힌지기반의 독보적인 퍼포먼스 스탠드 시스템

2

3

8.5 인치 4분할 투입구

완전 4분할 시스템

확장 가능한 어패럴 사이드 포켓

1

2

3

NEW

3

4

1

2

skU toP cUff weiGht Pockets straP 권장소비자가

tB8sX4i 4 1.5kg 5 convertiBle ₩340,000

1

2

4

3



1

2

3

hyBrid
stand baG
PU와 텍스타일의 조합이 뿜어내는 강력한 퍼포먼스

굴곡의 힌지기반의 독보적인 퍼포먼스 스탠드 시스템

견고하게 몰딩 처리된 어패럴 포켓과 귀중품 포켓

단단한 바디와 머슬형 디자인

9.0인치 5분할 투입구

골프기어 허브패턴이 
새겨진 인체공학 핸들

자수 가능한 볼 포켓

1

2

3

skU toP cUff weiGht Pockets straP 권장소비자가

tB8sXhk 5 3.5kg 6 single ₩480,000

1

3

2

3

1

2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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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7sX6i-246

sleet 
navY · red

tB7sX6-046

black
breeze · red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Players 14 stand Bag

tB7sX14-016

black
white · red

tB7sX14-0

black

tB7sX14-206

sleet 
black · red

tB7sX14-224

charcoal
niMbUs cloUd

Marina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Players 5 stand Bag

tB7sX6-016

black
white · red

tB7sX6-0

black

tB7sX6-4

navY

hood cover hood coverhood cover

tB7sX6-036

black
olive ·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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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d cover hood cover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hood cover hood cover

tB7sX1-451
navY · Pink

tB7sX1-016
black

white · red

tB7sX1-0
black

tB7sX1-041
black · blUe

tB7sX1-261
charcoal · red

tB7sX1-471
navY · Yellow

tB7sX1-031
black · olive

Players 4 stand Bag

tB7sX1-281
silver · blossoM



hood cover hood coverhood cover

Players 4uP StaDry™ stand Bag

tB8sX2-016
black · white

red

tB8sX2-0 
black 

tB8sX2-4 
navY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Players 4 StaDry™ stand Bag

tB8sX3-016
black

white · red

tB8sX3-026
black

sleet · red

tB8sX3i-226
MicrochiP

charcoal · red

tB8sX3-461
navY · red

tB8sX3-426
navY

sleet · red

hood cover hood coverhood cover

tB8sX2-02 
black · sleet

tB8sX2-26
charcoal · red

tB8sX2-23 
charcoal · liMe



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hood cover hood cover hood cover

41

Players 4 featherWeight stand Bag

hyBrid stand Bag

tB8sXhk-06
black

red · white

hood cover

tB8sX4i-061
black

red · white

tB8sXhk-02
black

charcoal · white

tB8sXhk-461
navY

red · white

tB8sXhk-44
navY · skY

tB8sXhk-122
white

charcoal ·  GreY

tB8sXhk-20
black · khaki

hood cover

tB8sX4i-46
navY · red

hood cover

tB8sX4i-28
sleet · blossoM

hood cover

tB8sX4i-43
MidniGht · liMe

hood cover

tB8sX4i-027
black

charcoal · Yellow



Players 
boston baG 2.0
세련된 소재와 디자인이 스포티한 감성을 전달하는 보스턴백

신소재, 새로운 안감, 최상급의 부속품 사용으로 업그레이드

단단한 핸들 손잡이가 들었을 때 안정감을 제공

1

2

1

우측 사이드의 신발 포켓1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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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s Boston Bag 2.0

ta8BB6k-10
권장소비자가 \320,000

ta8BB6k-12
권장소비자가 \320,000

white · black

white · charcoal

ta8BB6k-0
권장소비자가 \320,000

ta8BB6k-15
권장소비자가 \320,000

black

white · Pink

ta8BB6k-03
권장소비자가 \320,000

black · olive



casual
boston baG
캐주얼한 소재.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고급 캔버스 소재의 사용

일상생활에서도 사용 가능한 캐주얼한 디자인

남녀골퍼에게 모두 어울리는 보스턴백

최고급 소재, 안감, 최상급 PU와 부속품 사용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네임택

3

4

5

1

2

1

1 우측 사이드의 신발 포켓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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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ual Boston Bag

ta8BB7k-4
권장소비자가 \280,000

ta8BB7k-3
권장소비자가 \280,000

olive

ta8BB7k-2B
권장소비자가 \280,000

beiGe

ta8BB7k-0
권장소비자가 \280,000

black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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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wear

PerforMance       |       ProPrietarY       |       PreMiUM 

투어에서 입증된 디자인 | 타이틀리스트만이 사용하는 실과 재료 | 100% 품질 검수
47



이안 폴터

찰리 호프만라파 카브레라 베요

스콧 피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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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ted caPs
collection

새로운 스타일:

• Tour Elite

• Tour Sports Mesh

온도 조절 시스템과 뛰어난 수분 흡수

항균성이 뛰어난 땀밴드

fitted s/M M/l l/xl xl/xxl

tour elite

staff • • • •

trend • • •

white • • •

Players deep back

staff • • •

legacy • • •

tour sports Mesh

staff • • •

trend • • •

white • • •

two-tone • • •

3

1

2



staff collection
th8fdmsk-9

trend collection
th8fdmtk-9

roYal (2) red (2) navY (2)white (8) black (2) red (2)

투어 모자

toUr elite

권장소비자가
₩46,000

NEW

사이즈 조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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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2) navY (2) oranGe (2)

white collection
th8fdmWk-9

roYal (2) red (2) charcoal (2)

tour elite



투어 모자

PlaYers deeP back

권장소비자가
₩42,000

staff collection
th7fdfsfk-9

leGacY collection
th8fdflk-9

navY (2) charcoal (2) GreY (2)white (2) black (2) red (2)

사이즈 조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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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collection
th8ftmsk-9

white collection
th8ftWk-9

trend collection
th8ftmtk-9

two-tone collection
th8ftmttk-9

white (9)

aqUa (4)

black (3)

sPearMint (4) island red (4)

black·charcoal (2)

Periwinkle (2) 

GreY (2)

navY (2)

navY (2)

charcoal (2) 

toUr sPorts Mesh

투어 모자

권장소비자가
₩46,000

NEW

사이즈 조절 불가*



key features toUr hat PerforMance  
Material

cotton snaPback Mesh teMPeratUre 
reGUlatinG

ball 
Marker

tour Performance • • •

tour snapback Mesh • • • • •

tour snapback  • • • •

Performance ball Marker • •

nantucket •

seersucker •

adJustaBle caPs
collection

새로운 스타일:

• Tour Snapback Mesh

• Performance Ball Marker

• Nantucket

• Seersucker

온도 조절 시스템과 뛰어난 수분 흡수

항균성이 뛰어난 땀밴드

시계줄 스타일의 새로운 스냅백

3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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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모자

toUr PerforMance

권장소비자가
₩46,000

staff collection
th7atPsfk-9

black (2) white (2) red (2)

leGacY collection
th7atPk-9

khaki · white (2) navY · dove (2) charcoal · white (2)

white collection
th8atPWtk-9

navY (2) red (2) charcoal (2) roYal (2) PUrPle (1) kellY (1) colUMbia (1) oranGe (1)

사이즈 조절 가능*



1

1 새로운 세미 커브(Semi-Curve)챙
(Tour Snapback과 Tour Snapback 
Mesh에 적용)

th7asc-P06

투어 모자

white (2) black (2) charcoal (2)

toUr snaPback

권장소비자가
₩48,000

사이즈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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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snaPback Mesh

투어 모자

권장소비자가
₩48,000

th8ascmtk-9

white (2) black (2) charcoal (2)

roYal (2) navY (2)red (2) bUrnt oranGe (2)charcoal (2) kellY (2) 

white collection
th8ascmWk-9

navY (2) roYal (2) hUnter Green (2)

NEW

사이즈 조절 가능*



사이즈 조절 가능*

white · black (3) navY · liMe (2) black · white (1)GreY · red (2) charcoal · Glacier (1)

th8aPBmk-9

PerforMance 
ball Marker

권장소비자가
₩50,000

NEW

black · re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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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즈 조절 가능*

white · navY (3) navY · white (3)

th8anktk-9

heMlock (2) Yellow (2) 

1 모자 챙 아래 패턴

권장소비자가
₩40,000

nantUcket
NEW

Mako blUe (1) sherbet (1)



1 시계줄 형태의 끈 조절

1

사이즈 조절 가능*

seersUcker

권장소비자가
₩42,000

th8asrtk-9

white · roYal (2) navY · red (2) red · roYal (2)

NEW



6161



visors
collection

새로운 스타일:

• Tour Visor

• Tour Mesh Visor

투어에서 입증된 퀄리티

온도 조절 시스템과 뛰어난 수분 흡수

업그레이드된 퍼포먼스 소재

2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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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collection
th8vtPk-9

white collection
th8vtPWk-9

white · black (2) black · white (1) navY · white (1)

roYal (2) 

charcoal · white (1) GreY · red (1)

charcoal (2) Green (2) Maroon (2) navY (2)red (2) 

toUr PerforMance
visor

투어 모자

권장소비자가
₩38,000

사이즈 조절 가능*



사이즈 조절 가능*

투어 모자

toUr visor

권장소비자가
₩40,000

staff collection
th8vhPtsk-9

white collection
th8vhPtWk-9

charcoal (2) 

oranGe (2) 

roYal (2)

colUMbia (2)

red (2)

kellY (2)

black · white (2) white · black (2) charcoal · black (2)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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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조절 가능*

black · white (2) navY · liMe (2)white · black (2) GreY · black (2)red · black (2) black · Glacier (2)

th8vtmk-9

toUr Mesh visor

권장소비자가
₩42,000

투어 모자

NEW



Women’s
collection

새로운 스타일:

• Tour Performance

• Breezer 

• Tour Visor

시그니처 투어모델의 추가 모델

퍼포먼스 소재

골프코스와 코스밖에서도 사용가능한 디자인

2

3

4

1

NEW



67

colUMbia (2)  coral (2) MaGenta (1)

woMen’s toUr 
PerforMance

권장소비자가
₩42,000

th8aWtPk-9

투어 모자

NEW

사이즈 조절 가능*

sPearMint (1)



사이즈 조절 가능*

th8aWBrZk-9

navY · Pink (3) red · white (3)

woMen’s breezer

권장소비자가
₩42,000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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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조절 가능*

woMen’s toUr
visor

권장소비자가
₩40,000

th8vWhPtk-9

sPearMint (3) colUMbia (3) lavender(3)Pink (3)

NEW



Junior's
collection

투어에서 입증된 디자인

유소년 골퍼들의 색상 니즈를 만족시킬 컬렉션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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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조절 가능*

black · white (2) red · black (1)white · black (2) harboUr blUe · black (1)

th8aJrPk-9

jUnior toUr 
PerforMance

투어 모자

권장소비자가
₩36,000



사이즈 조절 가능*

navY · liMe (1) white · black (1)black · Glacier (1) red · roYal (1) roYal · Gold (1)charcoal · oranGe (1)

th8vJrPk-9

투어 모자

jUnior PerforMance
visor

권장소비자가
₩34,000



3

4

5

1

2

elements
collection

새로운 스타일:

• Tour Aussie

• StaDry™ Performance twill

• StaDry™ bucket
투어에서 입증된 퀄리티

업그레이드된 소재와 통기성 

새로운 퍼포먼스 트윌 소재

어떤 날씨상황에서도 이상적인 퍼포먼스

73



투어 모자

toUr aUssie

권장소비자가
₩50,000

toUr aUssie
th8ssausk-9

white · black (2) GreY · black (2) khaki · black (2)

NEW

사이즈 조절 불가*



StaDry
™

투어 모자

1 빗물 배수 처리 마감

1

75

StaDry™ bUcket
th8ssBktk-9

권장소비자가 \60,000

white · black (3) black · white (3)

StaDry™ PerforMance twill 
th8ssPtk-9

권장소비자가 \60,000

white · black (3) black · white (3)

NEW

사이즈 조절 불가* 사이즈 조절 가능*



PerforMance       |       ProPrietarY       |       PreMiUM 

타이틀리스트 명성에 맞는 품질 | 타이틀리스트만의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 최고급 소재와 마감

travel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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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collection

프리미엄 디자인 요소

프리미엄 가죽 마감

방수 지퍼

쿠션 폼 어깨끈

마그네틱 탈착 핸들

내구성 높은 구조

볼리스틱 나일론 소재

강화된 이중 스티치

3

5

4

6

1

2

1

2

3

독보적인 기술의 마그네틱 핸들

방수지퍼

프리미엄 가죽 디테일

1

2

3



50" arc

79

Professional collection

jetsetter
ta8ProJs-0

권장소비자가 \340,000

backPack
ta8ProBP-0

권장소비자가 \340,000

black

larGe doPP kit
ta8Proldk-0

권장소비자가 \120,000

Professional
sinGle canoPY

ta8Proscu-0
권장소비자가 \160,000

Professional
foldinG UMbrella

ta8Profu-0
권장소비자가 \140,000

sMall doPP kit
ta8Prosdkk-0

권장소비자가 \100,000

black

black black

blackblack

22” wheeled dUffel
ta8ProWdfl-0

권장소비자가 \400,000

weekender
ta8ProWkdk-0

권장소비자가 \380,000

black

dUffel
ta8Prodflk-0

권장소비자가 \340,000

black black

50" arc 44" arc



3

2

1

clUb travel
당신의 골프에 스타일과 기능성까지 선사해줄 컬렉션

기능성이 향상된 디테일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

내구성 높은 구조

1

3

2

견고한 버튼 방식의 핸들 스냅

내구성 강한 나일론 소재

그로그랭(Grosgrain) 장식 디테일

1

2

3



cluB collection

backPack
ta8clBP-0

권장소비자가 \200,000

black

larGe doPP kit
ta8clldk-0

권장소비자가 \80,000

black

sMall doPP kit
ta8clsdkk-0

권장소비자가 \70,000

black

travel cover
ta5estc-0

권장소비자가 \55,000

black

dUffel
ta8cldfl-0

권장소비자가 \200,000

black

22” wheeled dUffel
ta8clWdfl-0

권장소비자가 \280,000

black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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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PerforMance       |       ProPrietarY       |       PreMiUM 

투어에서 입증된 퀄리티 | 타이틀리스트만의 디자인과 스타일 | 최고급 소재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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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급 뒤집어짐 방지 시스템

허브패턴이 새겨진 인체공학핸들

1

2

1

2

1

UMbrellas

어떤 날씨상황에서도 가능한 퍼포먼스

통합적이고 독보적인 디자인의 우산 컬렉션

업그레이드된 특징:

• UV차단*

• 뒤집어짐 방지

• 인체공학핸들

3

2

1

Players Folding Umbrella에는 UV 차단기능이 없습니다.(UV안감:은색)

NEW

*



toUr doUble canoPY
ta8Pldcu-01

권장소비자가 \120,000

PlaYers foldinG UMbrella
ta8Plfu-0

권장소비자가 \60,000

toUr sinGle canoPY 
ta8PlPscu-01

권장소비자가 \100,000

PlaYers sinGle canoPY 
ta8Plcscu-0

권장소비자가 \90,000

68" arc

58" arc

62" arc

58" arc

85

umBrellas



leather headcovers
풀그레인 (Full-grain) 레더 사용 

투어에서 입증된 퀄리티

클래식한 디자인3

1

2

driver
ta6aclhcd-1

권장소비자가 
\100,000

fairwaY
ta6aclhcf-1

권장소비자가 
\90,000

hYbrid
ta6aclhch-1

권장소비자가 
\90,000

white leather headcoversblack leather headcovers

driver
ta5aclhcd
권장소비자가 
\100,000

fairwaY
ta5aclhcf
권장소비자가 

\90,000

hYbrid
ta5aclhch
권장소비자가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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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collection

투어 스태프백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최고를 경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컬렉션

1

2

den caddY
ta7acdc-061

권장소비자가 \160,000

shaG baG
ta7acsB-061

권장소비자가 \110,000



staff towel
ta9ac01

권장소비자가 \70,000

PlaYers towel
ta2acPtWl

권장소비자가 \35,000

Microfiber towel
ta5acmftWl

권장소비자가 \30,000

essentials and 
eleMents

타이틀리스트의 독보적인 디자인1



2018
speCial offer



Black
th5fsMlx-0

White
th5fsMlx-1

navy

th5fPhMl-4n

Royal

th5fPhMl-4r

charcoal

th5fPhMl-9c
Kelly

th5fPhMl-3k

Blue

th4fcM-sM-bl

th4fcM-Ml-bl

th4fcM-lxl-bl

navy

th4fcM-sM-nv

th4fcM-Ml-nv

th4fcM-lxl-nv

Red

th4fcM-sM-rd

th4fcM-Ml-rd

th4fcM-lxl-rd

White

th4fcM-sM-wt

th4fcM-Ml-wt

th4fcM-lxl-wt

sPorts mesh (L/XL) 

Performance heather (M/L) 

cuBic mesh (S/M) / (M/L) / (L/XL) 

·로고: 좌○, 우○·사이즈 조절 불가능

·사이즈 조절 불가능

·사이즈 조절 불가능

·로고: 좌ⅹ, 우ⅹ

·로고: 좌○, 우○

권장소비자가
₩38,000

권장소비자가
₩40,000

권장소비자가
₩38,000



Khaki/Orange
th4atr-9-kktG

Royal
th5aPj-4r

Purple
th5aPj-5

navy
th5aPj-4n

Black
th5aPj-0

navy

th5wc-4n

sPecial offer

tour 

Performance Jersey

Women's caP

·로고: 좌○, 우○·사이즈 조절 가능

·사이즈 조절 가능

·사이즈 조절 가능

·로고: 좌ⅹ, 우ⅹ

·로고: 좌○, 우ⅹ

권장소비자가
₩45,000

권장소비자가
₩40,000

권장소비자가
₩45,000



carrot

th5aPr-8c

Periwinkle

th5aPr-4P

Raspberry

th5aPr-5r

Slate

th5aPr-4l

navy

th5aPr-4n

Pink

th5aPr-5P

navy

th5vPj-4n

Jade

th5vcs-3j

navy

th6vcs-4n

Purple

th5vPj-5

Red

th5vcs-6

Red

th6vcs-6

Black

th5vPj-0

navy

th5vcs-4n

Red

th5vPj-6

tangerine

th5vcs-8t

Kelly

th6vcs-3k

White

th5vPj-1

White

th6vcs-1

Royal

th5vPj-4r

Orange

th6vcs-8

Pink riBBon caP 

Performance Jersey visor 

contrast stitch visor 

·로고: 좌ⅹ, 우○·사이즈 조절 가능

·사이즈 조절 가능

·사이즈 조절 가능

·로고: 좌ⅹ, 우ⅹ

·로고: 좌ⅹ, 우○

권장소비자가
₩35,000

권장소비자가
₩35,000

권장소비자가
₩35,000



Black
th5vsM-0

Green
th5vsM-3

Grey
th5vsM-9

Orange
th5vsM-8

Royal
th4ffb-9-rY

Black
th4ffb-9-bk

White
th4ffb-9-wt

Orange
th4ffb-9-or

Red

th3aqMx-1-rd

Slate

th3aqMx-1-sl

Kelly

th3aqMx-1-kl

Purple

th3aqMx-1-PP

Black

th3aqMx-1-bk

sPecial offer

summer visor

flat Bill (M/L)

Q-maX

·로고: 좌ⅹ, 우ⅹ

·로고: 좌ⅹ, 우ⅹ

·사이즈 조절 가능

·사이즈 조절 불가능

·사이즈 조절 가능 ·로고: 좌ⅹ, 우ⅹ

권장소비자가
₩45,000

권장소비자가
₩38,000

권장소비자가
₩38,000



White/Green

th6atr-13

White/Blue

th6atr-14

Red

th6atr-6

navy

th6atr-4n

Black

th6atr-0

White/navy

th6atr-14n

White/

navy/Red

th6awP-146

Grey

th7vwsk-0G

coral/

White/Pink

th6awP-616

White

th7vwsk-1

Black/

White/Red

th6awP-016

Melon

th7vwsk-8

White/

Grey/Pink

th6awP-196

Pink

th7vwsk-5

tour caP

Women's Performance caP 

Women's sPorts visor

·로고: 좌○, 우○·사이즈 조절 가능

·사이즈 조절 가능

·사이즈 조절 가능

·로고: 좌ⅹ, 우ⅹ

·로고: 좌ⅹ, 우ⅹ

권장소비자가
₩45,000

권장소비자가
₩42,000

권장소비자가
₩40,000



Grey
th7abrzk-0G

Black
th7abrzk-0

navy
th7abrzk-4n

Red
th7abrzk-6

sPecial offer

BreeZer

·로고: 좌ⅹ, 우ⅹ·사이즈 조절 가능

권장소비자가
₩40,000





본 카다로그에 표시된 로고들은 설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반드시 타이틀리스트

제품의 보증 또는 스폰서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쿠쉬네트 컴퍼니 이외의 사표가 표기된 제품들은 

상품 소유주에 의해 공인된 기관을 통하여서만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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