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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골퍼에게
골프볼 피팅이 필요할까요?
타이틀리스트는 모든 골퍼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골프볼을 찾아 더 나은 플레이를
하고, 더 낮은 스코어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력과 나이 그리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골퍼에게 골프볼 피팅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골프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골프 장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골프볼은 모든
샷에 사용되는 단 하나의 장비이며, 골프볼 브랜드와 모델에 따라서 게임 결과에
영향을 줄만큼 퍼포먼스와 품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투어에서 입증된 타이틀리스트만의 ‘Green- to-Tee’ 방법론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부터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까지 모든 레벨의 골퍼들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타이틀리스트는 올바른 골프볼 피팅이라면 실제 골프 코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타이틀리스트의 골프볼 피팅은 그린에서 시작되며, 그린 주변에서의
플레이와 그린을 향해 치는 샷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진행한 후, 티박스로 돌아오며
마무리 됩니다. 스코어링 샷(칩 샷, 피치 샷 그리고 어프로치 샷)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골프볼을 찾는 것이야말로 스코어를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골프볼 피팅 스코어 카드
온코스 평가표
풀스윙 샷

타이틀리스트의 골프볼 피팅은
어떤 단계로 진행 될까요?

숏게임 샷

샷 분석 및 골프볼 선택
타이틀리스트의 골프볼 피팅은 골퍼의 게임 분석, 퍼포먼스에 대한 목표, 그리고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피팅을 위해서는 타이틀리스트에서 진행
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시거나 가까운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 티칭 프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비교 요소
드라이버 샷 (티 샷)

Green-to-Tee 방식의 코스에서의 평가
타이틀리스트의 Green- to-Tee 피팅 방법은 실제 골프 코스에서의 모든 샷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지만, 특히 그린을 향하거나 그린 주변에서의 샷에 더 큰
가중치를 둡니다. 1순위 추천볼과 2순위 추천볼, 그리고 피팅 전에 주로 사용하던
골프볼을 이용해, 실제 골프 코스에서 모든 샷의 퍼포먼스를 비교하고 평가해
보세요. 골프볼을 직접 비교해 가며 테스트하는 것이야말로 모델 간의 퍼포먼스
차이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추천받은 골프볼에 대해 아래 나열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우측의
평가란에 표기해 보세요.

1순위 추천볼

롱게임 컨트롤과 일관성
드라이버 비거리와 정확성
■ 탄도 / 볼비행 궤도
■ 타구감
■
■

2순위 추천볼

기타 다른볼

(아래 칸에 표기하세요.)

여러 형태의 숏게임 샷을 시도해보세요.
다음, 숏아이언으로 풀 샷을 해보세요.
Compare

선택한 골프볼로 플레이하기
Green- to-Tee평가를 마치고 나면 골퍼는 이제 자신이 게임에 가장 적합한
골프볼을 선택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가지 모델의 골프볼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모든 라운드, 모든 샷에서 같은 모델의 골프볼을 사용함으로써 퍼포먼스의 편차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감과 일관성이 향상된다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더 낮은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코어
■ 숏게임 스핀과 컨트롤
■ 어프로치 샷 컨트롤
■

그리고, 미드아이언으로 풀 샷을 해보세요.
하이브리드와 페어웨이 메탈을
이용한 풀 샷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드라이버로 티 샷을 해보세요.
어느 골프볼의 타구감을 더 선호하시나요?

숏게임

숏아이언

미드아이언

하이브리드/페어웨이 메탈

드라이버

타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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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17% 얇아진 우레탄 엘라스토머 커버가
제공하는 더욱 빠른 볼 스피드
새로운 케이싱 레이어가 제공하는
빠른 볼 스피드와 낮은 롱게임 스핀
새로운 2.0 ZG 프로세스 코어가
구현하는 더 긴 비거리

2019 Pro V1 과 Pro V1x 가
기존 대비 더욱 향상된 성능으로
출시되었습니다.
Ⓡ

Ⓡ

Titleist의 R&D 팀은 새로운 2019 Pro V1과 Pro V1x 골프볼의 코어에서
커버까지, 두 가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재설계 하였습니다.
■

새로운 2019 Pro V1과 Pro V1x는 기존 제품보다 볼 스피드를 증가시켰으며,
롱게임에서 낮은 스핀량을 통해 모든 골퍼에게 압도적인 비거리를 제공합니다.

■

Pro V1과 Pro V1x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숏게임 스핀과 샷 컨트롤, 최적의
탄도, 부드러운 타구감까지 골퍼를 위한 토털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2019 Pro V1과 Pro V1x는 더욱 빠른 볼 스피드와 압도적인 비거리로
실력, 연령, 성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골퍼들이 더 나은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도록
최적의 토털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352개 4면체 딤플 디자인이 구현하는
일관된 최적의 볼 비행

NEW
17% 얇아진 우레탄 엘라스토머 커버가
제공하는 더욱 빠른 볼 스피드
새로운 케이싱 레이어가 제공하는
빠른 볼 스피드와 낮은 롱게임 스핀
새로운 2.0 ZG 프로세스
듀얼 코어가 구현하는 더 긴 비거리

328개 4면체 딤플 디자인이 구현하는
높고 일관된 볼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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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V1 과 Pro V1x 가 왜 많은
골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을까요?
Ⓡ

Ⓡ

최고의 스코어를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퍼들은 가장 우수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골프볼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 골퍼들이 가장 많이
신뢰하고 있는 골프볼은 최고의 기술력과 퍼포먼스가 결합된 Pro V1 과
Pro V1x 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이틀리스트 Pro V1 과 Pro V1x 가 모든 골퍼에게 최고의
퍼포먼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설계,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PGA 투어 및
그 외 전세계 투어 선수들부터 아마추어 플레이어, 최고의 스코어를 목표로
플레이하는 열정적인 골퍼들, 그 외 다수 골퍼들은 타이틀리스트 골프볼의
성능을 신뢰합니다.

2018 TITLEIST
GOLF BALL COUNT*
Worldwide Tours

73%

PGA Tour

72%

LPGA Tour

80%

U.S. Amateur

76%

U.S. Women’s Amateur

87%

NCAA Men’s D1

73%

NCAA Women’s Da

94%

*2018 미국 데럴 서베이, Sports Marketing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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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Pro V1 , Pro V1x
그리고 AVX 가 모든 골퍼들이
더 낮은 스코어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

™

Pro V1, Pro V1x 그리고 AVX는 타이틀리스트만의 독점적인 기술과 정밀한
제작 방식을 통해 골프 게임에 요구되는 모든 측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제공해
줍니다. 즉, 롱게임에서 압도적인 비거리뿐 아니라, 탁월한 숏게임 스핀, 최적화
된 볼비행, 부드러운 타구감,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골퍼에게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Pro V1, Pro V1x 그리고 AVX는 각각 볼비행,
스핀량 및 타구감의 차이를 통해 골퍼들이 더 낮은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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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탄도
높은 스핀량
■ 부드러운 타구감
■더

Pro V1 , Pro V1x 그리고 AVX 간의
주요 퍼포먼스 차이는 무엇인가요?
Ⓡ

Ⓡ

™

VS

Pro V1, Pro V1x 그리고 AVX는 모든 골퍼들에게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제공
하지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골프볼을 찾는 과정에서 각 모델 간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퍼포먼스 차이가 존재합니다.
Pro V1, Pro V1x 그리고 AVX는 골프볼의 탄도, 스핀량 그리고 타구감에 따
라 구분됩니다. Pro V1과 비교할 때, Pro V1x는 더 높은 탄도, 더 높은 스핀량
그리고 조금 더 견고한 타구감을 제공합니다. AVX는 더 낮은 탄도, 더 낮은 스핀량
그리고 더욱 부드러운 타구감을 제공합니다.
골퍼들은 서로 다른 퍼포먼스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탄도, 스핀량 그리고 타구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적의
■ 매우

볼비행과 스핀량
부드러운 타구감

VS

■ 낮은

탄도
스핀량
■ 더욱 부드러운 타구감
■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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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력으로 Pro V1 , Pro V1x
AVX 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

Ⓡ

™

당연히 그렇습니다. Pro V1과 Pro V1x는 단순히 뛰어난 실력의 골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골퍼들에게 적합합니다. 사실 아마추어 골퍼들이 실력이
뛰어난 골퍼들에 비해 프리미엄 퍼포먼스 골프볼을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실력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그린을 더 많이 놓치기 때문에
타수를 잃지 않기 위한 샷들을 해야 합니다. Pro V1, Pro V1x 그리고 AVX에서
제공하는 스핀량과 컨트롤 능력은 모든 골퍼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위한 숏게임
샷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보통 실력의 아마추어 골퍼들도 라운드 중 좋은 샷을 많이 하지만, 그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미스 샷, 특히 그린을 향한 샷을 할 경우에는 더 많은
관용성이 필요합니다. 어프로치 샷과 숏게임 샷에서의 높은 스핀량과 뛰어난
컨트롤 능력은 골프볼이 그린을 벗어나지 않도록 뛰어난 관용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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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리스트는 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을까요?
타이틀리스트는 골프볼의 여러 가지 퍼포먼스 요건과 골퍼들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골프볼 제품 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퍼의 게임 스타일에
맞게 골프볼을 피팅 하게 되면 Pro V1, Pro V1x 그리고 AVX는 해당 골퍼가
최고의 스코어를 낼 수 있도록 최상의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골퍼에게는 프리미엄 퍼포먼스 골프볼을
추천합니다.
모든 골퍼들은 뛰어난 퍼포먼스를 원하지만, 일부 골퍼들은 골프볼 선택에 개인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호도에는 타구감, 컬러 옵션, 가격 및 기타
요소들(플레이넘버 또는 볼마킹)이 포함됩니다. 골프볼 선택에 있어 개인의
선호도가 중요한 골퍼들에게는 동급 최고의 퍼포먼스와 품질을 제공하는
Tour Soft, Velocity 그리고 DT TruSoft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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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스윙 스피드에 맞는
타이틀리스트 골프볼은 무엇인가요?

같은 골퍼, 다양한 샷, 다양한 스윙 스피드

드라이버

스윙 스피드 97 MPH

6번 아이언

스윙 스피드 83MPH

자신에게 가장 맞는 골프볼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적의 골프볼을 찾는
과정에서 골퍼들의 스윙 스피드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골퍼들이 여전히 드라이버 스윙 스피드 만으로도 골프볼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한 명의 골퍼에게는 다양한 스윙 스피드가 존재합니다. 골퍼들은 매 라운드마다
다양한 샷들을 구사하기 위해 서로 다른 스윙 스피드를 구사합니다. 타이틀리스트는
한 라운드에 14번 정도만 구사하는 드라이버 샷이 아니라, 모든 스윙 스피드,
모든 클럽, 모든 샷에 토털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골프볼을 설계, 생산하고 있습니다.

피칭웨지

스윙 스피드 68MPH

30야드 피치 샷

스윙 스피드 24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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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골퍼들은 모든 샷에서
골프볼을 압축시킵니다.
빠른 드라이버 스윙 스피드

컴프레션이 낮은 골프볼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골프볼의 컴프레션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컴프레션
이 낮은 골프볼을 사용하게 되면 비거리가 더 늘거나 더 좋은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정보가 아닙니다. 샷의 종류,
그리고 스윙 스피드에 관계없이 모든 샷에서 골프볼은 어느 정도 압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스윙 스피드에서 일어나는 압축률의 차이는 구분
하기 어려울 만큼 작습니다. 컴프레션이 낮다고 알려져 있거나 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골프볼들을 테스트해 보면, 실제로 타이틀리스트 골프볼의
토털 퍼포먼스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골프볼은 없었습니다.

느린 드라이버 스윙 스피드

그렇다면, 컴프레션이란 무엇이고 왜 골퍼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컴프레션은
골프볼의 상대적인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치일 뿐입니다. 타구감에 민감한
골퍼가 더 부드러운 골프볼을 원한다면 컴프레션이 낮은 골프볼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스윙 스피드에
따른 골프볼의 압축률 차이는 사실상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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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 수가 많을수록
더 좋은 골프볼인가요?
골프볼 디자인의 여러 요소(피스 수, 컴프레션, 커버의 재료, 딤플 패턴 등) 중
한가지 요소만으로 골프볼의 성능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2피스 골프볼이
5피스 골프볼 보다 더 우수한 퍼포먼스를 가질 수 있으며, 반대로 5피스
골프볼이 2피스 골프볼 보다 우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골프볼의 퍼포먼스는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품질 그리고 골프볼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골프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골프볼의 피스 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스코어링 샷에서 어느 골프볼이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도록 도와주는지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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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타이틀리스트 골프볼의
방향성이 가장 좋을까요?
어떤 골퍼들이 낮은 스핀량의 비거리용 골프볼이 슬라이스나 훅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타이틀리스트의 모든 골프볼은
드라이버 샷에서 낮은 스핀량을 제공하며, 모델 간의 차이는 아주 작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차이는 실질적인 드라이버 샷의 방향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스핀량이 낮은 비거리용 골프볼이 다른 모든 샷에서도
낮은 스핀량을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스코어링 샷의 퍼포먼스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스핀량의 차이는 게임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Pro V1, Pro V1x 혹은 AVX와 같은 골프볼을 사용한다면, 티 샷에서는 스핀량을
낮출 수 있는 동시에 스코어링 샷에서는 다른 제품에 비해 더 많은 스핀량을 확보
할 수 있어, 홀에 더 가깝게 붙일 수 있는 샷의 컨트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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