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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심슨

저스틴 토마스

맥스 호마

넬리 코다

THE MOST TRUSTED
BALL IN GOLF
골프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현명한
파트너 선택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교한 골프 게임에선 골프볼의 작은 퍼포먼스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던 스피스

이는 매주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투어에서 증명된

다니엘 강

타이틀리스트 골프볼의 일관성과 퍼포먼스를
압도적으로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골프 클럽들이 최고의
퍼포먼스와 품질의 기준을 제시하는 타이틀리스트를
파트너로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토니 피나우

패트릭 캔틀레이

OVERVIEW
카메론 스미스

폴 케이시

고진영

윌 잘라토리스

OVERVIEW

TITLEIST ®
PREMIUM PERFORMANCE LINE

타이틀리스트는 최고의 퍼포먼스와 품질,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골퍼들의 기대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이틀리스트 Pro V1 골프볼은 더 긴 비거리, 매우 낮은 롱게임 스핀,
Ⓡ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베스트 셀링 제품인 Pro V1과 Pro V1x부터
프리미엄 퍼포먼스 라인 중 가장 부드러운 타구감의 AVX,

이상적인 볼 비행, 그린 주변에서의 향상된 드롭-앤-스톱 TM 컨트롤과
부드러운 타구감이 결합된 토털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동급 최고의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Tour Speed와 Tour Soft,
폭발적인 비거리의 Velocity와 가장 부드러운 타구감을 가진 TruFeel까지,
타이틀리스트는 골퍼들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 화이트
▶ 하이

: 플레이 넘버 1-4 (기본), 00, 1- 99 (스페셜 플레이 넘버)

옵틱 옐로우 : 플레이 넘버 1- 4

컬러, 타구감, 가격 등 다양한 부문에서
동급 최고 품질의 골프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린 주변에서의 향상된 드롭-앤-스톱 TM 컨트롤과 견고한 타구감이 결합된
토털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 화이트
▶ 하이

: 플레이 넘버 1-4 (기본), 00, 1- 99 (스페셜 플레이 넘버)

옵틱 옐로우 : 플레이 넘버 1- 4

타이틀리스트 AVX 골프볼은 더 긴 비거리와 매우 부드러운 타구감은 물론,
Ⓡ

향상된 그린사이드 스핀 컨트롤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퍼포먼스 우레탄 골프볼
제품입니다.
▶ 화이트
▶ 하이

: 플레이 넘버 1-4

옵틱 옐로우 : 플레이 넘버 1- 4

Overview

타이틀리스트 Pro V1x 골프볼은 더 긴 비거리, 높은 탄도, 낮은 롱게임 스핀,

TITLEIST ®
PERFORMANCE LINE
타이틀리스트 Tour Speed 골프볼은 복합구조의 열가소성 우레탄 (TPU) 커버
골프볼 제품으로 롱게임에서의 압도적인 비거리와 숏게임에서의 정교한
스코어링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 화이트
▶ 하이

: 플레이 넘버 1-4

옵틱 옐로우 : 플레이 넘버 1- 4

타이틀리스트 Tour Soft 골프볼은 긴 비거리와 뛰어난 타구감으로 동급

Overview

최고의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 화이트
▶ 하이

: 플레이 넘버 1-4

옵틱 옐로우 : 플레이 넘버 1- 4

타이틀리스트 Velocity 골프볼은 빠른 볼 스피드와 최대의 비거리를 제공하며,
TM

화이트 색상 그리고 3가지 매트 컬러 옵션으로 플레이에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 화이트

: 플레이 넘버 1-4

※매트 컬러는 하반기 출시 예정
※매트 컬러 골프볼은 커스텀 로고 프린트가 불가능합니다.

타이틀리스트 TruFeel 골프볼은 타이틀리스트 골프볼 중 가장 부드러운
TM

타구감을 선사하며, 더 긴 비거리와 그린 주변에서 향상된 타구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타이틀리스트 골프볼만의 우수한 품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화이트
▶ 하이

: 플레이 넘버 1-4

옵틱 옐로우 : 플레이 넘버 1- 4

※매트 컬러는 하반기 출시 예정
※매트 컬러 골프볼은 커스텀 로고 프린트가 불가능합니다.

CUSTOM
IMPRINTING

Custom Package
■컬러옵션 : 패키지 컬러 구성은 상기 각 패키지별로 표기된 컬러에 한하며,
삽입되는 이미지는 변경 가능합니다. (추가 컬러 가능 여부 별도 문의)
■제작기간 : 시안 확정 후 20일 (영업일 기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소 주문 수량 : 72더즌
※카탈로그 내 디자인 외 추가 디자인 및 패키지 옵션의 경우 담당 영업사원에게
문의 부탁 드립니다.
※커스텀 패키지는 로고볼 주문시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BASIC PACKAGE
가장 베이직한 패키지로, 컬러감 만으로 포인트를 주어
귀사의 로고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컬러 옵션
A
크림

B
블랙

C
블루

D
버건디

PANTONE COOL GRAY 1 C
PANTONE BLACK C
PANTONE 300 C
PANTONE 188 C

Standard Package
※스탠다드 패키지는 로고볼 주문시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Custom Logo Ball
■홈페이지 : http://www.titleist.co.kr/custom
■문
의 : 타이틀리스트 공식 대리점
(http://team.titleist.co.kr/find-a-golf-shop)

편안한 컬러 바탕에 경쾌한 배색 테두리를 두어 고급스러운
선물의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컬러 옵션
A
베이지
브라운

B
그레이
화이트

C
라이트그린
카키

PANTONE 7506 C
PANTONE COOL GRAY 3 C
PANTONE 7485 C
PANTONE BLACK C

D
블랙
버건디

Titleist Custom Package

FRAME PACKAGE

SIMPLE PACKAGE
중후한 컬러 옵션에 깔끔한 사각 프레임으로 패키지 전면의 사진과,
슬리브 4면에 인쇄된 로고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GALLERY PACKAGE
A
블랙

B
라이트그레이

C
버건디

A
버건디

D
퍼플

PANTONE 188 C

PANTONE 7541 C

PANTONE 301 C

PANTONE 188 C

PANTONE 582 C

PANTONE 669 C

PANTONE BLACK C

* 전경사진뿐만 아니라, 제품 및 아이코닉한 이미지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PATTERN PACKAGE

PANORAMA PACKAGE

* 전경사진뿐만 아니라, 제품 및 아이코닉한 이미지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B
다크블루

PANTONE BLACK C

* 전경사진뿐만 아니라, 제품 및 아이코닉한 이미지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니크한 패턴으로 포인트를 주어 패키지 전면에 인쇄된 사진과
로고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컬러 옵션

컬러 옵션
A
라이트베이지
골드

B
다크그레이
블랙

C
다크그린
카키

D
로얄블루
그레이

패키지 전방에 사진이 전면 디자인되어, 브랜드와 사진의
주목도를 극대화합니다.

D
블랙

C
블랙

D
브라운

컬러 옵션
A
다크블루

B
화이트

PANTONE 7499 C

PANTONE 7462 C

PANTONE COOL GRAY 6 C

WHITE

PANTONE 7483 C

PANTONE BLACK C

PANTONE 2728 C

PANTONE 725 C

* 전경사진뿐만 아니라, 제품 및 아이코닉한 이미지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C
카키

Titleist Custom Package

Titleist Custom Package

세련된 곡선 프레임과 클래식한 패키지로 슬리브 4면에 귀사의
로고와 사진이 조화롭게 디자인되어 브랜딩을 극대화합니다.

컬러 옵션

TITLEIST

TIN PACKAGE

CUSTOM GOLF BALL

특별한 Tin 패키지로 귀사의 선물의 가치를 높이세요. 알루미늄
소재의 Tin 박스에 Pro V1 또는 Pro V1x의 커스텀 볼이 구성됩니다.

타이틀리스트는 업계 최고 품질의 로고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이틀리스트 골프볼에 문구, 기업 및 브랜드 로고를 새겨
선물의 가치를 높여보세요.

타이틀리스트 Pro V1 또는 Pro V1x 커스텀 골프볼 3구
구성품

타이틀리스트 샤피펜 (블랙)
타이틀리스트 볼마커
타이틀리스트 티 5개

최소 주문 수량

96Tin (24더즌)

제작 기간

시안 확정 후 60일 (영업일 기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컬러 옵션

블랙

커스텀 로고 위치 및 사이즈

로고 위치

6 BALL PACKAGE

(WITH 2 SLEEVES)

싱글 로고

더블 로고

스탠다드한 블랙 바탕에 타이틀리스트 로고가 디자인된 하프더즌 패키지로
귀사의 비즈니스에 가장 실용적인 선물이 됩니다.
최소 주문 수량

48pk (24더즌)

제작 기간

로고볼 시안 확정 후 7일 (영업일 기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컬러 옵션

블랙

커스텀 로고 프린트
최대 사이즈

18mm
정사각형

최소 주문 수량

인쇄 옵션

문의

10mm x 28mm
직사각형

최대 5도 인쇄 가능

22mm
원형

제작 기간

시안 확정 후 5일 (영업일 기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영업 사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인 문구
TITLEIST

1 BALL / 2 BALL / 4 BALL
PACKAGE
스탠다드한 블랙 바탕에 타이틀리스트 로고가 디자인된 1구, 2구, 4구
패키지로 귀사의 비즈니스에 가장 실용적인 선물이 됩니다.
1구 최소 주문 수량

288pk (24더즌)

2구 최소 주문 수량

144pk (24더즌)

4구 최소 주문 수량

72pk (24더즌)

제작 기간

로고볼 시안 확정 후 7일 (영업일 기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컬러 옵션

블랙

* 로고 및 개인 문구 양면 인쇄 가능
4구 패키지

최소 주문 수량

문의

인쇄 옵션

※자세한 사항은 담당 영업 사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1구 패키지

2구 패키지

최대 5도 인쇄 가능

제작 기간

시안 확정 후 5일 (영업일 기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tleist Custom Golf Ball

Titleist Standard Package

TITLEIST

2022 TITLEIST ®
GOLF BALL LINE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