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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마 패스트백 몬테레이 

로프트 4˚ 4˚ 4˚

라이각 71˚ 71˚ 71˚

길이 (오른손) 33", 34", 35" 33", 34", 35" 33", 34", 35"

길이 (왼손) 34" - 34”

헤드 소재 303SS 303SS 303SS

헤드 마감 Sea Mist Sea Mist Sea Mist

넥  디자인 Flare Single Bend Plumbing

오프셋 1/2 Shaft Full Shaft Full Shaft

그립 Black Pistolero Black Pistolero Black Pistolero

헤드 커버 Black, Three Dot Black, Three Dot Black, Three Dot

 
몬테레이 1.5 소노마 

로프트 4˚ 4˚

라이각 71˚ 71˚

길이 (오른손) 33", 34", 35" 33", 34", 35"

길이 (왼손) - -

헤드 소재 303SS 303SS

헤드 마감 Sea Mist Sea Mist

넥 디자인 Medium Flare Flow

오프셋 3/4 Shaft Full Shaft

그립 Black Pistolero Black Pistolero

헤드 커버 Black, Three Dot Black, Three Dot

SCOTTY CAMERON® CALIFORNIA
   스펙    



최적의 무게 선택 
퍼터 길이에 따른 최적의 무게추를 적용하여  

높은 안정성과 뛰어난 퍼팅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퀘어 셋업 
정밀 가공된 페이스 앵글과 솔, 그리고 넥 디자인으로 

균형잡힌 스퀘어 셋업을 쉽게 만들어 줍니다.

세련된 디자인 
퍼터 페이스에서 엣지까지 하나하나  

새롭게 디자인된 신제품입니다.

정교한 밀링 처리 
정밀 가공된 부드러운 303 스테인레스 스틸로  

뛰어난 타구감을 제공합니다.

SEA MIST 마감 
Sea Mist 마감과 붉은점 디자인으로  

특유의 세련된 외관을 가집니다.

높은 토 디자인 
어드레스시 토 부분을 높여 골퍼들의 정확한 

정렬을 도와주는 헤드 디자인입니다.

PISTOLERO 그립 
새로운 Pistolero 그립으로 한층 개선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딥 밀드 페이스 
부드러운 타구감과 타구음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길이와 무게 선택 
카메론 퍼터는 본인의 퍼팅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길이와 무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디 없는 일자형 샤프트 
마디 없는 샤프트로 어드레스 시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퍼터

새로운 그래픽과 마감처리로 각 모델별로 더욱 세련된 디자인의 스카티 카메론 

캘리포니아 라인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투어에서 입증된 딥 밀드 페이스 

공법은 부드러운 타구감과 타구음을 제공하며, 스카티 카메론 특유의 붉은점 

디자인과 Sea Mist 마감은 세련된 외관을 자랑합니다. 또한 특유의 무게추 

디자인을 가지며, 새로운 Pistolero 그립으로 완성 되었습니다.

무게추 시스템  

몬테레이
이중으로 깎인 포켓형 헤드와  

꺾인 넥 디자인

몬테레이 1.5
이중으로 깎인 포켓형 헤드와  

휘어진 넥 디자인

델마
중간 말렛 헤드와  

휘어진 넥 디자인

패스트백
중간 말렛 헤드와  

휘어진 넥 디자인

THREE-DOT 헤드커버 

소노마
중간 말렛 헤드와  

휘어진 넥 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