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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DUNLOP BALL 라인업

2014년 DUNLOP BALL 선택가이드

XXIO XD-AERO  

XXIO PREMIUM 

EVERIO SUPER XD  

DDH TOUR SPECIAL 

SRIXON Z-STAR  

SRIXON Z-STAR XV  

SRIXON Q-STAR  

SRIXON DISTANCE  

SRIXON          TRISPEED                 

최경주, 박인비 프로가 말하는 볼 선택 방법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 체크 맵  

플레이 스타일에 따른 추천 볼 라인업  

투어프로들이 사용하는 볼이란? (Z-STAR vs Z-STAR XV)  

화제의 XXIO XD-AERO의 비밀을 박인비 프로에게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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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비거리 성능, 고반발 볼 젝시오 XD-AERO
고반발 소프트 3피스 구조와 함께 스피드 에어로 딤플 기술로 젝시오 사상의 

최대 비거리를 탄생시킨다!

➊ 특징

• 아마추어 골퍼들의 헤드스피드로 보다 쉽게 직진성과 비거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고반발 볼
• 관성모멘트를 증가시켜 놀라운 직진성과 커버의 강성을 높여 고반발ㆍ저스핀을 실현
• 아마추어 골퍼에게 부드러운 타구감과 커버 내구성 향상
• 344 스피드 에어로 딤플 구조로 딤플 점유율 10% 향상,
   공기저항 2% 감소로 더 큰 비거리 실현

➋ 타깃

• 누구보다 쉽게 더 멀리 보내기를 원하는 일반 골퍼
• 어프로치 샷&퍼터 시, 부드러운 타구감을 원하는 일반 골퍼
• 선물용으로도 최고의 가치를 전해주고자 하는 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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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E IN JAPAN

SPECIFICATION

구   조 고반발 소프트 3피스

코   어 고반발 대경 소프트 Neo E.G.G. 코어

미   드 고반발 NEO-METAL-MIX 소프트 미드

커   버 고반발 아이오노머 극박 커버

딤      플 고탄도 344 스피드 에어로 딤플

컬   러 화이트 / 옐로 / 오렌지 / 핑크 / 라이트오렌지

구조도

고반발 아이오노머 커버

고반발 대경 소프트 Neo E.G.G. 코어

 고반발 Neo극박 METAL-MIX소프트 미드

 고탄도 344 스피드 에어로 딤플

• 강성을 극대화 시킨 극박커버
• 고반발·저스핀 실현

※E.G.G.:Energetic Gradient Growth

• XXIO사상, 최대 코어
• 고초속ㆍ고타출각·저스핀으로 큰 비거리 실현

•소프트 필링

• XXIO사상, 가장 얇은 미드층으로 비행중의 스핀을 감소
• 미드층의 비중을 더욱 높여 최고의 관성모멘트와 

직진성 실현

• 비행중의 공기저항을 감소
• 날카롭게 비행해서 떨어질 때까지 

볼 스피드 유지

비거리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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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시오 볼 사상 최고의 고급감   
일본판매 1위 젝시오 브랜드의 품격을 그대로  
XXIO PREMIUM! 

➊ 특징

• 어떠한 클럽으로도 쉽게 볼을 띄워, 똑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수많은 고급 승용차에 사용되는 고휘도 안료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컬러감을 나타냅니다.
• 기존모델과 비교하여 한층 부드러워진 필링을 자랑합니다.

➋ 타깃

• 부드러운 타구감과 큰 비거리 실현을 원하는 골퍼
• 볼에서도 최고의 품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골퍼
• 선물용으로도 최고의 가치를 전해주고자 하는 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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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E IN JAPAN

SPECIFICATION

구   조 고반발 슈퍼 소프트 3피스

코   어 신개발 고반발 슈퍼 소프트 E.G.G. 코어

미   드 신개발 NEO-METAL-MIX 미드

커   버 신개발 고반발 아이오노머 커버

딤      플 신개발 고탄도 344 스피드 에어로 딤플

컬   러 로얄 골드

비거리용

신개발 NEO-METAL-MIX 소프트 미드

신개발 고반발 소프트 아이오노머 커버

신개발 고반발 슈퍼 소프트 E.G.G. 코어

※E.G.G.:Energetic Gradient Growth
•E.G.G. 코어에 의한 고타출과 저스핀화로

한층 안정적인 방향성
•소프트 코어가 부드러운 필링 실현

•고비중금속 텅스텐 배합으로
관성모멘트가 상승하여 고탄도 실현

•「러버론ⓇHR+」배합 소프트 미드로
한층 부드러운 필링

•5종의 324 딤플로 고탄도의 큰 비거리 실현
• 부드럽고 경쾌한 필링

구조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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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3피스 구조로 큰 비거리 실현
EVERIO SUPER XD

➊ 특징

• 에브리오 SUPER XD는 매우 부드럽고 큰 비거리 실현이 가능합니다.
• 매우 부드러운 타구감의 4가지 컬러 볼로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 큰 비거리를 제공하며 타구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 직진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➋ 타깃

• 컬러 볼을 선호하는데,“무엇보다 큰 비거리”를 선호하는 골퍼
•“부드러운 타구감”을 선호하는 일반 골퍼
• 젝시오SUPER XD+와 같이 프리미엄 볼을 선호하나, 가격이 부담스러운 골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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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

● MADE IN JAPAN

SPECIFICATION

구   조 고반발 소프트 3피스

코   어 고반발 대형 소프트 E.G.G. 코어

미   드 하이브리드 미드

커   버 고반발 소프트 초극박 커버

딤      플 고탄도 328 딤플 

컬   러 화이트 / 옐로 / 핑크 / 라이트오렌지 / 오렌지 

하이브리드 미드

고반발 대경 소프트 E.G.G.코어

고반발 소프트 초극박 커버

•328 딤플이 유례없는 고탄도와 큰 캐리 실현

•하이브리드 미드가 고타출각과
저스핀을 동시에 만족, 정확한 방향성 실현

※E.G.G.:Energetic Gradient Growth

•볼의 반발력을 확대하여 타출시 초속이 대폭 상승

비거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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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스윙으로도 발군의 비거리 효과!
부드러운 타구감을 원하는 골퍼를 위한 모델

SPECIFICATION

구   조 2피스

코   어 고반발 소프트 코어

커   버 고반발 아이오노머 커버

딤   플 대소 4종류 432 딤플

컬   러 화이트, 패션엘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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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E IN JAPAN

DDH 패션옐로볼 탄생!

 No.1  2피스 볼

비거리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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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스핀 컨트롤과 비거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드러움의 베스트 밸런스 볼! NEW SPIN SKIN 우레탄 커버!

❶ 특징
• 스릭슨만의 독자적 기술력의 “NEW SPIN SKIN”에 의해 어프로치에서의 
     진화된 스핀성능과 부드러운 타구감
• 점유율 4% 확대한 344 스피드 딤플에 의해 공기저항을 최소화하여
    강한 맞바람에도 강한 볼 스피드를 유지

❷ 타깃
• 목표 지점을 직접 노리는 공격적인 골퍼
• 그린 주변에서의 스핀 컨트롤을 추구하는 골퍼
• 어프로치&그린 주변에서 보다 부드러운 타구감을 선호하는 프로골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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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스핀 컨트롤과 비거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드러움의 베스트 밸런스 볼! NEW SPIN SKIN 우레탄 커버!

0.5mm 극박 슈퍼소프트 네오 우레탄 커버

• 숏게임에서 놀라운 스핀성능
• 상당히 부드러운 타구감

• 우수한 내구성

NEO E.G.G. 대경 코어

※E.G.G.:Energetic Gradient Growth
• 고타출각·저스핀으로 큰 비거리

• 부드러운 타구감

고반발 아이오노머 극박 미드

• 드라이버에서의 스핀을 경감
• 고반발로 큰 비거리 실현

344 스피드 딤플

• 공기저항을 최소화, 볼 스피드를 유지
• 맞바람에도 강하게, 보다 멀리 뻗어 나간다

NEW SPIN SKIN 코팅

• 페이스에 묻어나가는 스핀량으로 안정성 향상
• 매우 부드러운 타구감

● MADE IN JAPAN

SPECIFICATION

구   조 극박 슈퍼 소프트 네오 우레탄 커버 3피스

코   어 슈퍼 대경 소프트 NEO E.G.G. 코어

미   드 고반발 아이오노머 극박 미드

커   버 0.5㎜ 극박 슈퍼 소프트 NEO우레탄 커버

딤   플 344 스피드 딤플

컬   러 화이트 / 투어 옐로

스핀,컨트롤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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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거리와 스핀의 새로운 테크놀로지
NEW SPIN SKIN 우레탄 커버 4피스로 더욱 새롭다!

❶ 특징
• 부드러운 고반발 센터코어를 배치한 “슈퍼 대경 NEO E.G.G2단 코어”로 
    드라이버와 아이언샷에서의 강력한 볼 초속 실현
• 스릭슨만의 독자적 기술력의 “NEW SPIN SKIN”에 의해  어프로치에서의 진화된
    스핀성능과 부드러운 타구감
• 점유율 4% 확대한 344 스피드 딤플에 의해 공기저항을 최소화하여 강한
    맞바람에도 강한 볼 스피드를 유지

❷ 타깃
• 목표 지점을 직접 노리는 공격적인 골퍼 
• 그린 주변에서의 스핀 컨트롤을 추구하는 골퍼
• 어프로치&그린 주변에서 부드러운 타구감을 선호하는 골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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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

● MADE IN JAPAN

SPECIFICATION

구   조 극박 슈퍼 소프트 네오 우레탄 커버 4피스

코   어 슈퍼 대경 고반발 E.G.G.2단 코어(소프트 센터)

미   드 고반발 아이오노머 극박 미드

커   버 0.5㎜ 극박 슈퍼 소프트 네오 우레탄 커버

딤   플 344 스피드 딤플

컬   러 화이트 / 투어 옐로

0.5mm 극박 슈퍼소프트 네오 우레탄 커버

• 숏게임에서 놀라운 스핀성능
• 상당히 부드러운 타구감

• 우수한 내구성

NEO E.G.G. 대경 2단 코어
※E.G.G.:Energetic Gradient Growth

• 강력한 볼 초속으로 큰 비거리 실현

고반발 아이오노머 극박 미드

• 드라이버에서의 스핀을 경감
• 고반발로 큰 비거리 실현

344 스피드 딤플

• 공기저항을 최소화, 볼 스피드를 유지
• 맞바람에도 강하게, 보다 멀리 뻗어 나간다

NEW SPIN SKIN 코팅

• 페이스에 묻어나가는 스핀량으로 안정성 향상
• 매우 부드러운 타구감

스핀,컨트롤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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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고탄도, 부드러운 타구감, 큰 비거리  
세계적인 골프 브랜드, 스릭슨이 개발한 2피스 볼
Q-STAR!

➊ 특징
•강한 고탄도 실현 
•부드러운 타구감
•큰 비거리 실현

➋ 타깃
•부드러운 타구감과 큰 비거리를 중시하는 일반 골퍼
•다수의 골퍼들이 선호하는 투어용 볼을 사용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반 골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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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E IN INDONESIA

SPECIFICATION

구   조 2피스

커   버 NEW러버론ⓇHR+와Pana-Tetra 배합

코   어 고반발 외강내유 E.G.G 코어

딤   플 소프트 고탄도의 324딤플

컬   러 화이트, 투어엘로

구조도

고반발 외강내유 E.G.G 코어

NEW러버론ⓇHR+와 
Pana-Tetra배합 고반발 소프트 커버

소프트-고탄도 324 딤플

※E.G.G.:Energetic Gradient Growth

비거리 + 스핀,컨트롤용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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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도 지지않는 강한 탄도로 큰 비거리를 
실현해낸다

❶ 강한 바람에도 강한 탄도로 큰 비거리를 실현합니다.
❷ 내구성이 뛰어난 소프트 아이오노머 커버를 적용하였습니다.
❸ 헤드스피드가 느린 골퍼는 물론, 빠른 골퍼들까지도 폭넓게 사용가능한 2피스 볼입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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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

고탄도 432 딤플

소프트 아이오노머 커버

고반발 소프트 E.G.G. 코어

※E.G.G.:Energetic Gradient Growth

● MADE IN INDONESIA

SPECIFICATION

구   조 고반발 2피스

코   어 고반발 소프트 E.G.G. 코어

커   버 소프트 아이오노머 커버

딤   플 고탄도 432 딤플

컬   러 화이트

비거리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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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움으로 핀을 공략하라!
고탄도 저스핀으로 큰 비거리를 실현

❶ 스릭슨 볼 중 가장 부드러운 볼

더욱 더 부드럽게 설계되었으며 비거리와 직진성을 추구하는 주말 골퍼들에게 꼭 알맞은 3피스 볼.
고탄도 324 딤플에 의해 볼이 높고 길게 뻗어나가 비거리가 상승합니다.
또한 극박 커버와 고반발 코어가 대형화되어 놀라운 반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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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

고반발 극박 아이오노머 커버

소프트 E.G.G. 코어

얇고 부드러운 아이오노머 미드

• 부드러운 필링
• 고탄도 324 딤플

• 느린 헤드스피드로도 강한 탄도 형성
• 고반발 코어로 인해 볼 초속 상승

• 훨씬 더 부드러운 필링
• 고타출각과 저스핀을 동시에 만족

● MADE IN JAPAN

SPECIFICATION

구   조 고반발 소프트 3피스

코   어 신개발 고반발 소프트 E.G.G. 코어

미   드 신개발 아이오노머 미드

커   버 신개발 고반발 소프트 극박 커버

딤   플 신개발 고탄도 324 딤플

컬   러 화이트

비거리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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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주, 박인비 프로에게묻는다!

자신에게 맞는 볼로 스코어 향상이 

가능합니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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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프로의 경우 코어의 컴프레션(압축강도)이 높아 단단하고, 커버는 우레탄 소재여서 매우 부드러운 3피스 

혹은 4피스 볼을 주로 사용합니다. 

투어 프로들의 경우 스윙스피드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단단한 코어로 만들어진 볼을 사용합니다. 즉, 빠른 스윙

스피드로 충분한 비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람에 강하고 볼 초속은 높으나, 탄도는 낮게 형성되

도록 코어 전체가 단단한 볼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커버는 매우 부드러워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린 주

변에서의 스핀성능 때문입니다. 스핀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커버의 부드러움입니다. 프로들이 사용하는 볼의 커

버소재는 대부분이 우레탄 소재입니다. SRIXON Z-STAR시리즈가 투어 프로들이 사용하는 볼에 해당됩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성장은 우선, 볼 스핀성능 향상에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SPIN SKIN』이 우레탄 커버에 2중으로 차용되어 한층 부드러운

타구감과 진화된 스핀성능을 발휘합니다.

※ 디지털 임팩트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 볼의 변형량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확대 표시되어 있음

이번 Z-STAR 시리즈 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Z-STAR XV

투어 프로들이 사용하는 볼이란?

Z-STAR시리즈 볼에 대해 투어프로에게 묻는다!

Q.
A.

3피스 4피스

Z-STAR

변형상태(기존 코팅)
대

소

변
형
정
도

웨지 코팅

홈 우레탄커버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간다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간다

변형상태(NEW SPIN SKIN)

웨지 코팅

홈 우레탄커버

대

소

변
형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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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법으로 비거리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딤플의 표면 점

유율(딤플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대비 4% 높임으로써 볼이 비행 중에 공기저항을 

덜 받도록 하여 비거리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코어내측과 외측

간의 강도차를 크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탄도를 가능하게 하고, 저(低)스핀 또한 가능

하게 하는 기술(외강내유 코어구조-E.G.G.코어)에 의해 보다 향상된 비거리 성능을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올해 Z-STAR시리즈 볼을 새롭게 사용하는 유명 국, 내외 투어프로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모두 한결같이 Z-STAR시리즈의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볼 사용하는 국, 내외 투어 프로현황은 목차페이지 참조]

우레탄 커버 위에 차용된『SPIN SKIN』으로 인해 볼의 마찰력은 기존 대비 20% 이

상 상승하였으며, 부드러워진 커버구조로 인해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히

그린 주변 샷의 경우, 『SPIN SKIN』 채용으로 인해 기존 모델에 비해서 안정적인 스

핀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비거리 성능의 향상은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Z-STAR시리즈는 어떠한 투어프로들이 사용하게 되나요?

Z-STAR XV

Q.

Q.

A.

A.

Z-STAR

중심부를
더욱 부드럽게

중심부를
더욱 부드럽게

코어의 외강
※당사 측정값

기존 (Z-STAR)

NEW Z-STAR

코어중심

부
드
럽
다

딱
딱
하
다

코
어
경
도

중심부를
더욱 부드럽게

중심부를
더욱 부드럽게

코어중심

내측코어 외측코어

부
드
럽
다

딱
딱
하
다

코
어
경
도

코어의 외강
※당사 측정값

기존 (Z-STAR XV)

NEW Z-STAR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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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XXIO XD-AERO만의 고반발 코어&커버 구조에 있습니다. 

XXIO XD-AERO의 경우, 헤드스피드가 프로들처럼 빠르지 않고, 스윙컨트롤 

능력이 프로들과 같지 않은 일반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해 개발된 프리미엄 볼

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거리 성능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로들만큼의 비거리 성능을 일반아마추어가 실현시키도록 하기 위해 

코어는 물론이고 커버의 소재 또한 고반발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XXIO XD-AERO의 경우 텅스텐과 같은 금속소재를 미드 층에 배치하도록 함으

로써 최대급의 관성모멘트를 실현하여 훅 또는 슬라이스를 감소시키면서 직진

성을 배가시키도록 하여 최고의 비거리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볼 초속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입니다. XXIO XD-AERO는 볼 초속은 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었

으나, 최고의 관성모멘트 성능으로 인해 일반아마추어의 경우에도 프로들만큼

의 비거리를 실현시켜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부드러운 고반발 소재는 일반

아마추어들이 타구 시, 타출각을 높게 형성시켜주고 느린 헤드스피드로도 볼에 

충분한 에너지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XXIO XD-

AERO와 같은 볼은 일반아마추어에 매우 적합하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XXIO XD-AERO볼이 고반발 볼이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XXIO XD-AERO볼이 고반발 볼이라면  공식 경기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Q.

Q.

A.

A.

화제의 고반발 볼, XXIO XD-AERO의 

비밀을 박인비프로에게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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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O XD-AERO볼이 고반발 볼이라면  공식 경기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XXIO PREMIUM쪽의 코어 강도가 보다 부드러우며, 고급 자동차 코팅에 사용되는 

시라릭Ⓡ코팅으로 마감처리를 하여 고급감이 더욱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헤드스피드가 느린 시니어 골퍼들이나 여성골퍼들에게는 XXIO PREMIUM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XXIO XD-AERO볼과 SRIXON Z-STAR시리즈 볼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XXIO PREMIUM 볼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Q.

A.

A.

커버의 강도와 코어의 강도 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SRIXON Z-STAR시리즈 볼의 경우 커버의 강도가 매우 부드러워 프로들이 

원하는 수준의 스핀성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반면에 XXIO XD-AERO의 경우

는 직진성이 매우 뛰어난 고반발 커버를 사용합니다. 훅 또는 슬라이스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어는 SRIXON Z-STAR시리즈가 단단합니다. 이유는 

프로들의 헤드스피드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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