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타율 향상시키는 헤드와 샤프트의 밸런스

샤프트 스파인 얼라인먼트
(Spine Alignment)

피팅 시에만 적용할 수 있는 스파인 얼라인먼트 작업이
모든 우드류 클럽에 적용되어 항상 일정한 퍼포먼스를 제공

로켓 터뷸런스 기술 공기역학적인 디자인 적용으로 공기저항을 최소화하여
스윙 스피드를 높이고 비거리 향상

최상의 밸런스 헤드와 샤프트의 밸런스를 최적화하여 골퍼의 편안한
스윙을 유도하여 정타율 상승

12축 고탄성 카본 샤프트 탄성과 복원력이 뛰어난 초경량 샤프트로 빠른 스피드와
높은 안정성으로 비거리 향상

BACK-FACE 설계 Wide 타원형으로 Sweet Spot을 극대화하여
정타율을 높이고 방향성 향상

TECHNOLOGY



DRIVER

DRIVER
헤드와 샤프트의 최적 조합
헤드와 샤프트의 최적 밸런스를 맞춰 임팩트 시
에너지 전달을 극대화해 비거리를 증가시킵니다.

고탄성 12축 카본 샤프트
고탄성 12축 카본 샤프트가 언제나 안정된 각도로 휘어져 비거리와
방향성에 도움을 줍니다.

스파인 얼라인먼트(Spine Alignment)가 완료된 샤프트
피팅 시에만 적용할 수 있는 스파인 얼라인먼트 작업이 적용되어
항상 일정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방향성과 비거리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내구성과 탄성이 좋은 우주항공 소재 티타늄을 헤드 전체에 적용하여
우수한 반발력과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티타늄 특유의 부드러운
타구감과 타구음을 제공하여 스윙의 안정감을 더합니다.

헤드 전체에 우주항공 소재 티타늄 적용

로켓 터뷸런스 테크놀로지
솔 부분에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공기저항을 최소화하여
헤드 속도가 증가합니다. 임팩트 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비거리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후방 웨이트 저 중심 설계
솔 후방에 스틸 웨이트를 배치하여 Center of Gravity(무게중심점)을
낮추어 저중심 설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MOI를 극대화하여 높은 관용성을
제공하고 방향성을 향상시킵니다.



FAIRWAY WOOD

FAIRWAY WOOD
헤드와 샤프트의 최적 조합
헤드와 샤프트의 최적 밸런스를 맞춰 임팩트 시 에너지 전달을 극대화해
비거리를 증가시킵니다. 초경량 12축 고탄성 샤프트 사용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가벼운 스윙으로 보다 쉽게 원하는 비거리를 구현합니다

저스핀 미들킥 샤프트
팁 쪽에 무게중심을 위치시켜 임팩트 시 에너지 전달을 최대화합니다.
저스핀 설계로 비거리와 방향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저중심설계로 볼을 쉽게 띄워 높은 탄도를 구현합니다.
또한, 볼의 스핀을 최소화하여 비거리를 증대시킵니다.

저중심 최적화 설계

로켓 터뷸런스 테크놀로지
솔 부분에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공기저항을 최소화하여
헤드 속도가 증가합니다. 임팩트 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비거리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헤드 전체 우주항공 머레이징 스틸 적용
고탄도 항공소재 머레이징스틸을 헤드 전체에 적용하여
높은 탄성으로 인한 스윙 스피드를 증가를 만들어 비거리를증가시킵니다.

스파인 얼라인먼트(Spine Alignment)가
완료된 고탄성 카본 샤프트
피팅 시에만 적용할 수 있는 스파인 얼라인먼트 작업이 적용되어
항상 일정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방향성과 비거리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UTILITY

정타율을 높여 원하는 비거리와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UTILITY

정밀 설계를 통한 최적의 무게 배분
롱 파4, 파5 홀에서 일관성 있는 비거리와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헤드의 무게 설계를 최적화 하였습니다.
샤프트와 최적화된 헤드 무게 설계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스파인 얼라인먼트(Spine Alignment)가
완료된 고탄성 카본 샤프트
피팅 시에만 적용할 수 있는 스파인 얼라인먼트 작업이 적용되어
항상 일정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방향성과 비거리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헤드와 샤프트의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 임팩트 시 에너지 전달을
극대화시켜 비거리를 최대화 합니다. 경량 12축 샤프트 사용으로
편안하면서도 최적의 스윙 스피드를 이끌어 냅니다.

헤드와 샤프트의 최적 조합, 동급 최경량

원하는 거리와 방향성을 제공하는 유틸리티

로켓 터뷸런스 테크놀로지
솔 부분에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공기저항을 최소화하여
헤드 속도가 증가합니다. 임팩트 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비거리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헤드 전체 우주항공 머레이징 스틸 적용
고탄도 항공소재 머레이징스틸을 헤드 전체에 적용하여
높은 탄성으로 인한 스윙 스피드를 증가를 만들어 비거리를 증가시킵니다.



IRON

관성모멘트 밸런싱으로 완성된 놀라운 일관성의 아이언

IRON

캐비티 디자인, 저 중심 설계
캐비티 V컷 디자인의 저 중심 설계로 볼을 쉽게 띄울 수 있어 쉬운 
컨트롤과 일관된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높은 관성모멘트를 제공하며 
부드러운 타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철 단조(S20C) 소재로 제작
불순물을 최소화한 엄선된 연철 소재 S20C로 소프트한 타구감을
제공합니다. 아이언의 기본 기능인 거리의 일관성과 컨트롤에 맞춰
충실하게 제작되었습니다.

3D Full CNC 정밀 밀링 페이스
헤드 전체를 3D Full CNC 초정밀 가공하여 부드러움을 높여 방향의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강력한 스핀으로 원하는 곳에 볼을 보내는
정확한 컨트롤을 통해 세컨드 샷을 쉽게 보조할 수 있습니다.

관성모멘트 밸런싱된 아이언 세트
동적 스윙웨이트를 맞추기 위한 관성모멘트 밸런싱을 통해
아이언클럽의 번호와 상관없이 같은 힘으로 항상 정확한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팅을 통해서만 가능한 관성모멘트 밸런싱을
적용한 첫번째 아이언세트입니다.
* 스윙웨이트로 맞춰진 아이언 세트 구성도 동시판매



WEDGE

WEDGE

3개의 웨이트 포켓
백 페이스의 웨이트 포켓 3개가 헤드 전체의 무게 밸런스를
최적화하여 관성 모멘트가 높아지고 볼의 직진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연철 단조(S20C) 소재로 제작
불순물을 최소화한 엄선된 연철 소재 S20C로 소프트한 타구감을
제공합니다. 웨지의 기본 기능인 거리의 일관성과 컨트롤에
충실하게 제작되었습니다.

3D Full CNC 정밀 밀링 페이스
헤드 전체를 3D Full CNC 초정밀 가공하여 부드러움을 높여 방향의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강력한 스핀으로 원하는 곳에 볼을 보내는
정확한 컨트롤을 통해 세컨드 샷을 쉽게 보조할 수 있습니다.

경량 스틸 샤프트
부드러운 플렉스는 적정 탄도와 뛰어난 반응성으로 비거리 증가에
효과적이고 경량 스틸 샤프트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단단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은 MISS HIT을 최소화 시켜주며
러프에서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됨과 동시에 사이드 스핀을
줄여 비거리 증가에 탁월합니다.



Grip

45g (QM1.5 원형)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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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 Fairway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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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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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 Wedge

U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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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 Iron, & W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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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ft (HYPER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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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p

45g (QM1.5 원형)중량

#5

Spec / Iron ( 스윙웨이트 )

Head

#5

Shaft

Grip

45g (QM1.5 원형)중량

#5

Spec / Iron ( 관성모멘트 밸런스 )

관성모멘트
(MOI)

N.S. PRO 950GH

*7번 관성모멘트를 기준으로 밸런스 작업.

*별도판매

총 중량(g) / 
스윙웨이트

총 중량(g) / 
스윙웨이트

총 중량(g) / 
스윙웨이트

총 중량(g) / 
스윙웨이트



SHAFT & GRIP
Level Up Program

Shaft Upgrade Program

Moment Of Inertia Balancing Program

HYPERQ

Grip Change Program

HYPERQ
HYPERQ

대상 상품 : HYPERQ 아이언
업그레이드 : 관성모멘트 밸런스  작업1회
비용 : 총 10만원(6개클럽 기준)

대상 상품 : HYPERQ 드라이버
업그레이드 : 홈페이지 정품 등록 후 2년 내
1회 무상 교체

대상 상품 : HYPERQ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아이언세트
업그레이드 : 홈페이지 정품 등록 후 완료시
최초 1회 무상 교체(이후 가격 10,000원)



BAG

Caddy Bag

Boston Bag

GOODS



DRIVE PLUS Ball

DRIVE Ball

Hole cup or Name tag

Umbrella

Glove

Pouch

BeltCap

ACCESSORYBALL & HEAD COVER

Head Cover

천연가죽
100%(양피)

천연가죽 100%(양피)+
 합성가죽 100%(폴리우레탄)

양피 : 착용감과 땀흡수, 배출이 뛰어남

타 입 양피 장갑 반양피 장갑

반양피 : 천연가죽의 착용감과 땀흡수, 배출이 뛰어나고
                함께 사용한 합성가죽의 소재는 가볍고 견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