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리브랜드 골프 역사상.
가장 투어 지향적인 웨지

새롭게 선보이는 RTX 4는 투어 프로들이 선호하는 모델로 개발되었습니다. 
가장 앞선 형태의 블레이드 타입 웨지인 RTX 4를 중상급 골퍼들에게
자신 있게 제안 드립니다.

RTX 4의 출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입니다.

클리브랜드 골프의 혁신적인 페이스 테크놀로지와 투어 선수들이
원하는 디자인, 확장된 그라인드 옵션 등을 통해 RTX 4는 역사상 가장
투어 지향적인 웨지로 탄생했습니다.

정품등록 및 혜택 안내

TRY-OUT SERVICE

던롭스포츠코리아의 정품 등록 시스템은 고객님들이 던롭스포츠코리아의 클럽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며, A/S시 원하시는 문제를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 
받으실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 정품등록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단, 2007년 이후 출시 된 클럽에 한합니다.)

최신 던롭스포츠코리아의 제품을 무료로 체험할수 있는 렌탈서비스와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타회, 최적의 클럽 선택과 다양하고 정교한 분석을 경험할수 있는 퍼포먼스 센터 
서비스로 골프 실력 향상과 즐거움을 제공해드립니다.

클럽 렌탈 서비스 실시간 온라인 예약으로 이용하는 무료 체험 서비스.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던롭스포츠코리아의 최신 클럽을 체험해보세요.

시타회 던롭스포츠코리아의 모든 스펙의 클럽이 전국 연습장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클럽 체험과 함께 던롭 전문가의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퍼포먼스 센터 최첨단 시스템과 전문가의 노하우를 통한 스윙 분석 서비스. 
내 몸에 꼭 맞는 이상적인 클럽을 찾아드립니다.

A/S 기간을
1년 추가 보장해드립니다.

그립 무상 교체 혜택을 드립니다.
(총 1회, 아이언일 경우에는 3개)

A/S 기간
1년 추가 보장

그립
무상교체

고객센터 주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76  고객센터 전화 02-3462-3960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7:00   웹사이트 www.dunlopkorea.co.kr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센터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던롭스포츠코리아(주)

러프에서의 스핀량 증가
러프는 스핀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린 주변 러프에서는 정확한 어프로치샷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RTX 4는 러프 상황에서 더 많은 스핀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러프 상황에서 로봇을 통한 60도 웨지 테스트 결과(로브샷 , 풀샷)

-  테스트 대상: CG RTX 4, Callaway MD4, Titleist SM7

-  클럽별로 10번의 샷을 실행하고 트랙맨으로 백스핀량 측정  

로브샷 풀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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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RTX 4 Callaway MD4 Titleist SM7

모든 조건에서의 스핀량 증가
숏게임의 컨트롤은 스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RTX 4는 모든 조건에서 더 나은 거리와 방향의 
컨트롤과 스코어 향상을 위해 일관적인 스핀을 제공합니다.

PGA 투어 선수들을 통한 RTX 4 테스트 결과 기존 웨지에 비해 스핀량이 250 RPM 증가하였고 40%

더 일관성이 높아진 결과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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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RPM ADDITIONAL SPIN,
40% MORE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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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MORE SPIN

4세대 로텍스 테크놀로지

로텍스 페이스 밀링(ROTEX Face Milling)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볼 컨트롤이 가능한 가장 공격적인 패턴

4번째 로텍스 페이스 테크놀로지를 소개합니다. 4세대에 걸쳐 수 년간의 연구와 
수 백만 번의 테스트를 통해 우리는 품질 관리에 완벽을 기해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날카로운 투어 짚 그루브(Tour Zip Grooves)와 가장 공격적인 
페이스 밀링(Face Milling), 더 정교해진 레이저 밀링(Laser Milling)을 통해
RTX 4는 더 많은 스핀량과 더 일관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당신의 숏게임에
최고의 컨트롤 능력을 더해 드릴 것입니다.

투어 짚 그루브(Tour Zip Grooves)
RTX 역사상 가장 날카로운 그루브. 러프에서도 강한 제어력을 주는 
새로운 투어 짚 그루브

레이저 밀링(Laser Milling)
USGA 규정 범위 내 제한선까지 페이스면을 거칠게 만든
초정밀 레이저 밀링



투어에 의한, 
투어를 위한 웨지

48º 52º 56º 60º

비교 불가한 타구감과 컨트롤 능력 피니시(Finish) GET. MORE. SPIN.

RTX 4는 클리브랜드 골프 역사상 날카로운 그루브를 통해 보다 많은 스핀량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투어 디자인의 웨지입니다.  RTX 4는 당신에게 최상의 투어급 퍼포먼스를 
드릴 것입니다.

※ Tour Raw 마감은 특주
※ 58˚ XLOW 그라인드 특주

LOFT GRIND BOUNCE LIE
LENGTH

SW

48˚ MID 8˚

64˚

35.25 35.5 D2

50˚ MID 10˚ 35.125 35.375 D3

52˚ MID 10˚ 35.125 35.375 D3

54˚ MID 10˚ 35 35.25 D4

56˚

LOW 8˚ 35 35.25 D4

MID 10˚ 35 35.25 D4

FULL 10˚ 35 35.25 D4

58˚

XLOW 3˚ 35 35 D5

LOW 6˚ 35 35 D5

MID 9˚ 35 35 D5

FULL 9˚ 35 35 D5

60˚ MID 9˚ 35 35 D5

DYNAMIC GOLD S200 (119g)

GOLF PRIDE TOUR VELVET

스윙 타입

샷 타입

그라운드 컨디션

보통 또는 가파른 어택 앵글

벙커샷에 최적화

중간 / 부드러운

플레이 스타일
•  풀샷을 할 때 디봇이 많이 파이는 경우
•  다양한 형태의 풀샷을 원하는 경우
•  원활한 벙커샷을 위해 넓은 솔을 원하는 경우
•  전통적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우

FULL

스윙 타입

샷 타입

그라운드 컨디션

보통 또는 완만한 어택 앵글

페이스를 열고 샷하는 경우에 최적화

중간 / 단단한

플레이 스타일
•  풀샷을 할 때 디봇이 잘 안생기는 경우
•  그린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페이스를 열고 사용하는 경우
•  플롭샷을 시도하는 경우
•  짧은 잔디나 단단한 땅 위에서 자주 치는 경우
•  그린 주변 플레이에 자신 있는 경우

LOW

스윙 타입

샷 타입

그라운드 컨디션

보통 또는 가파른 어택 앵글

풀샷과 피치샷에 최적화

중간 / 부드러운

플레이 스타일
•  풀샷을 할 때 디봇이 많이 파이는 경우
•  안정적인 풀샷과 상황에 따라 웨지 페이스를 오픈하여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MID

스윙 타입

샷 타입

그라운드 컨디션

완만한 어택 앵글

잔디가 아주 짧은 경우와 플롭샷에 최적화

단단한

플레이 스타일
•  풀샷을 할 때 디봇이 잘 안생기는 경우
•  극단적인 플롭샷을 시도하는 경우
•  짧은 잔디나 단단한 땅 위에서 자주 치는 경우

XLOW

헤드 디자인

프로그레시브 디자인

RTX 4의 깔끔한 블레이드 디자인은 투어 현장에서의 광범위한 테스트와 
피드백의 결과물입니다. 투어 선수들을 통해 개발된 경기 지향적인 디자인을 
통해 보다 정교한 컨트롤을 경험하세요.

프로그레시브 필 밸런싱 테크놀로지
(Feel Balancing Technology)
RTX 4에 적용한 새로운 필 밸런싱 테크놀로지는 클럽의 무게 중심을 헤드 면의 
중앙에 더욱 가깝게 이동시킴으로써 기존모델보다 타구감, 일관성 그리고 컨트롤 
능력에서 진일보하였습니다. 투어 사틴(Tour Satin)

블랙 사틴(Black Satin)

투어 로우(Tour Raw)

빛 반사가 적은 프리미엄급의 마감으로 상급자의 니즈에 맞춰 고급감과 함께 
높은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많은 골퍼들이 선호하는 블랙 컬러 마감으로 어드레스시 눈부심을 
최소화하여 줍니다. 새로운 PVD 처리 기법을 통해 내구성이 강화되었습니다.

PGA Tour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마감으로 자연스럽게 녹슨 그루브가
클래식한 멋스러움을 더해줍니다.

듀얼 액시스 CG 플레이스먼트
(Dual-Axes CG Placement)
무게 중심을 구성하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위치를 다시 조정함으로써 타구감 
향상과 미스샷에서도 안정적인 거리 컨트롤이 가능해졌습니다.

프로그레시브 CG
(Progressive CG)
로프트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새로운 머슬 타입의 디자인은 무게 중심 조정을 
통해 탄도 조절이 쉬워졌습니다.

로프트가 낮은 웨지는 직선 형태의 리딩 에지로 보다 컴팩트한 느낌을 주어 
숏아이언과 완벽하게 어울리고, 높은 디자인의 로프트는
그린 주변의 피치 샷과 칩샷을 위해 전통적인 웨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투어에서 선호하는 디자인
프로들의 요청에 따라 모든 로프트에서 오프셋을 줄이고 헤드 크기가 
작아졌으며, 프로들이 원하는 다양한 숏게임에서의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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