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POR IRONS



2 ※클럽 원산지는 상품에 첨부된 스티커를 참조하십시오. 클럽 스펙은 실제 제품과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아이언을 만드는 것은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The Oven(디오븐)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의 의견을 듣고 인사이트를 반영하는

매우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베이퍼(VAPOR) 아이언과

모던 머슬 테크놀러지가 탄생했다.



1※클럽 원산지는 상품에 첨부된 스티커를 참조하십시오. 클럽 스펙은 실제 제품과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정확성

정교함과 파워의 조합

투어급의 정확성

최상의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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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머슬

새로운 머슬 디자인이 무게 중심을 클럽 페이스 중심으로 이동시켜 최고의 퍼포먼스 구현

투어급 탄도

무게 중심(CG)이 페이스 중앙에 위치한 모던 머슬 웨이팅 기술로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투어급 탄도 구현

모던한 디자인

롱 아이언에서 더 길어진 블레이드와 짧아진 페이스 높이로 관용성을 극대화한 현대적 디자인

클럽사양 #3 #4 #5 #6 #7 #8 #9 PW

헤드소재 1025 카본 스틸

로프트
S200 21° 24° 27° 31° 35° 39° 42° 47°

S300 21° 24° 27° 31° 35° 39° 43° 47°

라이 각 59° 60° 61° 62° 62.5° 63° 63.5° 64°

TRUE TEMPER  

DYNAMIC GOLD S200

클럽길이(인치) 39″ 38.5″ 38″ 37.5″ 37″ 36.5″ 36″ 35.75″

스윙웨이트 D2

TRUE TEMPER  

DYNAMIC GOLD S300

클럽길이(인치) 39.25″ 38.75″ 38.25″ 37.75″ 37.25″ 36.75″ 36.25″ 36″

스윙웨이트 D3.5

샤프트 TRUE TEMPER DYNAMIC GOLD

플렉스 S200 S300

샤프트 중량 119 g 130g

샤프트 토크 1.8° 1.7°

킥 포인트 HIGH HIGH

그립 GOLF PRIDE TOUR VELVET - BLACK

샤프트  S200  S300

그립 사이즈 0,6″ 0,58″

무게 50g 51.5g

DG S300 DG 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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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머슬

새로운 머슬 디자인이 무게 중심을 클럽 페이스 중심으로 이동시켜 최고의 퍼포먼스 구현

최적화된 탄도

무게 중심(CG)이 페이스 중앙에 위치한 모던 머슬 웨이팅 기술이 낮고 깊은 탄도에서부터 높게 뻗어나가는 롱아이언의 탄도와 강하고 날카로운 숏
아이언 샷까지 안정적으로 구현

관용성과 조작성

RZN 캐비티 롱아이언(4,5,6,7)과 머슬 캐비티 숏아이언(8,9,P)의 최적화된 콤비네이션이 안정성과 뛰어난 조작성을 선사

클럽사양 #4 #5 #6 #7 #8 #9 PW

헤드소재 #4-7: Face: SUP-10 / Body : 1025 카본 스틸, #8 -P: 1025 카본 스틸 

로프트 23° 26° 29°(30°) 33°(34°) 37°(38°) 41°(42°) 46°

라이 각 60° 61° 62° 62.5° 63° 63.5° 64°

클럽길이(인치) 38.5″(38.75″) 38″(38.25″) 37.5″(37.75″) 37″(37.25″) 36.5″(36.75″) 36″(36.25″) 35.75″(36″)

스윙웨이트 D0(NS) / D2(DG) / D2.5(DG PRO)

샤프트 N.S. PRO 950GH TRUE TEMPER DYNAMIC GOLD TRUE TEMPER DG PRO

플렉스  R S S200 R300 S300

샤프트 중량 94.5g 98g 119 g 111g 121g

샤프트 토크 2.0° 1.9° 1.8° 1.9° 1.8°

킥 포인트 MID HIGH HIGH

그립 GOLF PRIDE TOUR VELVET - BLACK

샤프트 N.S. PRO 950GH Dynamic Gold Dynamic Gold Pro

그립 사이즈 0,6″ 0,6″ 0,58″

무게 50g 50g 51.5g

(붉은색 괄호)는 TRUE TEMPER DG PRO 샤프트 사양

DG PRO R300
DG PRO S300 

NS PRO 950 GH R
NS PRO 950 GH S

DG 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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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머슬

새로운 머슬 디자인이 무게 중심을 클럽 페이스 중심으로 이동시켜 최고의 퍼포먼스 구현

높고 안정적인 탄도

무게 중심(CG)이 페이스 중앙에 위치한 모던 머슬 웨이팅 기술이 선사하는 높고 멀리 뻗어나가는 안정적인 탄도

뛰어난 관용성

플라이빔이 보강된 중공구조의 캐비티 롱 아이언(4, 5, 6, 7)이 빗맞은 타구에 대한 관용성을 극대화

클럽사양 #4 #5 #6 #7 #8 #9 PW AW SW

헤드소재 #4-7: Face: SUP-10 / Body: 431 SS, #8-S: 431 SS

로프트 21° 24° 28° 32° 36° 40° 44° 49° 54°

라이 각 60° 61° 62° 62.5° 63° 63.5° 64° 64° 64°

N.S. PRO 950GH
클럽길이(인치) 39″ 38.5″ 38″ 37.5″ 37″ 36.5″ 36.25″ 36″ 35.75″

스윙웨이트 D1 D1 D1 D1 D1 D1 D1 D1 D4

VAPOR GRAPHITE
클럽길이(인치) 39.25″ 38.75″ 38.25″ 37.75″ 37.25″ 36.75″ 36.5″ 36.25″ 36″

스윙웨이트 D0 D0 D0 D0 D0 D0 D0 D0 D3

여성용

MRC FUBUKI Z 70

클럽길이(인치)  N/A 37.75″ 37.25″ 36.75″ 36.25″ 35.75″ 35.5″  N/A 35″

스윙웨이트 N/A C5 C5 C5 C5 C5 C5 N/A C8

샤프트 N.S. PRO 950GH VAPOR GRAPHITE MRC FUBUKI Z 70

플렉스  R S  R W

샤프트 중량 94.5g 98g 58g 54g

샤프트 토크 2.0° 1.9° 3.8° 5°

킥 포인트 MID MID LOW

MRC FUBUKI Z 70 

NS PRO 950 GH R
Vapor Graphite R  

그립 GOLF PRIDE TOUR WRAP 2G – BLACK

구분 여성

그립 사이즈 0,58″

무게 43g

(여성용)

그립 GOLF PRIDE TOUR VELVET - BLACK

구분 남성

그립 사이즈 0,6″

무게 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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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ZN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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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락 테크놀로지
인터락킹(서로 촘촘하게 맞물린) RZN 코어 디자인이  

레이어 간의 에너지 전달을 증가시켜  

더 빠른 볼 스피드와 향상된 비거리를 선사합니다

SPEEDLOCK TECHNOLOGY



7※클럽 원산지는 상품에 첨부된 스티커를 참조하십시오. 클럽 스펙은 실제 제품과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흰색 VS 노란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강렬한 노란색 볼은 흰색 볼 보다 골퍼들의 눈에 

더 잘 보입니다.

흰색 계열의 볼은 밝기에만 민감하게 결합하는 반면, 노란색 볼은 밝기와 색상 두 가지 

모두와 결합하여 반응하기 때문에 눈에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  녹색 – 노란색의 조합은 가시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드에서도 흰색 볼보다 노란색 볼이 더 눈에 잘 보이는 것입니다.

+  사람의 눈은 낮에 550 나노미터 정도의 녹색 빛에 가장 민감하며  

노란색과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 조명에 따라 우리가 색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변할 수 있습니다.

눈이 색을 인식한다  
특정 색상에 민감한 우리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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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GOLF BALLS

4-PIECE BALL

3-PIECE BALL

나이키 RZN 블랙 볼트(VOLT)

나이키 RZN 화이트 볼트(VOLT)

• 향상된 비거리와 스핀 컨트롤

•  드라이버 샷에서 비거리를  
확보하려는 골퍼에게 적합

• 부드러운 타구감과 높은 탄도

• 타구감을 중시하는 골퍼에게 적합 

투어 수준의 비거리 성능

부드러운 타구감 실현

스피드락 테크놀로지

스피드락 테크놀로지

이너 레진 커버 우레탄 커버

아이오노머  커버

아우터 코어

아우터 코어

레진 코어

레진 코어

구조 : 2중커버/스피드락 레진 코어/4피스

외피 : 내구성 강화 소프트 우레탄

내피 : 고반발 파워 레진 레이어

아우터 코어 : 고반발 컴프레션 레이어

코어 : 스피드락 레진 코어 

구조 : 소프트 스피드락 레진 코어·디스턴스/3피스

커버 : 고반발 아이오노머 커버

아우터 코어 : 고반발 컴프레션 레이어

코어 : 소프트 스피트락 레진 코어 



9

RZN BALL 시리즈

4-PIECE BALL 4-PIECE BALL나이키 RZN 블랙 나이키 RZN 플래티늄

투어 수준의 비거리 성능

3-PIECE BALL나이키 RZN 화이트

부드러운 타구감 실현

투어 수준의 컨트롤 성능

3-PIECE BALL나이키 RZN 레드

최대의 비거리를 구현



나이키 골프 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33층)   

TEL 02 2006 5867 / FAX 02 2006 5910 / nikegolf.co.kr

※ 소재의 가격 변동 등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카탈로그에 게재한 상품의 표준 사양·디자인·컬러 등은 제품의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품 색상은 인쇄 잉크 특성상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에 게재한 사진·일러스트·문장 등을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 카탈로그에 표기한 스펙(클럽 무게 등)의 수치는 설계 기준치입니다. 실측치가 설계기준치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카탈로그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2014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