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보미프로 프로필 

 

코멘트 
여러분의 응원은 항상 힘이 되고 있으며 크나큰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라이버 비거리는 시합을 거듭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더욱이 이번에는 아이언 · 퍼터도 
상태가 좋아 이와 같은 코스레코드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시합을 통해 HONMA 의 
캐디백 컬러가 나만의 컬러가 되어 대단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행운을 불러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남은 대회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만,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출장하는 대회가 2 번 남아있으므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2013 년 11 월 5 일 

 
 
          

 
 
 

 
주식회사 혼마골프 

 
주식회사 혼마골프 (대표이사 : 니시타니 코지)가, 이번 시즌부터 용품 사용 계약을 맺은 
이보미 프로가 11 월 3 일 ‘히사코 히구치 모리나가 제과 레이디스’ 에서 우승을 거두면서 이번 
시즌 2 연승을 하였다. 
 
마지막 날 한 타 차로 단독 선두에서 있었지만 바로 뒤(2 위)에 안선주프로, 핫토리 마유 
프로와 같은 실력파 프로가 뒤쫓아 오고 있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미 프로는 정확한 샷과 더불어 깔끔하고 퍼팅실력으로 계속된 버디를 보이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인함을 보였다. 
 
그 결과 7 버디 노 보기의 코스레코드 65 타로, 2 위를 5 타 차로 여유 있게 제치는 압승을 
거두며 이번 기간 2 연승을 하였다. 
 
TEAM HONMA 의 계약 프로는, “투어 프로가 투어(대회)에서 싸워 이기는 클럽”을 컨셉으로 
개발한 골프 클럽 ‘HONMA TOUR WORLD’ 시리즈 및 샤프트 ‘VIZARD’로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번 이보미 프로의 우승은, 전세계를 기준으로 『HONMA TOUR WORLD』 8 승째이며, 
브랜드 발매 후 1 년도 되지 않은 이 시점, 크나큰 결과를 내고 있다. 
 
<우승 이력> 
일본 여자 대회 : 이보미 (2 승) / 일본 남자 대회 : 오다 코메이 / 미국 여자 대회 : 펑샨샨 / 
한국 여자 대회 : 김하늘, 양수진, 이미림, 이승현 

 
 

 

 

  

   

   

  

  

  

 

 

   

 

이보미 프로가  

『HONMA TOUR WORLD×VIZARD』로 

JLPGA 투어에서 2 연승！ 

‘TEAM HONMA’이보미프로, 코스레코스 65 타로 우승! 

【생년월일】 1988 년 8 월 21 일 

【출신】 한국 

【신장】 158cm 

【사용클럽】 

1W：TW 717 430 10.5°VIZARD TZ55 

FW：TW 717 3W/5W VIZARD TA55 

U T：TW 717 19°/22°/25° 

VIZARD UT650 

Iron：TW 717V #6～#10 

 

【일본 상금랭킹】 6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