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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０１０년６월２４일  

 

주식회사 혼마 골프 

 대표이사 Koji Nishitani (西谷 浩司) 

 

신경영체제에 대한 안내 

 

 당사는 2010 년 2 월 10 일부로 Marlion Holdings Limited 와 중국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영업체제를 강화시키고 판매를 확대 시키는 목적으로 자본제휴 관련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 후의 경영제체 등에 관한 다양한 협의를 거친 후, 금일 정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롭게 사외이사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의 사업형태에 입각하여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통제를 유지한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감사회（監査會）제도가 없는 회사로 전환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다음 같이 안내 

드리는 바입니다． 

 

１．신임  이사  

  （2010 년 6 월 24 일부） 

 회장 Liu Jian Guo (劉  建国) 

  (Chairman of Shanghai POVOS Enterprise (Group) Co., Ltd.) 

 이사 Zheng Yue Wen (鄭  躍文) 

  (Chairman of Creat Group) 

 이사 Mao Yong Hong (茅  永紅) 

  (Chairman of Baibuting Group) 

 이사 Wu You Gen (呉  有根) 

 (Vice President of Honma Golf (shanghai) Co., Ltd.) 

 이사 Wan Hong Chun (万  洪春) 

  (President of Creat Fund management Co., Ltd.) 

 이사 Zhang Yong Tao (張  勇涛)  

  (President of Shanghai POVOS Enterprise (Group) Co., Ltd.) 

 이사 Zuo Jun (左   軍) 

  (Chairman assistant of Shanghai POVOS Enterprise (Group)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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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퇴임 이사 

  （２０１０년 ５월 ３１일부） 

 이사 Keizo Hayase (早瀨 恵三)  

（Milestone Turnaround Management Co., Ltd.） 

 이사 Masakazu Watanabe (渡邉 正和)  

（FRJ Consulting Ltd.） 

 

 

３．퇴임 감사 

（２０１０년 ５월 ３１일부） 

 감사 Hideki Watanabe (渡邊 英城)  

(Wakabayashi/Watanabe Law Office ） 

 감사 Akira Nishimura (西村  明)  

（Ant Capital Partners Co., Ltd. ） 

 

 

４．이동 후 임원 일람 

 

 회장 Liu Jian Guo (劉  建国) 

 대표이사 Koji Nishitani (西谷 浩司) (현임) 

 이사 Zheng Yue Wen (鄭  躍文 ) 

 이사 Mao Yong Hong (茅  永紅) 

 이사 Wu You Gen (呉  有根) 

 이사 Wan Hong Chun (万  洪春) 

 이사 Zhang Yong Tao (張  勇涛) 

 이사 Zuo Jun (左   軍) 

 이사 Kazunori Ozaki (尾﨑 一法) （현임） 

 이사 Tomoyuki Imaizumi (今泉 智幸) （현임） 

 감사 Kiyoshi Takayama (髙山  清) （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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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회사개요 

 

혼마 골프 

상호 주식회사 혼마 골프 

 （영문 상호 Honma Golf Co., Ltd.） 

설립일 １９５９년 ２월 １８일 

자본금 ５００，０００，０００엔 

발행주식수 ２０，０００주 

결산기 ３월 ３１일 

본사 소재지 〒108-0073 

 동경도미나토구미타 3-11-26 KEIKYU 제 8 빌딩 

공장 소재지 〒998-8550 

 야마가타현 사카타시 미야우미아자 나카스나하타 27 번지 18 

영업소 59 개소（2010 년 6 월 1 일 현재） 

사업내용 １．골프클럽의 제조 및 판매 

 ２．골프용품의 제조 및 판매 

종업원수 ７５７명（２０１０년 ３월 3１일 현재） 

업적 매상고 110 억 415 만엔 （2010 년 3 월기） 

관련회사 HONG KONG HONMAGOLF CO., LIMITED 

 TAIWAN HONMA GOLF CO., LTD. 

 HONMA GOLF (THAILAND) CO., LTD.  

홈페이지 http://www.honmagolf.co.jp 

 

Marlion Holdings Limited 

상호 Marlion Holdings Limited 

설립일 ２００９년 ９월 ２８일  

자본금 USD ５１，０００，０００ 

발행주식수 ５１，０００，０００주 

회사 등록 소재지 Palm Grove House, P.O.Box 438, Road Town, Tortola, 

 British Virgin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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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하기의 한자는 사용환경에 따라 표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尾﨑(Ozaki)의 﨑(zaki)  

早瀨(Hayase)의 瀨(se)  

渡邉(Watanabe)正和의 邉(be)  

髙山(Takayama)의 髙(taka)  

渡邊(Watanabe)英城의 邊(be)  

 

주.2 신임 이사 및 기업명은 사용환경에 따라 올바르게 표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로 아래에 첨부합니다. 

 

 

 

 

 

 

 

 

 

 

 

 

 

 

 

 

 

 

 

 

 

 

 

본 보도자료 관련 문의처: 

주식회사 혼마 골프 해외영업부 (International Sales Department): 

TEL：+81-3-5419-3255 / FAX: +81-3-5419-3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