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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혼마골프 

 

-2015년 총 21승을 거둔「TEAM HONMA」, 최혜용, 김지희, 김아림프로를 새로이 영입 

 

주식회사 혼마골프(대표 이사: 이토 야스키)는 2012년 2월 「TEAM HONMA KOREA」를 창

단하고, 불과 4년만에 2015년에는 전세계 총 21승을 달성하는 눈부신 활약한 「TEAM 

HONMA KOREA」는 새로이 최혜용, 김지희, 김아림프로와 클럽, 용품 사용 계약을 맺었다.  

 

최혜용프로는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에서 현재 팀혼마에서 활약중인 유소연, 정재은프로

와 함께 금메달을 따며 화려하게 데뷔를 했다. 프로 데뷔 후에 신인왕을 거머쥐며 상승세를 

보이다가 갑작스런 슬럼프에 빠지며, 2013년부터 2년간 당시 2부투어며 절치부심 후에  

2015년 다시 1부투어에 입성하여 부활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김지희프로는 우승경험은 없지만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2012

년 KLPGA 신인왕을 차지하였고, 항상 꾸준한 자기 관리로 상금랭킹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

해에는 혼마 드라이버로 비거리가 늘어 우승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아림프로는 2015년 2부투어 4승을 차지하여 상금 랭킹 2위를 달성했으며, 

폭발적인 장타로 2016년의 KLPGA 대형 루키로 제2의 서희경을 꿈꾸는 선수이다.  

최혜용프로와 김지희프로는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 신인왕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TEAM HONMA 선수들은 혼마골프 클럽과 캐디백과 용품을 사용하고, 모자 오른쪽에 로고

를 부착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일본 사카타 공장을 방문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클럽을 찾기 위하여 완벽한 피팅도 끝낸 상황이다. 

 

 그녀들은 혼마골프와의 계약에 관련하여 “혼마골프는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세세하고 구체

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 사카타공장에서 클럽피팅을 해보

고, 피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고 2016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고 싶다.” 라고 말

했다.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TEAM HONMA’는 2015년 전세계 총 21승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기존 이보미,유소연,김하늘,장하나,황중곤,허윤경,김헤윤프로에 이번 최혜

용, 김지희, 김아림프로와의 계약으로 올해는 더 높은 승수를 쌓을 것이 예상된다. 

 

 

 

HONMA GOLF 최혜용, 김지희, 김아림프로 

클럽・용품 계약 체결! 

 



★TEAM-HONMA KOREA 결성 배경 

2011 US여자 오픈 우승으로 USLPGA 에 참가하고 있는 유소연프로를 시작으로 실력은 물론 아름다움도 갖춘 프

로를 엄선해서 계약하여,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활약함으로써 지금까지 시니어클럽으로 인식 되어 온 

혼마골프 클럽의 타겟을, 보다 젊은 층으로 낮추고자 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TEAM HONMA는 혼마골프 용품 계약프로들을 의미합니다. 해당선수의 소속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하기 내용 참조＞ 

 

 

 

<TEAM HONMA 신규 계약 최혜용 프로>    

이름: 최헤용 (CHOI HE YONG)  

생년월일: 1990년 10월 17일 

2014년 평균타수: 67위 (73.18) 

       평균퍼팅: 6위 (29.11) 

 

 

 

<TEAM HONMA 신규 계약 김지희 프로>    

이름: 김지희 (KIM JI HEE) 

생년월일: 1994년 2월 20일 

2014년 평균타수: 30위 (72.34) 

       평균퍼팅: 28위 (30.50) 

       드라이버 비거리: 75위(234.25) 

 

 

 

<TEAM HONMA 신규 계약 김아림 프로>    

이름: 김아림 (KIM A LIM) 

생년월일: 1995년 10월 4일 

2014년 평균타수: 4위 (71.05) 

2015년 2부 2위로 4승기록 

 

 

 

 

 

<기사 관련 문의처> 

주식회사 혼마골프 한국지점 

마케팅부 사원 박찬미 

주소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203호 

전화번호 02-2140-1800 

www.honmagolf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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