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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혼마골프 

 

주식회사 혼마골프(대표 이사 ; 니시타니 코지)는 2013 K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KB 금융 STARr 챔피언십’에서 이승현 프로가 박인비 프로를 2 타차로 제치며 최종 합계 

7 언더파로 시즌 첫 우승을 거두어, 혼마골프는 클럽, 용품 사용 계약을 맺은 ‘TEAM 

HONMA KOREA’의 프로가 현재 올 시즌 총 4 승을 거두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승현 프로는 올해 1 월초 일본 사카타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클럽 제작 공정을 견학하고, 

이틀에 걸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클럽을 찾기 위해 클럽 피팅을 시행하였는데 그 후 

적극적이면서도 세심한 프로서포트를 받으며 작년에 비해 안정된 샷과 플레이를 보였다. 

 

2013 년 KLPGA 투어 4 승을 기록한 (양수진, 이미림, 김하늘, 이승현 프로)를 포함한 총 

7 명의 프로 ‘TEAM HONMA KOREA’는 계약선수 전원이 2013 년 신제품인 TOUR 

WORLD(가칭: TW/티더블유) 모델을 (※이승현프로 ; 드라이버 / TW717-455 모델 사용 중) 

사용하고 있으며 이 모델은 디자인과 성능면에 있어 프로는 물론 아마추어에게도 최상인 

모델로 사용 유저들의 입소문에 의해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 이승현프로 ; 사용 클럽 & 사용 소감 】 

<사용 클럽 스펙> 

1w : TW 717-455 9.5° TZ55-R 

3w, 5w : TW717-FW 15°, 18° TA55-R 

UT : TW717-UT 22° UT650-SR, TW-UT 24° NS850-R 

Iron : TW717-V # 5-10 NS850-R 

AW, SW : W105P NS850-R         

 

★드라이버- 작년에 쓰던 클럽에 비해 딥페이스라 그런지 더 편하게 느껴지고 바닥에 

놓았을 때 안정적이며, 공이 헤드 깊숙이 맞는 묵직한 느낌이 아주 좋은데 비거리 또한 

작년에 비해 15 야드 더 나고 있어 저에겐 최고의 드라이버 입니다.  

★페어웨이우드,유틸리티- 헤드 밑바닥이 땅에 안정적으로 밀착되는 느낌이라 치기 

편합니다. 특히 유틸리티 아이언의 경우, 어떠한 라이에서도 치기 편하고 볼이 잘 뜹니다. 

게다가 스핀량이 많아서 롱아이언인데도 불구하고 볼이 잘 서는데, 긴 채를 자주 사용하는 

롱코스일 경우 그린 공략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언- TW717V 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느낌의 아이언 입니다. 하프 

캐비티의 형태여서 굉장히 잘생겼고 각진 모양이라 어드레스가 매우 잘 나옵니다. 게다가 

스핀량과 탄도가 매우 좋아 볼을 제가 원하는 자리에 무리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2013 KLPGA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KB 금융 STAR 챔피언십’ 에서 

 이승현프로 시즌 첫 우승!!  
※TEAM HONMA KOREA ; 신제품 TW 모델로 2013 KLPGA 투어 4 승! 

(4 승의 주역 ; 우승 순서별 / 양수진, 이미림, 김하늘, 이승현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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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 코멘트 

2013 KLPGA 투어 마지막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올해 초 사카타 공장에서 피팅한 혼마골프 TW(투어월드)모델이 저에게 딱 알맞아, 작년에 비해 

드라이버 비거리도 15 야드 늘고, 컨트롤이 용이한 아이언이 정말 잘 맞아서 안정된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데로 언제든지 신속하고 세심한 프로서포트를 해준 혼마골프 

덕분에 심리적으로 편안한 마음상태로 시합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2013 년 1 월 새로운 프로 3 명(김하늘, 이승현, 이미림)과 계약을 맺은 혼마골프는 지난 8 월 

투어밴 전격 운영과 동시에 김하늘 프로와 이승현프로의 우승을 거두게 되었다. 이는 

‘TEAM HONMA KOREA’에의 적극적인 서포트와 프로들의 우승을 위한 혼마만의 시스템을 

갖춘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혼마골프는 계속해서 프로를 이용한 광고, 이벤트, 

프로모션 등 공격적인 프로마케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TEAM-HONMA KOREA 결성 배경 

2011 US 여자 오픈 우승으로 USLPGA 에 참가하고 있는 유소연프로에 이어 실력은 물론 아름다움도 

갖춘 프로를 엄선해서 계약하여,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활약함으로써 지금까지 

시니어클럽으로 인식 되어온 혼마골프 클럽의 타겟을, 보다 젊은 층으로 낮추고자 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 TEAM HONMA 는 혼마골프 용품 계약 프로를 의미합니다. 해당선수의 소속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주식회사 혼마골프 한국지점 

마케팅부 대리 채성민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9-8 2F 

전화번호 02-2140-1800 

www.honmagolf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