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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혼마골프 

 

주식회사 혼마골프 (대표: 이토 야스키)와 제품 사용 계약을 맺고 있는 이보미 프로가 

JLPGA 「이토엔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11 월 11 일 ~ 13 일. 치바현 그레이트 아일랜드 

클럽)에서 대회 연속 우승, 통산 20 승을 달성했다. 이번 승리로 시즌 5 승을 맞이한 이보미 

프로는 연간 획득 상금액 1 억 7,330 만엔으로 일본여자투어에서 2 년연속 상금왕을 향해 

크게 전진했다. 

 

마지막 날 선두와 3 타차 2 위로 출발한 

이보미 프로는 4 버디, 1 보기의 최종합계 

10 언더파로 라운드를 마치고, 최종 18 번 

홀에서 같은 스코어의 류 리츠코 프로와 플레이 

오프에 돌입했다. 과거 류 리츠코 프로와 

플레이오프에서 2 패를 했던 이보미 프로는 이번 

플레이오프 2 홀에서 류 프로를 이겨 승패를 

정했다. 

 

류 리츠코 프로가 2 위를 차지하며 TEAM 

HONMA 는 1,2 위를 달성했다. 이번 시즌은 

이보미 프로와 류 리츠코 프로를 더불어 많은 

TEAM HONMA 프로가 우승을 하는 일이 많아 

상금랭킹에서도 톱을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금랭킹에서는 1 위가 이보미 프로, 

3 위가 류 리츠코 프로, 5 위가 김하늘 프로로 

(11 월 14 일 현재), TEAM HONMA 는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보미 프로는 올해 「골프 5 레이디스」에서 

페어웨이우드를 TOUR WORLD TW737(TW737 FWc)으로 바꾸며 이번 승리에 TW737 이 큰 

공헌을 했다. 2016 년 시즌, TEAM HONMA 는 세계 투어에서「TOUR WORLD x VIZARD」의 

파워를 증명하고 있다.  

 

 

 

 

 

 

 

 

이보미 프로, 

「이토엔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에서  

대회 연속 우승,통산 20 승,시즌 5 번째 우승달성 

TEAM HONMA 이보미 프로, 2 년 연속 상금왕을 향해 큰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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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프로 프로필 

 

 

코멘트 

이번 우승으로 통산 20 승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서포트에 감사 드립니다.  

남은 시합이 얼마 안남았는데, TOUR 

WORLD 와 HONMA 의 서포트로 마지막까지 

파이팅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응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생년월일】 1988 年 8 月 21 日 

 

【출신】  한국 수원시 

 

【신장】  158cm  

 

【소속】  노부타 그룹 

 

【당사 사용 클럽】  

1W : TOUR WORLD TW727 455 PROTO  10.5° VIZARD YA55 (R) 

3W : TOUR WORLD TW737 FWc 15° VIZARD EX-A55 (R) 

5W : TOUR WORLD TW737 FWc 18° VIZARD EX-A55 (R) 

UT : TOUR WORLD TW717 UT  22° VIZARD UT650  

UT : TOUR WORLD TW717 UT  25° VIZARD UT650  

Iron : TOUR WORLD TW727 Vn (#6～#10)      VIZARD IB85 

Wedge : TOUR WORLD TW-W        47.5°  N.S.850GH (R) 

 

【상금 랭킹】  1 위  

【메르세데스랭킹】 1 위  

【평균 스트로크】 1 위 

【파온확률】  1 위 

【파 세이브율】  1 위 

【평균 버디 수】         2위 

【평균 퍼트 수】  3 위 

（※11 月 14 日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