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6월 29일 

~TEAM HONMA for 8Wins~ 

TEAM HONMA 한·일 동시 우승 기념 

facebook EVENT 진행 

 

 주식회사 혼마골프(대표: 니시타니 코지)와 용품사용계약을 맺고 있는 TEAM HONMA 장하나, 이보미

프로가 6월 28일 각각 출전한 한국과 일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래서 혼마골프 한국지점은 이번 TEAM HONMA의 세계 8승을 기념하며 혼마골프 페이스북에서 자체 

이벤트를 실시한다. (https://www.facebook.com/honmagolfkorea)  

본 이벤트는 6월 29일(월)~7월 26일(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우승클럽의 모델명을 맞추는 퀴즈에 대한 

정답을 페이스북 게시글의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하여 장하나,이보미프로의 우승클럽인 

TW727드라이버부터 프로가 사용하는 프로용 캐디백, 피팅프라자 무료 이용권, 최고급 팔토시를 증정한

다.  

 

장하나 프로는 국내여자프로(KLPGA)의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15(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아일랜드

CC)에서 그녀의 특기인 장타를 앞세워 버디 찬스를 만들어 냈고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최종 승리

했다. 장하나 프로는 2015년 시즌을 시작하면서 혼마골프와 정식으로 계약을 하며 TEAM HONMA의 일원

이 되었으며, LPGA투어에 입성했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셋팅한 드라이버가 굉장히 도움이 되

었고, 3번 우드 또한 par5에서 투온을 공략하는 데에 있어 정확성이 좋았다”고 이야기 했다.  

 

*장하나프로 사용 클럽* 

1W:TW727 455 9.5°  VIZARD YC55 S 

3W:TW727 FW 13°  VIZARD YC65 S 

UT:TW727 UT 16°  VIZARD UT75 

TW727 UT 19°     VIZARD UT75 

Iron:TW727 V(#5-#10)  D/G  SL 

Wedge:TW-W   50/9   D/G SPINNER 

TW-W   52/9   D/G SPINNER 

TW-W   56/10  D/G SPINNER) 

 

또한, 이보미 프로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의 투어 어스 몬다민컵(일본 치바현 카멜리아힐스)에서 열

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쳐 이지희와 동타를 이룬 뒤 2번째 연장에서 버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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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우승을 했다. 5월의 호켄노 마도구치 토너먼트 시즌 첫 승 이후 1개월여 만의 2승이다. 이보미 프로

는 2013년 TEAM HONMA의 일원이 되어 일본에서 작년 상금랭킹 3위, 올해는 상금랭킹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녀는 “이번 시즌에서는 드라이버(TW727 455)가 잘 맞아서 페어웨이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세컨드 이후의 샷에서도 안정되게 칠 수 있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

기 했다. 

 

*이보미프로 사용 클럽* 

1W:TW727 455   10.5     VIZARD  YA55 

3W:TW727   FW   15.0     VIZARD  YA55 

5W:TW727 FW   18.0      VIZARD  YA55   

UT: TW717 UT    21.0,24.0    VIZARD  UT650  

IRON: TW727Vn(#6~#10)SR    VIZARD  IB85 

Wedge:TW-W     NS850GH  

 

 

 

 

 

 

 

 

 

 

 
 

<기사 관련 문의처> 

주식회사 혼마골프 한국지점 

마케팅부 사원 박찬미 

주소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203호 

전화번호 02-214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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