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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회 

 

국내 HONMA 고객 및 VIP 약 300 명 초청 

TEAM HONMA KOREA와 동반 라운딩!! 

(팀혼마 ; 김하늘, 김자영, 김혜윤, 양수진, 안신애, 이승현프로) 

주식회사 혼마골프 

주식회사 혼마골프 (대표이사: 니시타니 코지)는 오는 9 월 30 일(월), 11 월 4 일(월) 두 

번에 걸쳐 수도권은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에서, 남부권은 김해 정산 컨트리클럽에서 

혼마골프 클럽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 3 회 HONMA VIP 초청 

CHAMPIONSHIP』을 개최한다. 

 

혼마골프는 2011 년 「제 1 회 HONMA VIP 초청 CHAMPIONSHIP」을 개최하여 참가자 

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으며,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작년부터 대회 수를 늘려 남부권과 

수도권 두 번에 걸쳐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골프대회는 국내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골프장에서 HONMA 클럽 사용 고객을 

중심으로 국내 HONMA 판매점 점주 등 약 300 명이 참가할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의 

라운딩은 물론, 2012 년 KLPGA 투어 5 승, 2013 년 KLPGA 상반기 투어 2 승을 거두어 올린 

‘TEAM HONMA KOREA’ 김하늘, 김자영, 양수진등 6 명의 프로들과 동반 라운딩이 가능하다. 

그 외 프로들의 사인회, 다양하고 특별한 참가선물 및 시상품, 만찬 등 혼마골프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유쾌하고도 품격 있는 대회를 진행 할 예정이며, 참가신청은, 8 월 

20 일(화)부터 혼마골프 홈페이지 (www.honmagolfkorea.com) 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수도권은 9 월 13 일까지, 남부권은 10 월 21 일까지) 

 

『HONMA VIP 초청 CHAMPIONSHIP』은 

국내 『HONMA STARS PROGRAM』 

(※아래 참조)의 일환으로서 실시하고 

있으며, 『HONMA STARS PROGRAM』은 

당사의 주력 브랜드 「HONMA 

BERES」시리즈 (※일부상품 제외)를 구입 

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HONMA BERES」 클럽을 

소유하는 기쁨을 한층 높여드리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혼마와 함께 골프 라이프를 더욱더 

즐길 수 있는 서비스, 선물, 이벤트 등 각양각색의 HONMA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HONMA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객들이 HONMA제품을 소유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행사를 기획 할 예정이다. 

http://www.honmagolf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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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 최 일】      2013 년 9 월 30 일（월）  

【개최장소】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충청남도 천안） 

【내    용】      ●전 18 홀, 핸디캡, 신페리오 & 아웃팅 방식 

●프로들의 원포인트 레슨 & 동반 라운딩 

●만찬 

 

<남부권> 

【개 최 일】      2013 년 11 월 4 일（월） 

【개최장소】      정산 컨트리클럽（경상남도 김해） 

【내    용】      ●전 18 홀, 핸디캡, 신페리오 & 아웃팅 방식 

●프로들의 원포인트 레슨 & 동반 라운딩 

●만찬 

 

 

※HONMA STARS PROGRAM ------------------------------------------------------------ 

BERES C・S・E 시리즈 / 베레스 키와미의 2S・3S・4S・5S(１W, FW ,UT ,아이언세트)를 구입하신 

국내 손님을 대상으로, 클럽 메인터넌스 서비스, 입회기념품과 프리미엄 상품 그리고, 

2～5 년의 클럽 보증（보증기간은 그레이드에 따라서 다릅니다）, 프로이벤트, 신제품 

발표회 초대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주식회사 혼마골프 한국지점 마케팅부 채성민 대리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9-8 2F  

전화번호 02-2140-1800   

www.honmagolf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