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4월 1일 

HONMANIA의 다음 도전 

스코어를 줄이고 싶은 주말골퍼를 위한 클럽 
 

「Be ZEAL(비즐) 525 Ladies」 

2016년 4월 첫 발매 개시! 
 

주식회사 혼마골프 

 

 주식회사 혼마골프 (대표이사: 이토 야스키)는 2016년 4월 중순부터 스코어를 줄이고자 하는 주

말골퍼를 위한 「Be ZEAL (비즐: 열정을 품어라)525」의 레이디스 클럽을 혼마골프 직영점 및 전국

의 혼마골프 제품취급점에 발매한다.  

 

올 3월에 발매된 『Be ZEAL』은 TEAM HONMA를 포함한 HONMANIA(스코어 향상을 원하는 열

정있는 골퍼)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TOUR WORLD』브랜드의 개발력을 내세워 탄생한 새로운 

브랜드이다. 그 「Be ZEAL」에서, 1타라도 줄이고 싶고 1야드라도 멀리 날리고 싶은 골프에 대한 

열정과 향상심이 넘치는 여성골퍼를 위하여 보다 쉽고, 보다 멀리 나가는 「Be ZEAL 525 Ladies」

가 탄생되었다. 

 

「Be ZEAL」이란 「열정(ZEAL)을 품어라!」라는 의미로, 브랜드 컨셉은 「스코어 향상을 목표로 하

는 주말골퍼를 위한 클럽」이다. 「TOUR WORLD」를 사용하며 세계 프로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TEAM HONMA의 까다로운 니즈에 대응해왔던 혼마골프의 개발력을 여성골퍼에게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샤프트는, 「Be ZEAL525」와 같이 여성클럽의 헤드에 잘 맞는 전용 샤프트로, 헤드와 샤프트의 

매칭을 중시한 토털고차원설계이다. 드라이버, 페어웨이우드, 유틸리티, 아이언 모두가 포착성이 

좋으며 볼을 쉽게 띄울 수 있다. 때문에, 여성골퍼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최대의 

비거리와 스코어 향상을 할 수 있는 클럽이다. 

 

이로써 혼마골프는 올 초에 발매한 BERES E-05 레이디스 모델과 함께 모든 여성 타깃에게 최고

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클럽의 라인업을 완성했다. 

 
<뒷페이지에 계속> 

 

<기사 관련 문의처> 

주식회사 혼마골프 한국지점 

마케팅부 사원 박찬미 

주소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203호 

전화번호 02-2140-1800 

www.honmagolfkorea.com 



■ Be ZEAL 525 Ladies 제품 라인업 

 

  ■Be ZEAL 525 Ladies DRIVER 

로프트각：11.5° 

헤드체적：455㎤ 

샤프트：VIZARD for Be ZEAL（L）、（A） 

 

■Be ZEAL 525 Ladies FW   

번호 수（로프트각）：#3（16°）, #5（19°）, #7（22°） 

샤프트：VIZARD for Be ZEAL（L）、（A） 

 

■Be ZEAL 525 Ladies UT   

로프트각：U22°, U25°, U28 

샤프트：VIZARD for Be ZEAL（L）、（A） 

 

■Be ZEAL 525 Ladies IRON   

번호 수（로프트각）：#5（24°）,#6（27°）,#7（30°）,#8（34°）,#9（38°）,#11（49°）,#SW（56°） 

샤프트：VIZARD for Be ZEAL（L）、（A） 

 

 

■ Be ZEAL 525 Ladies 제품 가격 

 

DRIVER : 780,000원 

FW : 400,000원 

UT : 320,000원 

IRON : 

여성용 8I : 1,870,000원 #5~11, SW 

7I : 1,640,000원 #6~11,S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