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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年 5 月 1 日 
 

～HONMANIA 의 파워를 증명～ 

스마일 퀸 김하늘 프로 

JLPGA「사이버에이전트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에서 

올 시즌 첫 우승！ 

플레이 오프를 꺾고, 투어 통산 4 승째 달성 
 

주식회사 혼마골프 

 

주식회사 혼마골프（대표이사: 이토 야스키）와 제품사용계약을 맺고 있는 김하늘 프로가 

JLPGA「사이버 에이전트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4 月 28 日～30 日, 시즈오카・그랑필즈 

컨트리클럽）에서 올 시즌 첫 우승, 통산 4 승을 이뤄냈다. 
 

김하늘 프로는 작년 플레이 오프 때 아쉽게 우승을 놓쳤지만 다시 리벤지하여 강한 마음으로 본 

대회에 임했다. 공동선두로 스타트한 마지막 날, 11 번,12 번 연속 버디로 단독 TOP 이 되었으나 

스즈키아이 프로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 승패는 2 년 연속 플레이 오프를 하게 되었다.  

 플레이 오프 1 홀에서 김하늘 프로는 TW737Vs 의 10 번 아이언으로 세컨드 샷을 쳐서 핀에서 

3m 라는 절묘한 위치에 볼을 놓았다. 부담되는 가운데 이 버디 퍼트를 냉정하게 이뤄내어 승리를 

거두었다.  
  

스마일퀸이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김하늘 프로는 일본투어 1 년째에 1 승, 작년에는 

2 승을 달성. 올해는 3 승이상, 상금랭킹도 3 위 이내를 목표로 하며 새로운 비약이 기대된다.  
 

TEAM HONMA 는 세계 투어에서「TOUR WORLD×VIZARD」의 파워를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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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하늘 프로의 프로필 

 

  

 

 

 

 

 

 

 

 

 

 

 

 

 

 

 

 

 

 

 

 

 

 

 

코멘트 

 

여러분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번 시즌 첫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플레이오프 때 아쉽게도 우승을 놓쳤었는데 이 코스는 제가 상위권을 했다는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올 대회에 임했습니다.  

작년처럼 플레이오프가 되었는데, 플레이 오프 1 홀 세컨 샷에서 사용한 TW737Vs 의 10 번 

아이언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예상했던 대로의 샷이 나와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1 승을 했으니, 다음에도 상위권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 드립니다.  

【생년월일】 1988 年 12 月 17 日 

【출신】  한국 

【신장】  169cm  

【소속】  HITE JINRO 

【당사 사용 클럽】  

1W : TOUR WORLD TW727 455 프로토 9.5° VIZARD YA55 (R) 

3W : TOUR WORLD TW737 FW       15°   VIZARD EX-Z65 (SR) 

UT : TOUR WORLD TW737 UT       19°   VIZARD IN75U 

UT : TOUR WORLD TW737 UT       22°   VIZARD IN75U 

UT : TOUR WORLD TW737 UT       25°   VIZARD IN75U 

Iron : TOUR WORLD TW737 Vｓ     (#6～#10)   NS PRO 950GH（R） 

 AW : TOUR WORLD TW-W        48° NS PRO WV105 

AW : TOUR WORLD TW-W        52° NS PRO WV105 

SW : TOUR WORLD TW-W        58° NS PRO WV105 

 

【상금랭킹】  3 位  

【메르세데스 랭킹】 3 位  

【평균 스트로크】 3 位 

【파 세이브율】  2 位 

【평균 퍼트 수】  3 位                                     

（※4 月 30 日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