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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9일 
  

～열의계 HONMA 강함의 증명～ 

TEAM HONMA같은 주 2대회 제패！ 

펑샨샨 프로 

「TOTO일본클래식」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 
이승현 프로「HITE JINRO챔피언십」（KLPGA）에서 이번 시즌 첫우승 

 
 

주식회사 혼마골프 

주식회사 혼마골프(본사：도쿄도 미나토구 롯봉기 6-10-1롯봉기힐스모리타워 35Ｆ、대표이사사장：

이토 야스키）와 제품사용계약을 맺고 있는 펑샨샨 프로가 2017년 LPGA투어 제 35회

「TOTO일본클래식」（11월 3일~5일, 이바라키현 태평양클럽 미노리코스）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대회 첫날은, 6언더로 톱 타이틀에 7명이나 되는 혼전을 펼쳤지만 2일째에는 버디 7, 이글 1, 63타를 

쳐서 코스 레코드를 기록하면서 접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시작, 마지막 날은 스타트 홀부터 

스코어를 줄여 4번 홀 이후부터는 안정된 플레이로 토탈 19언더로 대회 2연패를 우승을 달성 했습 

니다. 

본 대회에는 ROLEX랭킹 톱의 유소연 프로를 비롯해, 일본 투어 투어 류리츠코 프로, 지난 주 

우승한 나가이 카나 프로, 모리타 하루카 프로와 혼마 계약 프로가 5명 출장했습니다. 세계 랭크 

상위의 플레이어와의 라운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일본 투어에 있어서도 활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주에 개최된 한국 여자 투어의 메이저 대회 「HITE JINRO챔피언십」 (11월 2일∼5일） 

에서 이승현 프로가 2위와 9타차로 따돌리면서 토탈 14언더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이번 시즌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TEAM HONMA 는 전 세계의 투어에서 「TOUR WORLD×VIZARD」의 강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TEAM HONMA 의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NEWS RELEASE 

＜펑샨샨 프로＞            ＜이승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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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샨샨 프로의 프로필 

 

  

 

 

 

 

 

 

 

 

 

 

 

 

 

 

 

 

 

 

 

 

 

 

 

 

【생년월일】 1989년 8월 5일 

【출신】 중국 광저우시 

【신장】 172cm  

【당사사용클럽】  

1W :  TW  PROTO 455  9.5°  VIZARD YC55 (R) 

3W : TW  PROTO FW  16°  VIZARD YC55 (R) 

UT :  TW  PROTO UT  18°  VIZARD UT55 

UT :  TW  PROTO UT  21°  VIZARD UT55 

Iron :  TW PROTO  #5～#10  NS950GH (R) 

AW :  W105P   52°  NS950GH (R) 

 

【로렉스・랭킹】  4 위 

【Race to CME Globe Season】 5 위 

【상금랭킹】  6 위 

【평균스트로크】 8 위 

（※11월 6일시점/USLPGA） 

 

코멘트 

「우선은 응원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HONMA에는 최고의 클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에 의해 클럽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골프 인생에 있어서 HONMA의 클럽은 손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일본에서의 대회가 기대됩니다. 또, 만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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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프로의 프로필 
 
【생년월일】 1991년 4월 9일 

【출신】 한국 

【신장】 166cm  

【당사사용클럽】  

1W : TW PROTO 460 9.5°  VIZARD TC55 (R) 

3W : TW PROTO FW 15°    VIZARD YA55 (R) 

5W : TW PROTO FW 18°    VIZARD YA55 (R) 

UT : TW737-UT  22°   VIZARD IN65U 

UT : TW-U  #4（24°、39.5inch）   NS850GH (R) 

UT : TW-U  #4（24.5°、38.5inch） NS850GH (R) 

Iron : TW PROTO  #6～#8  NS850GH (R) 

Iron : TW737-V  #9～#10  NS850GH (R) 

AW : TW-W  52°  NS850GH (R) 

SW : TW-W  56-9°  NS850GH (R) 

 

【상금랭킹】 7 위  

【평균스트로크】 4 위 

【평균퍼트수】 2위 

（※11월 6일시점/KLPGA） 

 

 

 

코멘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어서 최고의 기분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TW-U와 TW737-V가 스코어에 많은 공헌을 해 주었습니다. 개최 코스는 

거리가 긴 홀이 많아 세컨드 샷 때마다 긴 아이언을 잡은 경우가 많았지만, TW-U는 미들 

아이언과 같이 칠 수 있었으므로, 세컨드 샷이 길게 남아도 편안히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추운 날이라도 TW737-V는 스핀도 충분해서, 확실히 그린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