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성 주간 리포트 종합(10월 22일)

김형성주간리포트

16/6/27~16/7/3

16/6/20~16/6/26

금주
스케줄

내 용 JGTO 마이나비 ABC 챔피언십

지난 주
결과

내 용 JGTO 브릿지스톤 오픈

장 소 일본 효고현 ABC GC 장 소 일본 지바현 소데가우라CC

일 정 10월 25일(목) ~ 10월 28일(일) 일 정 10월 18일(월) ~ 10월 21일(일)

상 금 총상금 1억5천만엔 / 우승상금 3천만엔 상 금 총상금 1억5천만엔 / 우승상금 3천만엔

김형성 랭킹
현황(10/22)

JGTO 상금 랭킹 : 13위(1계단↓)
월드골프랭킹 : 253위(2계단↓) 
KGT 제네시스 포인트 랭킹 : 42위(-)

성 적 합계 -3, 공동 26위

획득상금 ¥1,350,000

 JGTO 브릿지스톤 오픈 종료
- 기간 : 10월 18일(목) ~ 10월 21일(일) / 장소 : 일본 지바현 소데가우라CC
- 상금 : 총상금 1억5천만엔 / 우승상금 3천만엔
- 결과 : 합계 -3, 공동 26위
- 경기 내용 : 최근 샤프트 교체 후 비거리 상승, 대회 2라운드에선 4타를 줄이며 꾸준히 샷 감을 끌어올리는 중
- 선수 심리 상태 : 시즌 종료까지 남은 6개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각오. 본 대회 종료 후 차주 대회 준비를 위해 경기 종료 후 효고현으로 이동

 JGTO 마이나비 ABC 챔피언십
- 기간 : 10월 25일(목) ~ 10월 28일(일) / 장소 : 일본 효고현 ABC GC
- 상금 : 총상금 1억5천만엔 / 우승상금 3천만엔

10/22 ~ 10/28 10/15 ~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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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상금 : 총상금 1억5천만엔 / 우승상금 3천만엔
- 주요 사항 : 일본 공중파 방송국인 아사히TV가 주최하며, 일본 구인구직 기업인 마이나비가 공동 주최하며, 올해로 48회째를 맞이하는 전통 있는 대회
- 특이 사항 : 김형성 프로 본 대회 우승 시, 우승 상금 3천만엔 획득으로 JGTO 누적 상금 랭킹 3위로 도약 가능(현재 누적 상금 : ¥39,820,171)
- 김형성 프로 본 대회 역대 성적

 JGTO 출전 대회 일정

- 역대 상금왕, 대체적으로 1억 5천만엔 이상의 누적상금 기록(김형성 현재 약 4천만엔, 상금 1위와 약 7천만엔 차이)
- 남은 6개 대회에서 1개 이상의 대회 우승과 ‘톱 10’내 2회 이상 진입시, 누적 상금랭킹 ‘톱3’ 내 진입 가능

최근 대회 성적 JGTO 일본 오픈 골프 선수권대회(10. 14)
2R CUT

JGTO 톱 컵 도카이 클래식(9. 30)
2R CUT

JGTO 아시아 퍼시픽 다이아몬드 컵(9. 23)
합계 +3, 공동 48위

일 정 대회명 장 소 총상금 최상위 성적 비 고
10월 25일 ~ 10월 28일 마이나비 ABC 챔피언십 효고현 ABC GC 1억 5천만엔 5위 (2015) -
11월 1일 ~ 11월 4일 헤이와 PGM 챔피언십 오키나와현 PGA 골프리조트 2억엔 준우승 (2013) -
11월 8일 ~ 11월 11일 미쓰이 스미토모 VISA 태평양 마스터스 시즈오카현 테이헤이요 클럽 2억엔 6위 (2013) -
11월 15일 ~ 11월 18일 던롭 피닉스 토너먼트 미야자키현 피닉스CC 2억엔 준우승 (2013) JGTO 메이저 대회
11월 22일 ~ 11월 25일 카시오 월드 오픈 고치현 쿠로시오CC 2억엔 3위 (2014) -
11월 29일 ~ 12월 2일 골프 일본 시리즈 JT컵 도쿄도 도쿄 요미우리CC 1억 3천만엔 8위 (2015) 시즌 최종전, 상금랭킹 상위 30인 출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6, 공동 16위 -1, 공동 33위 -5, 공동 11위 -6, 공동 25위 -10, 5위 -8, 공동 19위 -1, 공동 45위 2R CUT -5, 공동 8위



김형성 주간 리포트 종합(10월 22일)

김형성주간리포트

16/6/27~16/7/3

16/6/20~16/6/26
SCHEDULE 

 김형성 10월 SCHEDULE CALENDAR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WEEK 1

9/24 9/25 9/26 9/27 9/28 9/29 9/30

WEEK 2

1 2 3 4 5 6 7

PGA JGTO KGT

JGTO 톱 컵 도카이 클래식(총상금 : 1억 1천만엔)
장소 :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 CC   ▶ 2R CUT

휴식 및 훈련 @일본 고베

JGTO 재팬 오픈 골프 챔피언십(총상금 : 2억엔)

-2 -

SCHEDULE 
CALENDAR

(10월)
WEEK 3

8 9 10 11 12 13 14

WEEK 4

15 16 17 18 19 20 21

WEEK 5

22 23 24 25 26 27 28

JGTO 브릿지스톤 오픈(총상금 : 1억 5천만엔)
장소 : 일본 지바현 소데가우라 CC  ▶ -2

JGTO 마이나비 ABC 챔피언십(총상금 : 1억 5천만엔)
장소 : 일본 효고현 ABC GC

JGTO 재팬 오픈 골프 챔피언십(총상금 : 2억엔)
장소 : 일본 카나가와현 요코하마 CC  ▶ 2R C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