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성 주간 리포트 종합(11월 12일)

김형성주간리포트

16/6/27~16/7/3

16/6/20~16/6/26

금주
스케줄

내 용 JGTO 던롭 피닉스 토너먼트

지난 주
결과

내 용 JGTO 미츠이 스미토모 VISA 타이헤이요 마스터즈

장 소 일본 미야자키현 피닉스CC 장 소 일본 시즈오카현 타이헤이요 클럽

일 정 11월 15일(목) ~ 11월 18일(일) 일 정 11월 8일(목) ~ 11월 11일(일)

상 금 총상금 2억엔 / 우승상금 4천만엔 상 금 총상금 2억엔 / 우승상금 4천만엔

김형성 랭킹
현황(11/12)

JGTO 상금 랭킹 : 15위(1계단↓)
월드골프랭킹 : 262위(-) 
KGT 제네시스 포인트 랭킹 : 42위(-)

성 적 합계 +7, 2R 컷탈락

획득상금 -

 JGTO 미츠이 스미토모 VISA 타이헤이요 마스터스 종료
- 기간 : 11월 8(목) ~ 11월 11일(일) / 장소 : 일본 시즈오카현 타이헤이요 클럽
- 상금 : 총상금 2억엔 / 우승상금 4천만엔
- 결과 : 합계 +7, 2R 컷 탈락
- 경기 내용 : 퍼팅 난조로 인해 저조한 스코어 기록
- 선수 심리 상태 : 최근 많이 회복된 샷감에 자신감을 보이며 차기 대회 대비해 퍼팅 연습에 집중할 예정

 JGTO 던롭 피닉스 토너먼트 출전 예정
- 기간 : 11월 15(목) ~ 11월 18일(일) / 장소 : 일본 미야자키현 피닉스CC
- 상금 : 총상금 2억엔 / 우승상금 4천만엔

11/12 ~ 11/18 10/5 ~ 11/11

-1-

주요사항

- 상금 : 총상금 2억엔 / 우승상금 4천만엔
- 주요 사항 : 1974년 이후 41회째 피닉스CC에서 대회 개최. 타이거 우즈, 최경주 등이 플레이한 일본 3대 명문 골프장

스포츠 용품 업체 던롭에서 PGA의 마스터스같은 세계적인 대회를 만들기 위해 창설. 아시아의 마스터스라고 불림
대회장에 광고판이 없어 상업성을 배제함 -> 스폰서들은 뒤에서 후원하며 대회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데 일조함

- 특이 사항 : 김형성 프로 본 대회 우승 시, 우승 상금 4천만엔 획득으로 JGTO 누적 상금 랭킹 5위 도약 가능(현재 누적 상금 : ¥43,138,171)
- 김형성 프로 본 대회 역대 성적

 JGTO 출전 대회 일정

최근 대회 성적 JGTO 헤이와 PGM 챔피언십(11. 4)
합계 -6, 공동 16위

JGTO 마이나비 ABC 챔피언십(10. 28)
합계 -3, 공동 26위

JGTO 브릿지스톤 오픈(10. 21)
합계 -3, 공동 26위

일 정 대회명 장 소 총상금 최상위 성적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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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 27위 -6, 공동 16위 +1, 공동 44위 -5, 19위 -8, 준우승 -4, 15위 -2, 공동 15위



김형성 주간 리포트 종합(11월 12일)

김형성주간리포트

16/6/27~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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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성 11월 SCHEDULE CALENDAR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WEEK 1

10/29 10/30 10/31 11/1 2 3 4

WEEK 2

5 6 7 8 9 10 11

PGA JGTO KGT

JGTO 미쓰이 스미모토 VISA 타이헤이요 마스터즈(총상금 : 2억엔)
장소 : 일본 시즈오카현 타이헤이요 클럽 ▶ 컷탈락

JGTO 헤이와 PGM 챔피언십(총상금 : 2억엔)
장소 : 일본 오키나와현 PGM 골프리조트 ▶ -6, 공동 1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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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CALENDAR

(11월)
WEEK 3

12 13 14 15 16 17 18

WEEK 4

19 20 21 22 23 24 25

WEEK 5

26 27 28 29 30 12/1 12/2

JGTO 던롭 피닉스 토너먼트(총상금 : 2억엔)
장소 : 일본 미야자키현 피닉스 CC

JGTO 카시오 월드 오픈(총상금 : 2억엔)
장소 : 일본 고치현 쿠로시오 CC

JGTO 일본 시리즈 JT 컵(총상금 : 1억 3천만엔)
장소 : 일본 도쿄도 요미우리 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