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성 주간 리포트 종합(12월 3일)

김형성주간리포트

16/6/27~16/7/3

16/6/20~16/6/26

금주
스케줄

내 용 각종 행사 참석

지난 주
결과

내 용 JGTO 골프 일본 시리즈 JT컵

장 소 일본 도쿄 장 소 일본 도쿄 요미우리CC

일 정 12월 3일(월) ~ 12월 9일(일) 일 정 11월 29일(목) ~ 12월 2일(일)

상 금 - 상 금 총상금 1억3천만엔 / 우승상금 4천만엔

김형성 랭킹
현황(12/3)

JGTO 상금 랭킹 : 21위(2계단↓)
월드골프랭킹 : 266위(4계단↓) 
KGT 제네시스 포인트 랭킹 : 51위(시즌종료)

성 적 합계 -0

획득상금 -

 JGTO 골프 일본 시리즈 JT컵 종료

- 경기 내용 : 대회기간 감기 몸살로 인해 사실상 경기에 집중을 못함. 특히 3라운드에서는 몸 컨디션 저하로 인해 부진한 성적 기록

- 선수 심리 상태 : 시즌 최종전에서의 성적 부진이 아쉽다고 토로. 2017년에 비해 올시즌 좋은 결과를 기록해서 발전적이였다는 소감 밝힘. 

- 특이사항 : 2018년 JGTO 시즌 종료. 오는 13일까지 시상식 및 후원사 이벤트 참석 예정

11/26 ~ 12/2 11/19 ~ 11/25

최종결과 1R 2R 3R 4R JGTO 상금랭킹 OWGR 대회 우승자

합계 +17, 공동 29위 E +2 +11 +4 24위(3계단↓) 266위(-) 고다이라 사토시(일본) 합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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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특이사항 : 2018년 JGTO 시즌 종료. 오는 13일까지 시상식 및 후원사 이벤트 참석 예정

 12월 일본 內 예정 일정

 2019년 동계훈련 계획

- 2019년 1월~3월 약 2개월 간 동계훈련 진행 예정

- 장소 : 미국 서부 라스베가스로 계획중, 최근 몇 년간 대회 출전(1월 PGA 소니오픈, JGTO SMBC 싱가포르 오픈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동계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내년 시즌을 대비한 철저한 동계훈련 계획 수립 예정

- 동계훈련 출발 시기 : 1월 PGA투어 소니오픈(출전 시) 및 JGTO SMBC 싱가포르 오픈 대회 종료 직후(1월 말) 동계훈련지로 이동 예정

- 특이사항 : 타이거 우즈 전성기 시절 스승이자 세계 최고의 티칭 프로로 명성이 높은 부치 하먼에게 교습 받을 예정

최근 대회 성적 JGTO 카시오 월드 오픈(11. 25)
2R CUT

JGTO 던롭 피닉스 토너먼트(11. 18)
2R CUT

JGTO 미쓰이 스미토모 VISA 타이헤이요 마스터즈(11. 11)
2R CUT

일 시 12월 3일(월) 12월 5일(수) 12월 7일(금) 12월 8일(토)~11일(화) 12월 13일(목)

내 용 JGTO 시상식 REVE 연말 행사 ECC 연말 행사 파리게이츠 연말 행사 귀국



김형성 주간 리포트 종합(12월 3일)

김형성주간리포트

16/6/20~16/6/26
주요사항

 2018년 JGTO 시즌 결산

- 21개 대회 출전, 준우승 2회, 3위 1회, TOP10 4회

- 상금랭킹 : 24위(¥44,071,763)

- 주요 대회 성적

 2018년 KPGA 코리안투어 시즌 결산

- 5개 대회 출전, TOP10 3회(최고성적 제네시스 챔피언십 공동 4위)

- 제네시스 포인트 / 상금 순위 : 51위 / 33위(121,790,000원)

일시 대회명 총상금 / 우승상금 성적 순위

2018.04.19 ~ 2018.04.22 파나소닉 오픈 1억5천만엔 / 3천만엔 Total -13 준우승

2018.05.31 ~ 2018.06.03 JGT 챔피언십 모리빌딩 컵 시시도 힐스 1억5천만엔 / 3천만엔 Total -9 공동 3위

2018.07.05 ~ 2018.07.08 나가시마 시게오 인비테이셔널 세가 새미 컵 1억5천만엔 / 3천만엔 Total -9 준우승

2018.08.30 ~ 2018.09.02 후지 산케이 클래식 1억1천만엔 / 2천2백만엔 Total -3 공동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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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스 포인트 / 상금 순위 : 51위 / 33위(121,790,000원)

- 주요 대회 성적

 2018년 PGA투어 소니오픈 출전

- 일시/장소 : 2018년 1월 11일 ~ 14일 / 미국 하와이 와이알레 CC

- 결과 : Total +4, 2R CUT

- 특이사항 : 5년 연속 소니오픈 초청 출전

최근 대회 성적 JGTO 카시오 월드 오픈(11. 25)
2R CUT

JGTO 던롭 피닉스 토너먼트(11. 18)
2R CUT

JGTO 미쓰이 스미토모 VISA 타이헤이요 마스터즈(11. 11)
2R CUT

일시 대회명 총상금 / 우승상금 성적 순위

2018.05.17 ~ 2018.05.20 SK Telecom 오픈 12억원 / 2억5천만원 Total -8 공동 10위

2018.05.24 ~ 2018.05.27 제네시스 챔피언십 15억원 / 3억원 Total -2 공동 4위

2018.06.14 ~ 2018.06.17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10억원 / 2억원 Total -13 공동 9위



김형성 주간 리포트 종합(12월 3일)

김형성주간리포트

16/6/27~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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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성 12월 SCHEDULE CALENDAR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WEEK 1

11/26 11/27 11/28 11/29 11/30 1 2

WEEK 2

3 4 5 6 7 8 9

PGA JGTO KGT

ECC 행사JGTO 시상식 REVE 행사

파리게이츠 행사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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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CALENDAR

(12월)
WEEK 3

10 11 12 13 14 15 16

WEEK 4

17 18 19 20 21 22 23

WEEK 5

24 25 26 27 28 29 30

파리게이츠 행사

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