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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골프국가대표 주간리포트 – 일정 및 현황 보고

KGA

주요 사항

내용 제38회 GS칼텍스 매경오픈 기간 5월 2일(목) ~ 5월 5일(일)

주요 사항

➢ 대회 개요

- 장소 : 성남 남서울CC

- 상금 규모 : 총 상금 12억원 / 우승 상금 3억원

- 필드 사이즈 : 총 144명(프로 135명, 아마추어 9명)

* 아마추어 선발 인원 :

- 국가대표 6명(김동은, 박형욱, 배용준, 오승현, 박준홍, 피승현)

- 2018 한국미드아마추어연맹 랭킹 1위 1명(김양권∙60) 

- 예선 통과자 1명(박지훈∙19)

- 2018 한국아마, 매경솔라고배 남자부 우승자 2명(배용준, 이승찬∙19)

➢ 대회 결과

- 우승자 : 이태희(35∙OK저축은행) 합계 -9

- 박상현(36∙동아제약) 합계 -6, 4위 / 이형준(27∙웰컴저축은행) 합계 -5, 공동 5위 / 김비오(29∙호반건설) 합계 -1, 공

동 13위 / 최진호(35∙현대제철) 합계 -1, 공동 13위

➢ 남자골프국가대표 경기 결과

* 남자골프국가대표 언론 노출 현황 및 기사 사진 S&B컴퍼니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

선수명 1R 2R 3R 4R 최종 성적

김동은(23∙한체대4) E, 공동 25위 E, 공동 19위 +5, 공동 48위 +2, 공동 46위 +7, 공동 46위

박형욱(21∙한체대2) +2, 공동 63위 -2, 공동 19위 +6, 공동 54위 +2, 공동 50위 +8, 공동 50위

배용준(19∙한체대1) -2, 공동 6위 +2, 공동 19위 +6, 공동 54위 +10, 71위 +16, 71위

오승현(18∙청주신흥고3) +5, 공동 109위 +6, 공동 121위 - +11, 2R CUT

박준홍(18∙제주고3) +2, 공동 63위 -1, 공동 29위 -1, 공동 20위 +7, 공동 46위 +7, 공동 46위

피승현(15∙광탄중3) -2, 공동 6위 E, 공동 11위 실격(스코어 카드 오기) 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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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골프국가대표 주간리포트 – 마케팅, 언론 노출 현황

마케팅 현황

내용 5월 컨텐츠 촬영 기간 4월 29일(월) ~ 5월 6일(월)

주요 사항

➢ 5월 컨텐츠 촬영 - GS칼텍스 매경오픈 특집

- 29일(월), 남서울CC 연습 그린에서 촬영 진행

- 촬영 현장 ▼

단체 사진 촬영 촬영 중인 박준홍(좌), 피승현(우) 촬영 중인 남자골프국가대표팀

언론 노출 (1)

내용 GS칼텍스 매경오픈 아마추어 출전 및 성적 주요 언론사 JTBC, SBS, 스포츠 서울 외 4개

미디어 노출
(1)

➢ JTBC 중계 방송 및 네이버 스포츠 페이지 하이라이트 영상

중계 방송 – 티샷 준비 중인 피승현 하이라이트 – 버디에 성공한 배용준



-3-

남자골프국가대표 주간리포트 – 마케팅, 언론 노출 현황

언론 노출 (2)

내용 GS칼텍스 매경오픈 아마추어 출전 및 성적 주요 언론사 JTBC, SBS, 스포츠 서울, 이데일리 외 다수

미디어 노출
(2)

➢ JTBC 중계 방송 및 네이버 스포츠 페이지 하이라이트 영상

주요 기사

총 42건

➢ '무서운 10대 돌풍' 국가대표 배용준, 피승현 매경오픈 깜짝 활약

➢ 기사 URL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58216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31846622484984&mediaCodeNo=258

중계 방송 – 2R 경기를 끝낸 김동은 네이버 스포츠 페이지 - 피승현

이데일리 스포츠 서울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58216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31846622484984&mediaCodeNo=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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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골프국가대표 5월 일정표

5월 강화 훈련 @남서울CC

제38회 GS칼텍스 매경오픈 @남서울CC

제7회 베어크리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베어크리크CC

제17회 호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화순CC 제28회 소년체전

제28회 소년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