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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골프국가대표 주간리포트 – 일정 및 현황 보고

KGA

주요 사항

내용 남자골프국가대표 6월 컨텐츠 기획 중 기간 5월 27일(월) ~ 6월 2일(일)

주요 사항

 월별 정기 컨텐츠(6월)

- 주제 : 어프로치 양궁(가제)

- 내용 : 

1) 어프로치 샷으로 점수 내기

2) 홀 주변 띠를 둘러 양궁 과녁과 동일하게 점수 배분

3) 인당 3번씩 샷 진행 예정

4) 1위 선수는 ‘어프로치 샷 팁’ 전수 인터뷰 진행 예정

- 기간/장소 : 5월 강화 훈련(5월 25일 ~ 5월 31일) 또는 6월 강화 훈련 기간 @남서울CC

- 사진 촬영 추가 진행 : 영상 촬영 중 자유로운 모습 촬영 예정

- 영상 업로드 : 6월 첫째 주 ~ 둘째 주 예상

*KGA와 협의 필요

KGA

대회 일정

기간 5월 ~ 10월

남자 대회

일정표

순번 기간 대회명 장소 비고

1 5월 26일(토) ~ 5월 27일(일)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골프부경기 전북 군산CC 피승현 출전

2 6월 20일(목) ~ 6월 23일(일) 코오롱 제62회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 천안 우정힐스 6명 전원 출전

3 7월 9일(화) ~ 7월 11일(목) 제2회 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인천 드림파크 미정

4 7월 30일(화) ~ 8월 1일(목) 서암배 제37회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용인 블루원 6명 전원 출전

5 8월 20일(화) ~ 8월 23일(금) 제26회 송암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대구CC 6명 전원 출전

6 8월 27일(화) ~ 8월 30일(금) 제23회 매경솔라고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현대 솔라고CC 미정

7 9월 3일(화) ~ 9월 6일(금) 허정구배 제66회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성남 남서울CC 6명 전원 출전

8 10월 7일(월) ~ 10월 10일(수)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골프부경기 인천 드림파크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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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골프국가대표 주간리포트 – 대표팀 주요 현황

선수별

주요 현황

선수정보
제17회 호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결과

(05/20 ~ 05/26)
금주 일정

(05/27 ~ 05/31)

김동은 1R 2R 3R 4R

 제17회 호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사진

 5월 2차 강화 훈련

- 기간/장소 : 5월 25일(토) ~ 5월 31일(금) 

@남서울CC

- 기타 사항 : 코오롱 한국오픈 출전 관련 컨텐츠 제작

1997. 12. 24(만 22세) -3 -1 -6 -3

한국체육대학교 4 합계 -13, 우승

박형욱 1R 2R 3R 4R

1999. 09. 09(만 20세) +4 +1 E -2

한국체육대학교 2 합계 +3, 공동 27위

배용준 1R 2R 3R 4R

2000. 10. 28(만 19세) +1 -4 E -4

한국체육대학교 1 합계 -7, 6위

오승현 1R 2R 3R 4R

2001. 10. 25(만 18세) +4 -2 +1 +4

청주신흥고등학교 3 합계 +7, 공동 34위

박준홍 1R 2R 3R 4R

2001. 09. 19(만 18세) -2 -2 -3 -3

제주고등학교 3 합계 -10, 공동 3위

피승현 1R 2R 3R 4R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기간/장소 : 5월 26일(일) ~ 5월 27일(월) @군산CC

- 피승현(경기) 개인전, 단체전 출전

2004. 01. 26(만 15세) +1 +1 E -7

광탄중학교 3 합계 -5, 공동 10위

호심배 우승자 김동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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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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은, 박형욱] SK telecom OPEN 2019 @스카이72 GC

5월 강화 훈련 @남서울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