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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골프 국가대표팀 주간리포트

컨텐츠

홍보 내역

주요 내용

컨텐츠

홍보 계획

주요 내용

미션; 골퍼서블 어프로치편

장소 천안 우정힐스

촬영일 6/11

업로드 6/21

조회수
(7/12기준)

네이버 : 5430
유튜브 : 268

➢ 6월 정기 컨텐츠

- 네이버 모바일 스포츠 메인 표출 → 4~6월 컨텐츠 중 최다 조회수 기록

- 영상 링크 : 유튜브(http://bitly.kr/WOfbQy) 네이버 (http://bitly.kr/2cVTiL)

- 네이버 컨텐츠 담당 부서에서 S&B컴퍼니 네이버TV 채널 지속 모니터링 예정

7월 컨텐츠 기획안

주제 한일 골프대항전 예고 영상

내용 코치진 및 선수 인터뷰

장소 인천 잭니클라우스GC

촬영일 7/15~19 중 1일

업로드
예상일

7/20~21

- 국가대항전을 앞둔 시점이기에 미션 형식 컨텐츠보다

대회에 출전에 맞춘 인터뷰 영상 제작

- 단, 현재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태이므로 해당 컨텐츠 제

작 여부 대해서는 KGA와 사전 의견 조율 필요

- KGA, 국가대표팀과 일정 조율 예정

➢ 특이사항

http://bitly.kr/WOfbQy
http://bitly.kr/2cV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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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골프 국가대표팀 주간리포트

7월 둘째 주

선수별

주요 내용

선수정보

김동은

1997. 12. 24(만 22세)

한국체육대학교 4

박형욱

1999. 09. 09(만 20세)

한국체육대학교 2

배용준

2000. 10. 28(만 19세)

한국체육대학교 1

오승현

2001. 10. 25(만 18세)

청주신흥고등학교 3

박준홍

2001. 09. 19(만 18세)

제주고등학교 3

제2회 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 결과

성적

1R 합계 -3, 공동 11위
2R 합계 +2, 공동 26위
FR 합계 +1, 공동 27위
최종 E (216타), 공동 27위

획득 포인트 -

성적

1R 합계 -3, 공동 11위
2R 합계 -2, 공동 11위
FR 합계 -4, 공동 6위
최종 -9 (207타), 공동 6위

획득 포인트 38점

성적

1R 합계 -2, 공동 19위
2R 합계 -3, 공동 11위
FR 합계 -1, 공동 9위
최종 -6 (210타), 공동9위

획득 포인트 23점

성적

1R 합계 -4, 공동 6위
2R 합계 -3, 공동 4위
FR 합계 -3, 2위
최종 -10(206타), 2위

획득 포인트 80점

성적

1R 합계 -4, 공동 6위
2R 합계 -3, 공동 4위
FR 합계 실격
최종 실격
(그린 손상으로 인한 실격)

획득 포인트 -

제2회 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 개요

- 장소 : 인천 드림파크CC

- 기간 : 7/9 ~ 11

- 출전 인원 : 남자 96명, 여자 84명

(남자 국가대표팀 전원 출전)

- 경기 방식

1) 18홀씩 총 54홀 스트로크 플레이

2) 최종전(11일) 남자 51명, 여자 45명 출전

- 포인트 부여

1) 2020년 국가대표 선발 포인트 : 100점

2) 더 CJ컵 @나인브릿지 포인트 : 100점

7월 셋째 주 일정

- 장소 :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 GC

- 기간 : 7/12 ~ 20

- 인원 : 3명 (김동은, 박형욱, 배용준)

- 목적 : 한일 프랜드십 골프 팀 트로피 (25일 개막)

대비 훈련으로 출전 선수 3명만 별도 훈련

➢ 7월 강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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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골프 국가대표팀 7월 일정표

한일 프랜드십 골프 팀 트로피 @일본

7월 강화 훈련 @인천 잭니클라우스 GC

7월 강화 훈련 @인천 잭니클라우스 GC

출국

제2회 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인천 드림파크 CC

귀국연습라운드

블루원배 제37회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용인 블루원 CC

대회일정 훈련 및 기타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