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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골프국가대표주간리포트 – 일정및 현황보고

남자골프

주요사항

차주일정

 KGA주관, 허정구배 제66회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 기간/장소 : 9월 3일(화) ~ 9월 6일(금) @남서울CC

- 필드사이즈 : 112명

- 출전인원 : 국가대표 5인 전원 출전

- 경기일정

1) 4일간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2) 2라운드 종료 후 66명 3라운드 진출

- 포인트부여 : 

1) 2020년 국가대표 선발 포인트 : 200점

2) ‘THE CJ CUP @NINE BRIDGES’ 아마추어 포인트 : 200점

 현 남자골프국가대표 2018년 매경솔라고배 성적

- 출전선수 : 배용준, 김동은, 박준홍, 박형욱, 오승현

- 성적 : 배용준(-11, 1위), 김동은(-4, 3위), 박준홍(-3, 5위), 박형욱(+1, 12위), 오승현(3R까지 출전)

특이사항

THE CJ CUP @ NINE BRIDGES 포인트 현황

- 아마추어 지정 대회 랭킹 포인트 1명 ‘THE CJ CUP’출전

- 지정 대회

베어크리크배(150점), 호심배(150점), 드림파크배(100점), 송암배(150점), 매경솔라고배(150점), 허정구배(200점)

- 현재 포인트 랭킹 TOP3

* 1위 : 배용준(19·한체대/국가대표) – 466점

* 2위 : 조우영(18·신성고) - 348점

* 3위 : 김동은(22·한체대/국가대표) – 303점

- 국가대표 선수 별 포인트

김동은 박형욱 배용준 오승현 박준홍

303점 92점 466점 240점 249점

*남은 경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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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골프국가대표주간리포트 – 대표팀주요현황

선수별

주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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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회 매경솔라고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결과 보고

1R 2R 3R 4R

 KGA주관, 제23회 매경솔라고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 기간/장소 : 8월 27일(화) ~ 8월 30일(금) @솔라고CC

- 필드사이즈 : 남자부 96명, 여자부 84명

- 출전인원 : 국가대표 5인 전원 출전

- 경기일정

1) 4일간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2) 2라운드 종료 후 남자 51명, 여자 45명 3라운드 진출

- 결과

우승 : 배용준

TOP10 3명진입(배용준, 김동은, 박준홍)

-6, T5 -8, 2 -3, 3 -1, T4

최종 합계 -18, 270타, 공동4위

1R 2R 3R 4R

-5, T10 -3, T14 -2, 16 -5, T8

최종 합계 -15, 273타, 공동8위

1R 2R 3R 4R

-6, T5 -7, 3 -5, T1 -6, 1

최종 합계 -24, 264타, 1위

1R 2R 3R 4R

-1, T50 -7, T14 -5, T4 +2, T16

최종 합계 -11, 277타, 공동 16위

1R 2R 3R 4R

-7, T3 -8, 1 +4, T12 -6, 7

최종 합계 -17, 271타,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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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골프국가대표주간리포트 – 언론노출현황

언론노출

내용 배용준 2주 연속 우승 주요 언론사 매일경제, MBN 뉴스

기사 URL
매일경제 – https://sports.news.naver.com/golf/news/read.nhn?oid=009&aid=0004419533
MBN뉴스 - https://tv.naver.com/v/9704349

[매일경제]
배용준 "내친김에 3주 연속 우승해 볼래요"

[MBN 뉴스]
매경솔라고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 배용준·김서윤 우승

https://sports.news.naver.com/golf/news/read.nhn?oid=009&aid=0004419533
https://tv.naver.com/v/97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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