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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골프국가대표주간리포트 – 현황보고

남자골프

주요사항
특이사항

2019 THE CJ CUP @ NINE BRIDGES ‘배용준’ 출전

- 개요 : 한국에서 열리는 유일한 PGA 정규 투어 ‘2019 THE CJ CUP @나인브릿지’

- 기간/ 장소 : 10월17일(목) ~ 10월20일(일) @제주 클럽나인브릿지

- 특이사항 : 세계랭킹 1위 브룩스 켑카, 조던 스피스, 저스틴 토마스, 세르히오 가르시아 등

PGA 투어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

- 아마추어 지정 대회 랭킹 포인트 1명 출전 : 배용준 626포인트 획득, 최종 1위, 2회연속출전권획득
[지정 대회 : 베어크리크배(150점), 호심배(150점), 드림파크배(100점), 송암배(150점), 매경솔라고배(150점), 허정구배(200점)]

- 배용준포인트득점현황

 2018 THE CJ CUP @ NINE BRIDGES 

- 아마추어 출전 자격 : 허정구배 제65회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우승자

- 우승자 : 배용준(-11, 277타)

- 출전권 획득 했으나 전국체전과 일정 겹쳐 미참가

대회명 획득 점수

베어크리크배 83 [4위]

호심배 60 [6위]

드림파크배 23 [공동9위]

송암배 150 [우승]

매경솔라고배 150 [우승]

허정구배 160 [2위]

합계 626 최종 1위

<THE CJ CUP 출전권 획득한 국가대표 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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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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구배 제66회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1R 2R 3R 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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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우승 : 박형욱

TOP10 4명진입(박형욱, 배용준, 박준홍, 김동은)

+5, T76 -3, T32 -3, T11 -3, 8

최종 합계 -5, 283타, 8위

1R 2R 3R 4R

E, T16 -2, T11 -5, T2 -6, 1

최종 합계 -13, 275타, 우승

1R 2R 3R 4R

-3, T3 -4, 5 +1, T5 -4, 2

최종 합계 -10, 278타, 2위

1R 2R 3R 4R

+5, T76 -5, T19 +1, T21 -4

최종 합계 -3, 285타, 공동11위

1R 2R 3R 4R

-1, T9 -4, 6 E, T7 -1, 7

최종 합계 -6, 282타,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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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골프국가대표주간리포트 – 언론노출현황

언론노출

내용 박형욱 허정구배 우승 주요 언론사 연합뉴스,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기사 URL
연합뉴스 – https://sports.news.naver.com/golf/news/read.nhn?oid=001&aid=0011067147
중앙일보 – https://sports.news.naver.com/golf/news/read.nhn?oid=025&aid=0002935563
조선일보 - https://sports.news.naver.com/golf/news/read.nhn?oid=023&aid=0003472436

[연합뉴스]
박형욱, 허정구배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우승

[중앙일보]
'국가대표 DNA' 박형욱, 

'2등 징크스' 깨고 허정구배 우승

[조선일보]
'준우승 징크스' 떨친 박형욱, 

허정구배 들어올렸다

https://sports.news.naver.com/golf/news/read.nhn?oid=001&aid=0011067147
https://sports.news.naver.com/golf/news/read.nhn?oid=025&aid=0002935563
https://sports.news.naver.com/golf/news/read.nhn?oid=023&aid=00034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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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골프국가대표주간리포트 – 언론노출현황

언론노출

내용 배용준 PGA TOUR ‘THE CJ CUP’ 출전권 획득 주요 언론사 헤럴드경제, 마니아리포트 등

기사 URL
헤럴드경제 - https://sports.news.naver.com/golf/news/read.nhn?oid=016&aid=0001577057
마니아리포트 – https://sports.news.naver.com/golf/news/read.nhn?oid=425&aid=0000102629
골프다이제스트 - https://sports.news.naver.com/golf/news/read.nhn?oid=435&aid=0000004287

[마니아리포트]
아마추어 배용준, 2년 연속 PGA투어 CJ컵

출전권 획득

[골프다이제스트]
'아마추어 최강' 배용준, 허정구배 끝으로

PGA CJ컵 출전권 획득

[헤럴드경제]
아마 강호 배용준 더 CJ컵 출전한다

https://sports.news.naver.com/golf/news/read.nhn?oid=016&aid=0001577057
https://sports.news.naver.com/golf/news/read.nhn?oid=425&aid=0000102629
https://sports.news.naver.com/golf/news/read.nhn?oid=435&aid=000000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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