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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리얼타임 스코어링

공식기록원 BIB

2016년 공식기록원 30개 대회 3,127명 (연인원)

담당 임무

실시간 스코어 집계

드라이브 거리 측정

대회 기초기록 수집

용품 사용현황 조사

1. KLPGA 공식기록원



홀마커

• 각 홀 담당 기록원
• 그린 주변 위치
• 스코어 및 경기기록 수집

조마커

• 조 담당 기록원
• 각 조 동행하며 기록 수집
• 스코어, 경기기록 외

샷 위치까지 수집 가능

용품조사원
• 클럽, 볼 등 용품사용률 조사
• 1H, 10H Tee 위치

2. KLPGA 공식기록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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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얼타임 스코어링 집계 FLOW

기록 입력 단말기(Tablet PC)를 사용하여 홀/조마커로 구성된

공식기록원이 선수들의 플레이 상황과 스코어, Raw Data를

수집하여 입력 / 전송

Main Database로 전송, 저장된 Raw Data를 다양한 통계기

록으로 가공, 협회 인증 후 공식기록으로서 협회 홈페이지/모

바일/라이브스코어링 웹페이지로 제공

실시간 집계된 기록은 리얼타임 스코어링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대회 채널에 서비스 (실시간 스코어, 생방송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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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조 요청

기록원들의 기록 확인 시 협조

제한된 수의 기록원들이 선수 플레이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스코어와 기록 체크가 필수적입니다.

(홀 아웃 스코어, 티샷 페어웨이, 사용클럽) 

용품 조사 진행 협조

1라운드 티오프 시 캐디백 내 클럽 등 용품정보를 체크하게 됩니다.

집계된 정보는 마케팅 자료 및 다양한 통계 정보로 활용됩니다.

스코어카드 퍼팅 수 기입

공식기록의 퍼팅 통계는 스코어카드 내에 기입된 퍼팅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정확한 퍼팅 수 기입은 퍼팅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바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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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KLPGA 공식기록

상금 포인트 관련기록

(3개 데이터)

스코어 관련기록

(12개 데이터)

기술 관련기록

(14개 데이터)

기타 종합

(6개 데이터)

1. KLPGA 기록실 (35개 항목의 공식 기록 제공)



Broadcast

Media

Naver, LF point, Safety Challenge 등

Score Board

Electronic 
Score Board

KLPGA Web/App

2. 경기기록의 활용

II. KLPGA 공식기록



1. 경기 기록 확대 (스코어, 거리, 샷 데이터)

거리기록 데이터
고정밀 위치 측정기를 통한

선수 위치 및 샷별 거리 데이터 66개 cmPRO 데이터

선수 개인 샷 / 볼 궤적 데이터
트랙맨 시스템으로 선수 개인 샷
상세 데이터 획득

12개Track Man 데이터

스코어 데이터
현재 집계중인 Raw Data를 활용하여
산출하는 데이터67개스코어 기록 데이터

기존 35개 -> 14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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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되는 데이터 목록

구분 항목수 세부 항목

거리 데이터
(cmPRO)

티샷 18

드라이브 거리(측정홀, 전홀), 페어웨이 적중률(거리별), 최장타, 파4홀 티샷 거리 비율,

러프율, 좌러프율, 우러프율, 좌러프 시 언더파, 우러프 시 언더파, 페어웨이 벙커율, 

좌탄율, 우탄율, 페어웨이 적중시 거리(페어웨이 중앙), 페어웨이 실패 거리(페어웨이 엣지), 굿티샷률 등

2nd/3rd샷 21

티샷 후 남은거리, 거리별 그린적중률, 어프로치샷 후 남은 거리(페어웨이, 러프, 벙커, 거리별), 

파브레이커스(페어웨이, 러프, 좌러프, 우러프, 거리별), 어프로치샷 스코어(거리별, 페어웨이, 러프),

최장 홀아웃샷,  파브레이크 어프로치샷 거리, 파 어프로치샷 거리, 파실패 어프로치샷 거리 등

그린
사이드

9
그린적중 실패 남은 거리, 그린적중 실패 거리별 스코어, 홀근접도(벙커, 러프, 거리별), 

스크램블링(거리별, 러프), 그린적중 실패 러프 스코어 등

퍼팅 18

거리별 퍼팅성공률, 평균퍼팅거리(1퍼트, 2퍼트, 3퍼트, 4퍼트 이상), 

그린적중 시 평균퍼팅거리(1퍼트, 2퍼트, 3퍼트, 4퍼트 이상),

거리별 1퍼트수, 최장 1퍼트, 거리별 3퍼트율, 거리별 3퍼트수, 

성공퍼팅거리, 성공버디퍼팅거리, 성공이글퍼팅거리, 퍼팅 남은 거리 등

샷 / 볼 궤적 데이터
(Trackman)

12

Club Head Speed, Ball Speed, Smash Factor (볼 스피드/클럽헤드 스피드), Launch Angle (발사각), 

Spin Rate (회전율), Distance To Apex (최고점 도달 거리), Apex Height (최고점 높이), 

Hang Time (체공 시간), Carry Distance (볼 비행 거리), Carry Efficiency (볼 비행 거리/스윙스피드),

Total Distance Efficiency (티샷 거리/스윙 스피드),

Total Driving Efficiency (Carry Efficiency와 Total Distance Efficiency 순위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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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기 기록의 컨텐츠 활용

1. 방송 그래픽 (TV중계)

조정민 2H       버디퍼팅

홀 컵까지 남은 거리 14.5 M

10~15m 퍼팅성공율 13.5 %
(2017 시즌)

2위 안 신 애 15.6 %

3위 김 혜 윤 15.3 %

1위 조 정 민 16.2 %

10M 이상 퍼팅 성공률



2. Web/App을 통한 경기기록의 사이트 운영 (KLPGA STATS 사이트)

숏퍼팅성공률 (%)  3y 이내

1 조정민 91.18 

2 안신애 88.89 

3 김혜윤 85.71 

3 고진영 85.71 

5 지영진 83.33 

미들퍼팅성공률 (%) 3~8y

1 박성현 82.00 

2 고진영 80.00 

2 장수현 75.00 

2 배선우 71.43 

5 이승현 66.67 

롱퍼팅성공률 (%) 8y 이상

1 이다연 72.00 

1 조정민 68.60 

3 안송이 64.60 

4 김민선5 63.37 

5 고진영 62.67 

평균 원퍼트 거리 (Yard)

1 안신애 13.70 

2 김소이 12.59 

3 조정민 11.30 

4 이승현 11.28 

5 오지현 11.19 

평균 2퍼트 거리 (Yard)

1 김소이 22.96 

2 안신애 20.48 

3 조정민 18.13 

4 오지현 17.99 

5 고진영 16.87 

평균 3퍼트 거리 (Yard)

1 조정민 33.70 

2 안신애 28.24 

3 김소이 27.97 

4 고진영 26.56 

5 이승현 24.17 

퍼팅성공률

성공퍼팅거리 (Yard)

1 이다연 9.48 

2 조정민 7.72 

3 장수현 7.57 

4 배선우 7.47 

5 고진영 7.36 

퍼팅 정확도

성공버디퍼팅거리 (Yard)

1 고진영 14.50 

2 박성현 11.29 

3 배선우 11.28 

4 이다연 10.43 

5 조정민 10.25 

성공이글퍼팅거리 (Yard)

1 장수연 24.90 

2 박성현 22.22 

3 신다빈 17.88 

4 김아림 15.78 

5 김보경 15.05 

> 요약

> 티 샷

> 2nd 3rd 샷

> 어프로치

> 퍼팅

IV. 경기 기록의 컨텐츠 활용



3. Web/App을 통한 실시간 서비스 (하반기 예정)

경기 현황을 보다 생생하게 전하는 샷 트래커 (실시간 Live Scoring Page 통해 실시간 UPDATE)

1

2
3

1

2
34

12H : PAR4 (346m) 정확한 샷 위치, 거리 정보

 퍼팅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공

 해당 거리에서의 성공률 등 예측 정보 제공

1

2
3

1

2
34

[ 파 퍼트 지점 ]

예시화면 입니다

[PGA Shot Tracker ]

김프로 3R / 12H                                    Tee Shot

- 15m 1퍼트 성공률 7.5%

- 15m 3퍼트율 12.5%

- 1.3m 1퍼트 성공률 85.0%

- 최장 1퍼트 16.8m

김프로 3R / 12H                                 Birdie Putt

남은 거리 1.3m (15.2m) 그린

남은 거리 137.4m (235.7m)  러프

[ 세컨샷 지점 ]

- 페어웨이 안착률 43위 (76.8%)

- 드라이브 거리 42위 (234.28m)

- 시즌 최장타 268.4m

- 드라이빙 지수 52위

- 우탄율 62%

IV. 경기 기록의 컨텐츠 활용

<LIVE Shot Tracker>



 Private Service 어플리케이션

 기존 야디지북을 첨단 디지털 시스템으로 대체

 개인 기록의 코스별, 홀별 분석 정보 제공

4. 투어 선수들을 위한 Playing Diary (하반기 예정)

스카이72

Playing Diary

코스 검색

2017

BMW Ladies Championship 2017

2018

BMW Ladies Championship 2018

코스 평균타수 71.75

코스 평균타수 71.50

Playing Diary

BMW Ladies Championship 2017

1 2 3 417H 363m PAR4 ALL

‹ ›

Season Event Hole

1

2

3
4

232.5m(132.6m)
Fairway

메모하기

<선수용 기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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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ing Data를 활용한 샷 및 코스 분석으로 대회 기록 향상

• 선수 개인 샷 밸류 측정으로 잠재 가치 발굴 및 스폰서십 확대

Playing Diary : 라운딩 및 코스 공략 분석

01

02 • 흥미 있는 데이터 노출을 통해 양질의 컨텐츠 제공

• 상황에 맞는 예측 가능한 기록 정보 제공으로 방송 몰입도 높임

방송 컨텐츠 다양화에 따른 시청률 향상

03 • 기록 다양화 및 투어 뉴스 확대로 SNS 참여도 제고

• 경기기록 분석을 활용한 프로모션

(대회별 선수 기록 예측 : 대회 최장타, 120m 핀 접근 거리, 5m 퍼팅 성공율 등)

Web/App 기록실 및 SNS 컨텐츠 활성화

5. Benefit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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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17 운영 계획

라이브 스코어링 시스템 (기존과 동일)

cmPRO 시스템 집계 (방송조) Trackman 집계 (방송, 기록)

 각 라운드 방송조 (10조) 운영

▶ 컴팩트 SIZE      ▶ 세련된 DESIGN

+

 투어 프로 및 KLPGA 방송 시청자/팬들께 흥미있는 경기기록과 분석정보제공을 위하여,

cmPRO 디바이스 착용을 요청 드립니다.

+



THANK YOU

지난 한해 동안 CNPS와 KLPGA TOUR 공식기록원들의 기록 집계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17 시즌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