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스타챔피언십
2020년 10월 15일(목) ~ 18(일) / 블랙스톤 이천(북, 서)

선수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1. 본 대회는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해 선수 및 대회 관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무관중 대회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선수 및 캐디, 관계자 외에는 대회장 출입이 불가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선수 및 캐디, 관계자는 골프장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미착용 시 출입불가)
- 대회기간 중 대회장 최초 출입 시 문진표를 작성하여 검역소로 제출
- 출입구에서 실시되는 체온 확인, 일일 문진표 작성, 방명록 작성 후 체온 확인 스티커 수령
- 체온이 37.5℃ 이상일 경우, 대회장 출입불가
- 코스 내, 골프장 이동 시 2m 거리 두기, 악수 금지 등 선수 간 신체 접촉 최소화
- 연습그린, 연습장 등 대회장 내 마스크 착용 필수
1) 라운드 전/후 골프장 내 모든 구역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단, 라운드 중 착용 여부는 선수 선택
2) 캐디는 라운드 중, 전/후 관계없이 대회장 내 반드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 대회장 내에서 캐디비표 항시 착용
- 코스 내 장비 이용 : 고무래, 깃대 등 맨손으로 접촉 금지
※ 상기 지침 미준수 시 선수(캐디 적발 시 해당 선수)는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
3. 격리실 운영 : 유증상자 혹은 체온이 37.5℃ 이상일 경우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임시 격리소로 이동
4. 골프장내 장소별 출입 안내
비표

클럽하우스

미디어센터

코스 내

선수/캐디

○

╳

○

ALL ACCESS

○

○

○

PRESS

╳

○

╳

SBS GOLF

○

○

○

SBS GOLF STAFF

╳

╳

○

BLACK STONE

○

○

○

※ 대회장 무단출입 또는 관계자의 안내에 불응할 시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음

대회 일반사항
1. 대회 일정
가. 공식연습일 : 10월 13일(화), 14일(수)
나. 본 대회 : 10월 15일(목) ~ 18일(일)
2. 공식연습일
가. 일정 : 10월 13일(화), 14일(수) 08:30 티오프 / 10분 간격, 4인 1조
나. 온라인 신청 : 10월 10일(토) 20:00부터 12일(월) 10:00까지 선착순 신청
다. 생수 비치 홀 : 1, 3, 5, 7, 10, 13, 15, 17번홀
라. 개인 캐디에 한해 도보이동 시 입장가능(대회 관계자의 통제에 적극 협조 요망)
마. 유의사항
- 선수 관계자(선수 부모, 코치, 매니저 등) 대회장 출입 불가
- 코스 내 이동 간 마스크 착용 필수
3. 주차장 이용안내
가. 기간 : 공식연습(1일차) ~ 대회 종료 시
나. 선수 : 클럽하우스 지하 주차장
- 선수 외 관계자 운전 시 선수 하차 후 회차
다. 캐디 : 대회장 입구 경비초소 진입로
- 차량 이용 시 캐디 비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4. 대회 특식
가. 수량 : 선수당 1일 2매 제공
나. 지급일시 : 1R, 2R 쿠폰 – 공식연습일, 3R, FR 쿠폰 - 3R 오전
다. 지급장소 : 클럽하우스 스타트
라. 운영시간
구분
공식연습일

1R, 2R

3R

FR

시간

조식
중‧석식

06:30 ~ 11:00
12:00 ~ 17:00

조식

06:30 ~ 11:00

중‧석식

12:00 ~ 17:00

조식

07:30 ~ 11:30

중‧석식

12:30 ~ 17:00

조식

06:40 ~ 11:00

중‧석식

12:00 ~ 16:00

5. 캐디텐트
식당 테라스 앞쪽 연습그린에 캐디텐트 준비 예정
6. 선수전용 라운지
가. 장소 : 클럽하우스 1층 식당 테라스
나. 운영시간 : 08:00 ~ 17:00

비고

· 쿠폰 분실 시 재발급 불가 /
별도 식권 판매 없음
· 운영시간 추후 변동 가능

7. 하우스캐디
가. 신청기간 : 10월 7일(수)까지
나. 문의 : 블랙스톤 이천 김지연 팀장(010-4044-7728)
다. 금액
구분

금액

공식연습일

14만원

본 대회

30만원

비고

1일 기준

8. 드라이빙 레인지
가. 운영기간 : 공식연습일 ~ 본 대회
나. 장소 : 동코스 1번홀
다. 제공수량 : 1일 2회 라운드 전/후 1회씩(1회 – 30개)
라. 운영시간
구분
공식연습일

1R, 2R

3R

FR

시간

1부

비고

2부

06:30 ~ 12:00
13:00 ~ 18:00

1부

06:00 ~ 10:30

2부

13:00 ~ 18:00

1부

07:30 ~ 11:00

2부

14:00 ~ 18:00

1부

06:40 ~ 11:00

· 운영시간 추후 변동 가능

마. 공식연습일부터 FR까지 스타트하우스 앞 ↔ 드라이빙레인지 카트이동 지원
10. 야디지북 무상제공
가. 배부일시 : 10월 13일(화), 14일(수) 07:30 ~ 10:00
나. 배부장소 : 클럽하우스 배부처
다. 문의처 : 맵마스터 김용현 팀장 010-8003-6530 / 정상옥 팀장 010-2745-5258
카카오톡 ID : mapmaster
11. 솔병원 의료지원
가. 운영 장소 : 클럽하우스 1층 KLPGA 본부 옆
나. 운영 기간 : 본 대회 매 라운드 티오프 1시간 30분 전 ~ 마지막 조 스코어 접수 후 30분까지
※ 테이핑 희망 시 개인 테이프 지참
12. 기타
구분

홀

포어캐디

1(2곳), 2(2곳), 4(2곳), 5, 6(2곳), 8(2곳), 9(2곳),
11(2곳), 12(2곳), 13, 14, 15, 17(2곳), 18(2곳)

카트이동

1G→2T, 7G→8T, 8G→9T, 11G→12T, 16G→17T

생수제공

1, 3, 5, 7, 10, 13, 15, 17번홀

손 소독제 비치

전 홀

13. 특별상
구분

시상내역

우승자

코지마 안마의자, 태그호이어 시계
3H

GTG웰니스 다이아몬드 1.2캐럿,
신동아골프 백화점 상품권 1,000만원

6H

코지마 안마의자, 뱅골프 아이언세트

13H

LG 올레드 갤러리 TV 65인치

16H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비고

홀인원

코스레코드

300만원

데일리베스트

태그호이어 시계

아마추어 1위

트로피, 꽃다발

2017 KB금융 스타챔피언십
1R 64타 김해림
라운드별 1명

※ 홀인원은 최초 기록자에 한함
14. 컷탈락 지원금 안내
본 대회 스폰서인 KB금융그룹에서 컷 탈락자에게 ‘현금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 기권/실격자 및 아마추어 선수 제외
나. 추후 협회에서 선수 개인통장으로 입금예정
15. KB스타존 운영 안내
가. 위치 : 17번홀 세컨 지점 원형(지름 13m) 존
나. 운영방법 : 티샷한 공이 존에 들어가게 되면 1회당 100만원의 소년소녀가장 장학금(구세군) 적립
다. 기부금 제공처/기부 명의 : KB금융그룹
※ 선수 상금에서 제하지 않음
라. 금액 : 최대 1억원
16. 대회 담당자 및 출장자
가. 담당자 : 대회운영1팀 유동빈 대리(02-560-4413, 010-4110-9473, fuseme@klpga.org)
나. 출장자 : 대회운영1팀 류양성 팀장, 장정원 차장, 김민수 사원
전략마케팅팀 임정수 대리

